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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공공기록물법 제정 20년이 넘었으나, 기록 외의 업무 등으로 기록관리 전문인력이 기록물
관리에 몰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기록관리 非 전문인력이 주류인 조직, 특히 개별 행위보
다 부서장 중심 행위에 대한 몰입을 강조하는 육군에선, 기록물관리에 대한 몰입 및 
전문성 발휘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육군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전문직몰
입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문직성이 전문직과 조직에 대한 이중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육군의 공식 승인을 받아 야전에서 기록물관리 임무 
수행 중인 135명 중 104명(77.0%)으로부터 응답을 회수하여,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평행모델을 접근법으로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1) 전문
직몰입과 조직몰입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중몰입이 가능하며, 2) 자율성의 전문직성 
강화가 오히려 조직몰입 향상에 기여한다. 3) 전문직성 중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전문직몰입
은 높아지지만 조직몰입은 낮아졌으며, 가치관에 의한 갈등은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 
모두를 떨어뜨리는 이중몰입의 공통결정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非 전문인력
이 주류인 조직에서의 기록관리 전문인력이 갖는 전문직성의 의미를 고찰하고, 몰입 
향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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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itment to the profession and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and the effect of professional development on the 
dual commitments to the organization and the profession. After establishing concept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e study designed a questionnaire survey in which 104 
out of 135 (77.0%) record management field officials responded. This study provides 
a firm basis for urging the army to change its perception toward record management 
professionals’ specialty and their commitment to the profession. Furthermore, this change 
will ultimately lead to a higher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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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기록관리 전문인력이 전문성 발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년간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록물관리기관

에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1) 배치를 입법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2) 그러나 아직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 예비군 훈련 버스 운전을 겸임하게 하거나, 공기업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담당 업무에 

수행비서 업무까지 떠맡기고 있으며, 이에 전문인력들이 ‘자존감이 무너진다’, ‘삶에 대한 회의감이 생긴다’와 

같은 글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현실이다(고영득, 2018). 2019년 언론을 통해서는, 한국국가기록

연구원장 김익한 명지대 교수가 ‘기관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업무의 중요성과 다르게 기록관리 전문인력은 현장

에서 고립돼 있음’을 비판했고, 국가기록원장 이소연 덕성여대 교수가 ‘전문인력이 기록관리를 공부하고 갔음에

도 현장에 투입되면 다른 일을 시켜서 ‘제발 기록관리 업무만 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김태

훈, 김민순, 이창수, 2019a).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한 문제는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 구현 실패,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이지원(e-知園) 청와대 기록유출 사건(2008년)을 비롯하여 한국수자원공사 기록물 16톤 

무단 파기(2018년),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자녀의 동양대 포상 기록에 대한 기록물 보존기간 위법 논란(2019년)에 

이르기까지, 최근 10년 동안 32건의 공공기록물 관련 사건들이 상당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켜 왔다(김태훈, 김민순, 
이창수, 2019b).

문제의 원인은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전문직성에 대한 조직(소속기관)이 갖는 인식에서 일부 기인한다. 조직의 

입장에서, 기록관리 전문인력이 기록물관리 직무에 헌신하느라 조직을 소홀히 하거나, 전문직성 강화로 인해 해당 

직무에 몰입하더라도 조직에 대한 몰입은 영향 없는 경우, 심지어 전문직성 강화로 인해 전문직과 조직 사이에 

역할갈등을 느껴 조직몰입이 저하된다면, 전문직성에 대한 조직의 인식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몰입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개인이 여러 대상에 몰입하면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기록관리 전문인력이 전문직

무에 몰입하면 조직에 대한 몰입은 저해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전문직성 

강화를 부정적으로 간주하여 전문인력의 전문성 발휘 및 전문직몰입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며, 기록물관리 전문인

력이 소수일수록 그리고 관료제처럼 조직 내 계층적 통제시스템 강할수록 심해진다. 특히 충성을 핵심가치로 

삼고 개별 행위보다 부서장 중심 행위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육군에선, 기록물관리에 대한 몰입 및 전문성 

발휘가 일반 기관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문직과 조직의 배타적 관계로 인하여 전문직성 강화가 조직몰입을 낮출 것이라는 전통적 관점을 

회의하고, 첫째,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둘째, 전문직성이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전문직성 강화가 역할갈등을 유발하여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고자, 전문인력이 소수이고 계층적 통제가 강하여 전문직과 조직의 배타적 관계가 예상되는 육군 기록관리 전문인

력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육군뿐만 아니라 非 전문인력이 주류인 조직에서의 기록관리 전문인력이 갖는 전문직

성의 의미를 고찰하고, 몰입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3.31.) 제79조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물관리 종사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

하고 있으며, 제78조 ②항은 전문요원과 함께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를 명시하고 있다.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19.12.3.) 제1조 및 제41조



 육군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전문직성이 이중몰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87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0.20.2.085

1.2 연구 질문

• 연구 질문 1.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 연구 질문 2. 전문직성은 전문직과 조직의 이중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 질문 3. 전문직성과 이중몰입 간의 관계에서 역할갈등은 매개 효과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전문직과 전문직성(Professionalism)

‘전문직’은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독특한 직업 조직과 윤리강령을 형성하며 일반 

직업보다 고도의 직업적 자율성을 보장받는 직업이다(Freidson, 1970). 전문직은 사회로부터 해당 고유기능의 필

요성 인정과 함께 높은 지위와 존경을 받기 때문에(Tinsley & Hardy, 2003) 다양한 직업군이 전문직화를 추구하고 

있지만(Shell, 2002), 어떤 직업군이 전문직으로 인정되려면 상당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문직은 

직업으로서 혹은 직업집단으로서 ‘전문직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김기영, 2008).

‘전문직성’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전문직의 사전적 정의가 명시하듯(국립국어원, 
2019),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얻는 전문 기술이나 지식 그리고 연구를 통한 자체의 지식 발전이 전제된다(Cannon, 
2017). 그러나 사회적 기준에서 특별한 엘리트 그룹이자 힘과 지위를 지닌 전문직(Larson, 1977)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이익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필요성’(Cannon, 2017)을 갖고 해당 서비스 영역을 독점적으

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독점적 통제에는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교육⋅훈련을 인증한 구성원에게만 진입 자격

을 허락하거나(Larson, 1977) 전문직의 윤리강령을 세워 이를 위반하는 구성원을 징계⋅배제하는 ‘전문단체의 

준거적 역할’이 필수적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도 전문직성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직업 및 소비시장의 독점, 진입

장벽의 존재, 국가 공권력의 지지, 직업 윤리강령’을 제시한 바 있다(김기영, 2008). 전문단체의 윤리강령을 바탕

으로 전문직은 자신의 이익 혹은 고객과의 감정적 관여를 배제하고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이기은, 
박경규, 2002) 높은 수준의 ‘직업 소명감’을 가진다. 나아가 윤리강령과 전문성에 부합하지 않는 구성원은 배제

하려는 전문단체 내부에서의 ‘집단적 자율성’과, 전문직 외의 압력과 통제를 거부하고 직무에 있어서 독립적으

로 행동하고 결정하려는 전문직 외부에 대한 ‘개인적 자율성’이 전문직에게서 나타나는데(Kerr, Von Glinow, 
& Schriesheim, 1977), 이제까지 언급한 사회적 필요성⋅전문단체의 준거성⋅직업 소명감⋅집단적 자율성⋅개인

적 자율성이 전문직의 대표적인 전문직성으로 논의되는 것들이다(Snizek, 1972).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위의 5가지 전문직성을 모두 다루되, 기록관리 전문인력 대부분이 非 전문인력

이 주류인 조직에서 고립돼 기록물관리 외의 업무를 부여받는 현실(김태훈, 김민순, 이창수, 2019b)을 고려하여, 
전문직성 중에서 집단적⋅개인적 자율성 및 소명의식을 더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2.1.1 집단 ⋅개인  자율성  소명의식

자율성이란 어떤 일의 일정과 계획,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독립⋅결정권을 갖는 정도로 정의한다(김문

겸, 2015). 자율성은 공공조직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져 왔는데, 왜냐하면 자율성이 개인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Olsen, 2015), 강한 동기유발을 통해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Langfred & Moye, 2004). 직무 자율성은 직무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Spreitzer, Kizilos, & N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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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통제 위치가 내부에 있어 자율성이 높을수록 연령⋅교육수준⋅직위⋅근속연수 등과 관계없이 전문직몰입

과 조직몰입 모두에 결정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이기은, 박경규, 2002).

전문직은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독립적인 판단과 높은 수준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Bayles, 1983), 
고도의 직업적 자율성은 전문직의 특성으로 항상 포함된다(Freidson, 1970). 전문직은 전문단체 혹은 동료 전문가 

네트워크를 경계로, 경계 밖으로는 ‘개인적 자율성’ 확보를 통해 외부 간섭을 거부하고, 경계 안으로는 ‘집단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전문집단의 평가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전문직은 자신의 직무 행위와 결정에 대한 동료 

전문가의 비판적 평가를 자율적으로 수용하는 직업 집단적 자율성을 통해, 전문직의 전문직성을 발현⋅유지한다

(Hoogland, Jochemsen, 2000)). 실제로 전문직은 다른 직종에 비하여 직업집단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함께, 자율적 

상호통제 및 집단 스스로 정의하고 관리하는 보상 시스템이 발견된다(Winik, 1994).

그러나 전문인력이 비전문적 조직에 고용되었을 때, 거대하고 관료적인 조직에서 전문인력은 작은 비중을 차지

하며(이기은, 박경규, 2002), 조직 내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존 관료제의 직무 개입 및 통제 거부는 어려워지고 

전문인력의 자율성은 침해될 수 있다. 군기를 조직의 생명으로 삼아 상관에 대한 복종 및 지휘관 중심의 단결을 

기본정신으로 정립하고,3) 일원화된 지휘통제와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로 상징되는 軍 조직의 경우, 조직 내 기록관

리 전문인력의 집단적⋅개인적 자율성 보장은 다른 사회 영역보다 더 제한될 것이 우려된다.

한편, 일에 대한 태도는 일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며(Wrzesniewski et al., 1997), 일에 대한 인식은 경력(career)⋅
직업(job)⋅소명(calling)의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Steidlmeier et al., 1986). 자신의 직업을 소명으로 인식하는 

개인은 직업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주요한 동기로 삼아 일한다(Dik & Duffy, 2009). 소명의 

3가지 특징에는 ‘행동 지향, 친-사회적 의도, 개인의 사명⋅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는데(Elangovan, Pinder, 
& McLean, 2010), 전문지식⋅기술의 진입장벽으로 희소한 전문직일수록 사회에서의 해당 전문직 역할 요구가 

높으므로 전문직은 전문직업의 사명을 이해하고 사회적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소명의식을 높이게 된다.

2.2 몰입(Commitment)

軍은 소속 구성원의 투철한 충성심을 요구한다.4) 충성이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국립국어원, 2019)으로 

‘중심이 서 있는 마음’이라는 회의문자 충(忠)에 기인하며, 육군의 5대 핵심가치 중 최우선 가치로 추구되었다. 
충성하는 개인은 마음의 중심에 그 대상을 세움으로써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헌신의 행태에 이른다. 
현재 육군에서는 충성의 행태로서 헌신을 ‘올바르고 유능하며 헌신하는’ 육군 인재상에 포함하여 추구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경영⋅행정⋅심리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마음을 기울여 헌신하는’ 이러한 행태를 ‘몰입(commitment)’
의 개념으로 연구해왔다. 조직에 속한 개인이 조직에 충성하여 마음을 기울이면 조직의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

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며, 이때 개인의 상태를 몰입이라 말한다(한국기업교육학회, 2010). 몰입은 몰입의 대상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조직에 대한 조직몰입과 전문직에 대한 전문직몰입을 종속변수로서 연구

한다.

2.2.1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직몰입은 조직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가치 및 목표에 대해 강한 수용과 신뢰, 조직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려는 

마음,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의지를 내포하며(Meyer, Allen, & Smith, 1993),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 및 존속⋅동일시하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조직에 헌신하는 정도’로 정의한다(손영우, 2014; 유정선, 2018).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2019.9.3.) 제2조(기본정신)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18.12.24.) 제5조(국군의 강령)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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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조직에 몰입하면 결근이나 이직과 같은 부정적인 조직 행동을 덜 보이고(Benkhoff, 1997), 조직의 생산

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Derry, Iverson, & Walsh, 2002).

조직몰입은 Meyer와 Allen의 연구 이래 ①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② 지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③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으로 구성된 다차원 개념으로 파악되어 왔다(서광석, 안종

태, 윤현중, 2018; 안정원, 이순묵, 2018). 규범적 몰입은 조직의 목표 및 가치 내면화에 따라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는 도덕적 의무감 또는 책임감이다.

정서적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긍정적 경험에서 비롯되어 조직의 목적을 수용하고 개인의 존재를 조직과 

일체화하며 조직에 충성을 다하려는 심리적 애착이다. 정서적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감정적 지지이자 심리적 

반응으로서(구자원, 2018; 유정선, 2018; Morrow, 1983), 개인은 조직체의 가치관과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

이고 심리적으로 동화되어 조직에 대한 애정과 집착으로서 일체감과 충성심을 갖게 된다(이준호, 2013; Buchanan, 
1974; Trice et al., 1984). 정서적 조직몰입만을 타당한 조직몰입의 차원으로 인정하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몰입

에 있어서 정서적 측면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안정원, 이순묵, 2018; Cohen, 2003; Solinger, Van, 
& Roe, 2008).

지속적 조직몰입은 교환적인 측면에서 조직을 떠나면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조직에 계속 남아 있으려는 계산적 

고려이다. 지속적 조직몰입은 개인이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지속하기 위하여 그들의 에너지와 충성심을 조직에 

바치려는 의지이자(Kanter, 1968) 소속감이며(양오석, 위신란, 2018), 개인과 조직의 거래 관계에서 조직에 대한 

개인의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다(Hrebiniak & Alutto, 1972).

2.2.2 문직몰입(Professional Commitment)

조직몰입과 달리, 전문직몰입은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헌신을 의미한다. 전문직몰입은 전문가가 자신의 일과 

전문직업에 대해 갖는 심리적인 유대감이자 소명의식이다(이기은, 박경규, 2002). 최근 들어서는 전문직 종사자에 

한정되었던 전문직몰입의 개념을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여, 개인이 일과 관련하여 일생에 거쳐 누적하는 

경험 및 활동을 중심으로 경력몰입을 다루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Hall, 2004). 전문직몰입과 경력몰입의 측정 

항목은 서로 유사한데, 그 이유는 경력몰입 연구의 시초가 전문직몰입 연구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전문직몰입(혹은 경력몰입)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중요하다. 전문직(경력)몰입이 높을수록 동기부여 수준도 

높아진다(Colarelli & Bishop, 1990). 개인에게 전문직(경력)이란 자신의 일생에 거쳐 발전하고 개발해 나가는 것이

고, 조직에게 전문직(경력)이란 구성원의 역량 발휘 여건으로서 조직의 성과와 연결되는 것이다(Lee, Carswell, 
& Allen, 2000). 전문직의 경우, 자신이 소속한 조직에 대한 조직몰입보다는 자신의 전문직업에 대한 전문직몰입

이 더 높다는 경향이 확인된 바 있다(Von Glinow, 1983).

2.2.3 이 몰입(Dual Commitment)

1980년대 이전의 몰입에 관한 연구들은 몰입의 결과에 초점이 있었으나, 몰입의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면서 

몰입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하나의 객체에 대한 단일몰입을 다뤄왔으나, 실제 조직

의 구성원들은 다수의 객체에 동시 몰입을 경험한다는 관찰에서 다중몰입 연구 부족에 대한 반성도 있었다

(Reichers, 1986). 이후, 몰입의 대상에 따른 분류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노조(Union)⋅조직(Organization)⋅경

력(Career)⋅작업 가치(Work Value)⋅직무(Job)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몰입 가능성이 연구되기 시작했고(Morrow, 
1983), 동시다발적 몰입 가능성에 이어서 이중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연구의 초점이 이동하였다(강
영석, 전상길, 이미경, 2016).

이중몰입 연구에서는 특히, 기업에서 서로 대립하는 회사 조직과 노동조합에 대하여 개인이 동시에 몰입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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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주된 관심이었고, 이 의문에 대해서는 3가지 이론을 배경으로 각각의 가설이 논의되었다. 3가지 가설을 

살펴보면, 인지부조화 이론을 바탕으로 호혜적 노사관계가 될 것이라는 가설(Angle & Perry, 1986)이 있었으나,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이중몰입은 조직과 노조 간의 교환관계에 대한 만족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이중몰입은 

조직과 노조 각각에 대한 상관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회교환(social exchange)’ 이론(김종철, 박재춘, 2010; 
서광석, 안종태, 윤현중, 2018)과, 역할갈등(Stagner & Rosen, 1965)을 바탕으로 상충하는 회사와 노조에 대한 

동시 이중몰입은 어려움을 주장하는 가설(김종철, 박재춘, 2010)이 더 설득력 있게 논의되었다.

한편, 조직과 노동조합에 관한 이중몰입과 달리, 조직과 전문직업에 관한 이중몰입은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었

다(이기은, 박경규, 2002). 전문직이 해당 직무 분야에서 비전문 조직에 소속될 경우, 자율성⋅자율적 통제⋅전문

직업 윤리를 지향하는 전문직업인은 위계질서 복종을 지향하는 관료조직에 괴리를 느낄 수 있다(김상욱, 2002). 
나아가, 전문직업에 대한 몰입과 조직에 대한 몰입이 서로 부딪혀 갈등을 일으킬 경우, 개인의 스트레스와 이직률

은 높아지고 직무 만족과 품질 성과는 낮아지는 문제를 겪음이 확인되었다(이기은, 박경규, 2002). 조직으로서는, 
조직몰입과 전문직몰입의 갈등으로 성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

이 동시에 높거나 혹은 동시에 낮을 수도 있고, 어느 하나만 높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Wallace, 1995),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에 대한 각 영역에서의 연구들이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

2.3 역할갈등(Role Conflict)

이중몰입에서 언급했듯, 조직에서 요구하는 가치와 전문가로서의 가치가 상호배타적일 때에 개인은 조직의 

관료주의적 통제와 전문직으로서의 가치 추구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Gouldner, 1958). 비전문 조직에 소속된 

전문인력 입장에서, 조직의 관료주의적 통제는 전문직성에 대한 위협이고(Cannon, 2017),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 

간 갈등을 야기한다. 육군의 경우, 기록관리의 가치 지향적 제도 부족으로 인하여 육군 조직문화로서 기록관리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아, 전문인력의 갈등이 더 심할 수 있다(김택윤, 김기영, 2017).

역할갈등은 조직 생활에 있어서 긴장감과 스트레스 및 갈등을 유발하며(MacKenzie, Podsakoff, & Ahearne, 
1998) 직무 만족을 비롯한 조직의 성과에 악영향을 준다(조주은, 김점남, 2016). 역할갈등은 발생 상황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조주은, 김점남, 2016). 첫째, 개인의 가치관과 내적인 기준이 개인의 임무와 불일치할 

때 ‘가치관의 갈등’을 느끼고, 둘째, 개인에게 주어진 자원⋅시간⋅능력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과 

맞지 않을 때 ‘자원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느끼며, 셋째, 개인이 임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요구 기준과 

조직 및 상사로부터 부여받는 요구 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 ‘요구 간 불일치로 인한 갈등’을 느낀다(나영아, 전효

진, 2012).

3. 연구방법

3.1 연구 모형 및 가설

2장 이론적 배경에서 문헌 연구를 통해 확인한 전문직성, 전문직몰입, 조직몰입, 역할갈등 각 개념의 구성 요인

들을 바탕으로, 연구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림 1> 연구 모형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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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이러한 모형에 따라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몰입은 몰입하는 대상에 자신을 동일시하고 헌신케 하며(손영우, 2014), 헌신하는 개인은 자신의 시간⋅자원⋅
능력⋅금전 등을 할애한다. 시간 및 자원 등은 한계가 정해져 있으므로, 여러 대상에 한꺼번에 몰입하게 되면 

하나의 대상에만 몰입할 때보다 각각의 헌신 수준은 더 낮아질 것이다.

게다가 조직과 직업에는 규율 및 가치가 상호 대립적이기 때문에 갈등 관계가 존재한다(김상욱, 2002). 전통적

인 조직은 관료적 통제시스템에 따라 조직에의 충성심, 계층적인 권한,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지만, 전문직은 이에 

순응하지 않는다(이기은, 박경규, 2002). 예를 들어, 조직은 조직에의 충성을 요구하며 기록의 조작을 원하지만, 
기록관리 전문인력은 기록의 진본성을 위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또는, 재무 건전성을 위해 보존 설비 예산을 

줄이려는 조직에 대해 기록관리 전문인력은 기록의 무결성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조직에 대한 

몰입과 전문직업에 대한 몰입은 일종의 ‘제로섬(zero sum)’과 같으며(Gouldner, 1958), 조직과 전문직업의 규율 

및 가치가 상호배타적일수록 충돌 가능성은 높아진다(김상욱, 2002).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H1.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전문직 종사자는 자신의 전문직업에 높게 몰입하는 반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는 낮게 몰입하는 경향

이 있다(Gouldner, 1958). 전문직업 단체를 따르며 고도의 직업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전문직성이 높은 전문인력의 

경우(Freidson, 1970; Hoogland & Jochemsen, 2000; Winik, 1994),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각으로 전문직몰입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이와 달리 비전문가가 주류인 조직의 통제는 거부하고 조직몰입이 낮아질 수 있다. 조직과 

노조의 이중몰입 연구에서는, 자율성으로서 ‘의사결정 참여’가 노조에 대한 몰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이

와 반대로 조직몰입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각 몰입에 배타적인 영향을 주고 이중몰입을 억제하였다(김종

철, 박재춘, 2010). 또한, 소명의식의 전문직성이 높아 전문직 자체에 삶의 동기가 있는 경우(Dik & Duffy, 2009), 
비전문직으로 구성된 조직에 대한 몰입은 낮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H2. ‘전문직성’이 높을수록 ‘전문직몰입’은 높아지지만, ‘조직몰입’은 낮아질 것이다.

역할갈등은 상호 대립적인 역할들의 가치관이 충돌하거나, 각각의 요구가 부딪히거나, 개인이 활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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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의 구성 문항 출처 변수 변수의 구성 문항 출처

조직몰입

정서  조직몰입 2-1 ∼ 2-4

Meyer, Allen, & 

Smith(1993)

역할갈등

가치 의 충돌 4-1 ∼ 4-3
Rizzio, House, & 

Lirtzman(1970)
지속  조직몰입 2-5 ∼ 2-8 불충분한 자원 4-4 ∼ 4-6

규범  조직몰입 2-9 ∼ 2-12 요구 간 충돌 4-7 ∼ 4-9

문직몰입

정서  문직몰입 3-1 ∼ 3-4

자율성

업무계획의 자율성 6-1 ∼ 6-3
Morgeson & 

Humphrey(2006)
지속  문직몰입 3-5 ∼ 3-8 의사결정의 자율성 6-4 ∼ 6-6

규범  문직몰입 3-9 ∼ 3-12 업무방식의 자율성 6-7 ∼ 6-9

문직성

문단체 거성 5-1 ∼ 5-4

Hall(1968),

Snizek(1972)
책임성

법  책임성 7-1 ∼ 7-3 Romzek & 

Dubnick(1987), 

Cavalluzzo & 

Ittner(2004),

오 규, 문상호, 

박성민(2014)

직업집단 자율성 5-9 ∼ 5-12 행정  책임성 7-4 ∼ 7-6

사회  필요성 5-5 ∼ 5-8 문가  책임성 7-7 ∼ 7-9

직업 소명감 5-13 ∼ 5-16 ⋅ ⋅

개인  자율성 5-17 ∼ 5-20 ⋅ ⋅

<표 1> 설문 문항의 구성  출처

자원이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데 부족할 때 발생한다(김남희, 2014). 비전문 조직에 소속된 전문인력은 조직의 

관료주의적 통제로 인해 전문직성에 대한 위협을 겪고(Cannon, 2017), 전문직성이 강할수록 관료주의적 통제와의 

마찰이 심화할 것이다. 갈등을 겪는 개인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갈등의 요인을 거부하거나 의식 밖으로 밀어내

는 전략을 취하며(김남희, 2014), 전문직으로서 역할과 조직에서의 역할이 상호 충돌할 경우, 역할갈등으로 인하

여 어느 한 대상에 대한 몰입이 다른 대상에 대한 몰입을 떨어뜨린다(Stagner & Rosen, 1965).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H3. ‘전문직성’과 ‘이중몰입’의 관계에서 ‘역할갈등’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설문지 구성

설문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각 요인을 측정하는 71개 문항과 개인별 특성을 확인하는 9개 문항을 

포함하여 총 80개의 구조화된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주제 분야의 

국내⋅외 문헌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하나의 요인에 5개 이상의 측정 문항이 있을 때는 신뢰성이 낮거나 

육군 직무환경과 다른 문항을 삭제하여 하나의 개념을 3∼4개의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의 출처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3.3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육군의 승인을 받은 후, 육군에서 기록물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전체인원을 연구 대상으로 인트라넷 

메일(1차)⋅온나라시스템 메모보고(2차)⋅LMS(3차)⋅육군 내부전화와 개인 전화(4차)의 단계를 거쳐 설문을 시

행하였다. 총 135명5) 중 104명이 응답하여 최종 설문 응답률은 77.0%로 기록되었다. 군단⋅사단 기록관 등 법령

상 일반기록관의 보직 인원 68명 중 67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및 독립 여단의 기록물관리 

전문인력도 설문에 참여하였다.

 5) 육군 온나라시스템(2019.11.08.) 기준으로 육군에서 기록물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전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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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변수의 측정

이중몰입에 대한 접근법은 단일요인으로서 이중몰입을 인식하는 연구와 2가지 요인의 상호결합 관계로 이중몰

입을 인식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김종철, 박재춘, 2010). 이중몰입을 별개의 단일요인으로 측정하는 ‘단일측정

(single measure)’(Angle & Perry, 1986)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측정지표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접근법(김
종철, 박재춘, 2010)으로 본 논문에선 제외하였다.

이중몰입을 2가지 몰입의 상호결합 관계로 이해하는 접근법에는 ‘분류접근’, ‘차원접근’, ‘평행모델’이 있다. 
첫 번째로 분류접근(taxonomic approach)은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을 각각 측정한 뒤, 평균값⋅중앙값⋅최빈값 

등 대표값을 중앙기준치로 하여 몰입도의 높음과 낮음에 따라 사분면으로 분류하고, 연구 대상을 4개의 집단으로 

범주화한다. 최근에는 분류접근법을 발전시켜, 대표값이 아닌 리커트 척도의 중앙값을 기준치로 설정하거나(윤영

삼, 손헌일, 2014), 두 몰입의 하부 요인까지 고려하여 이중몰입을 나누는 연구도 있었다(강영석, 전상길, 이미경, 
2016). 분류접근은 표본을 동일 크기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고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분면을 나누는 

중앙기준치가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아니하여 각 연구의 표본에서 얻어진 이중몰입 비교가 불가능하며(이기은, 
박경규, 2002), 연속적인 이중몰입도를 비연속적인 범주로 분류하는 한계가 있다(김종철, 박재춘, 2010).

두 번째, 차원접근(dimensional approach)은 전문직몰입 측정치와 조직몰입 측정치 간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중몰입이 존재한다고 파악하는 접근법이다(정연앙, 1998; 최진희, 지재훈, 김원중, 2015). 그러나 

차원접근은 두 몰입수준이 모두 낮더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고(이기은, 박경규, 2002),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의 동시 변동성을 이중몰입으로 잘못 간주할 수 있으며(김종철, 박재춘, 2010), 이중몰입의 정도를 직접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윤영삼, 손헌일, 2014). 

세 번째 접근법인 평행모델(parallel models)은 기존의 단일측정, 분류접근, 차원접근에 내포된 문제를 해결하려

는 대안적 접근법으로 설계되었다(Fukami & Larson, 1984). 평행모델은 이중몰입을 하나의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2가지 몰입을 동시에 하는 일종의 현상으로 파악하고(이기은, 박경규, 2002), 이중몰입을 하나의 논리적 현상으로 

전제한다(김종철, 박재춘, 2010). 따라서 평행모델은,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을 각각 종속변수로 예측하는 회귀분

석 모델을 설정하여 동일 독립변수들의 회귀계수 부호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특정 변수가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 

모두에 영향을 주는 공통적 결정요인인지 규명하는 것이다. 특정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부호가 각각의 식에서 

일치하고 유의성이 검증되었다면, 두 회귀 방정식에서 회귀계수 수치가 같을 필요는 없고 방향만 같더라도 공통결

정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이기은, 박경규, 2002).

평행모델은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의 측정치를 회귀 방정식의 종속변수로 설정하기 때문에 단일측정의 이중몰

입 측정지표 적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회귀분석을 활용함으로써 분류접근의 연구 간 중앙기준치 비일관성 

문제도 없다. 또한, 차원접근과 달리 이중몰입의 방향성 및 이중몰입의 결정요인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평행모델이 몰입 간 상호관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김종철, 박재춘, 2010), 이중몰입의 상대적 크기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이중몰입을 독립변수로 한 이중몰입의 효과 확인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부 선행연구

에서 있었다(서광석, 안종태, 윤현중, 2018). 하지만, 본 연구는 이중몰입의 효과 확인 연구가 아니라 이중몰입의 

공통결정요인을 확인하는 연구이므로 이중몰입 측정에 있어서 ‘평행모델’을 주요 접근법으로 채택한다.

3.5 신뢰도 검증 및 요인분석

Cronbach α 신뢰도를 낮추는 부적합 항목을 삭제한 후, 나머지 설문 문항을 대상으로 개념별 요인분석을 시행하

였다. 표본 적절성 KMO는 최소 0.660 이상으로 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모든 요인분석의 Barlett 
유의확률이 p < .001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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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공통성

추출

회 된 성분행렬

α문직 

정서

문직 

지속

문직 

규범

정서 3-3 .845 .907 .027 .147

.870
정서 3-1 .761 .858 -.012 .160

정서 3-2 .759 .828 .256 .094

정서 3-4 .569 .727 .023 .198

지속 3-7 .842 .085 .909 .086

.869지속 3-6 .789 .057 .881 .093

지속 3-8 .779 .059 .845 .248

규범 3-12 .755 .331 .070 .800
.713

규범 3-11 .736 .121 .303 .794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성 KMO 측도 .776

근사 카이제곱 471.262 유의확률 .000

(추출: 주성분 분석 / 회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2-1> 문직몰입 척도의 요인분석

문항
공통성

추출

회 된 성분행렬
α

조직 정서 조직 지속 조직 규범

정서 2-2 .885 .940 -.042 .013

.866정서 2-1 .839 .915 -.004 -.052

정서 2-3 .747 .789 -.240 .257

지속 2-8 .679 .017 .806 .159
.535

지속 2-6 .676 -.178 .803 -.044

규범 2-12 .963 .069 .105 .973 .532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성 KMO 측도 .660

근사 카이제곱 200.283 유의확률 .000

(추출: 주성분 분석 / 회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2-2> 조직몰입 척도의 요인분석

문항
공통성

추출

회 된 성분행렬

α자원 

부족

요구 

충돌
가치

자원 부족 4-4 .920 .946 .154 .019
.944

자원 부족 4-5 .909 .928 .178 .124

요구 충돌 4-7 .754 .071 .860 -.096

.674요구 충돌 4-9 .619 .169 .663 .389

요구 충돌 4-8 .630 .448 .639 .144

가치  4-2 .649 .067 -.035 .802

.584가치  4-3 .515 .234 .044 .677

가치  4-1 .619 -.203 .351 .675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성 KMO 측도 .661

근사 카이제곱 303.966 유의확률 .000

(추출: 주성분 분석 / 회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2-3> 역할갈등 척도의 요인분석

문항
공통성

추출

회 된 성분행렬

α
자율성 법 책임

문

책임

행정

책임

의사결정 6-5 .790 .883 .079 .040 -.041

.936

업무방식 6-7 .843 .877 .195 .102 .158

업무방식 6-9 .796 .872 .166 .066 .059

의사결정 6-4 .732 .810 -.023 -.205 .182

의사결정 6-6 .679 .787 -.003 .128 -.207

업무계획 6-1 .695 .744 .125 .353 -.046

업무방식 6-8 .603 .729 .052 .064 -.255

업무계획 6-3 .771 .718 .245 .429 -.112

업무계획 6-2 .762 .704 .185 .467 -.120

법 책임 7-3 .772 .033 .860 .157 -.080

.784법 책임 7-1 .762 .194 .803 .269 .080

법 책임 7-2 .578 .159 .700 .041 .247

문 책임 7-8 .790 .071 .315 .817 .136
.846

문 책임 7-9 .752 .206 .262 .785 .159

행정 책임 7-4 .819 -.167 -.016 .129 .880
.562

행정 책임 7-6 .617 .024 .388 .093 .676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성 .844 자유도 136

근사 카이제곱 1317.006 유의확률 .000

(추출: 주성분 분석 / 회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2-4> 자율성  책임성 척도의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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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공통성 추출
회 된 성분행렬

α
필요성 소명감 집단자율 개인자율 문단체

필요성 5-6 .706 .796 .223 .142 .047 .028

.770
필요성 5-5 .690 .731 .141 .260 .139 .220

필요성 5-8 .597 .688 .271 -.079 .108 -.179

필요성 5-7 .575 .674 -.005 .243 .104 .225

소명감 5-13 .831 .169 .871 .141 .116 .104

.824소명감 5-14 .747 .016 .829 .119 .136 .161

소명감 5-15 .677 .330 .751 .050 .023 .044

집단자율 5-10 .712 .137 .158 .814 .071 -.023

.702집단자율 5-11 .662 .066 -.003 .804 .063 .086

집단자율 5-9 .552 .229 .213 .630 -.088 .224

개인자율 5-19 .712 -.014 .117 .048 .830 -.082

.644개인자율 5-20 .516 .146 -.027 .116 .686 .102

개인자율 5-17 .606 .226 .231 -.078 .675 .201

문단체 5-2 .836 .031 .012 .149 .082 .898
.501

문단체 5-1 .776 .149 .335 .056 .094 .794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본 성 .749 자유도 120

근사 카이제곱 607.219 유의확률 .000

(추출: 주성분 분석 / 회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2-5> 문직성 척도의 요인분석

4. 연구결과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설문 응답자 중 74명(71.2%)이 현역 군인(장교 25명, 부사관 49명)이었고, 30명(28.8%)이 군무원이었다. 이들 

가운데 55명(52.9%)은 사단급 이상 제대에서, 20명(19.2%)은 직할 사령부와 학교기관에서, 29명(27.9%)은 독립 

여단에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이다.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육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였고(SD=9.17년) 기록물

관리 업무는 39개월 이상 수행하는 중이며(SD=42.87개월), 직무만족도의 경우 41명(39.4%)이 만족, 41명(39.4%)
이 보통 및 응답 거부, 22명(21.1%)이 불만족하였다.

4.2 상관관계 분석

요인분석으로 도출한 요인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계수는 삭제하였고, 결정계수 r2이 0.05 이상이 되는 상관계수(r > 0.223)는 굵게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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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직성 직무 책임성 문직몰입 조직몰입 역할갈등

문

단체

집단

자율

사회

필요

소명

의식

개인

자율
문가 법률 행정 정서 지속 규범 정서 지속 규범

자원

부족

요구

충돌
가치

문

직성

문단체 1 　 　 　 　 　 　 　 　 　 　 　 　 　 　 　 　

집단자율 　 1 　 　 　 　 　 　 　 　 　 　 　 　 　 　 　

사회필요 　 　 1 　 　 　 　 　 　 　 　 　 　 　 　 　 　

소명감 　 　 　 1 　 　 　 　 　 　 　 　 　 　 　 　 　

개인자율 　 .201* .219* 1 　 　 　 　 　 　 　 　 　 　 　 　

직무

책임

문가 　 .256** 　 　 　 1 　 　 　 　 　 　 　 　 　 　 　

법률 　 　 　 .355** 　 　 1 　 　 　 　 　 　 　 　 　 　

행정 　 　 -.269** .214* 　 　 　 1 　 　 　 　 　 　 　 　 　

문직

몰입

정서 　 　 .357** .392** .324** .302** 　 　 1 　 　 　 　 　 　 　 　

지속 .276** 　 　 　 　 　 -.197* 　 　 1 　 　 　 　 　 　 　

규범 .199* 　 　 .266** 　 　 　 　 　 　 1 　 　 　 　 　 　

조직

몰입

정서 　 .266** 　 　 .383** 　 .276** 　 .197* 　 　 1 　 　 　 　 　

지속 　 　 　 -.199* 　 .236* 　 　 　 .279** 　 　 1 　 　 　 　

규범 　 　 　 　 　 　 　 　 　 .331** .249* 　 　 1 　 　 　

역할

갈등

자원부족 -.214* -.396** 　 　 -.273** 　 　 -.222* 　 　 -.204* 　 .196* 　 1 　 　

요구충돌 　 　 　 　 　 　 　 　 　 　 　 -.198* .249* 　 　 1 　

가치 　 -.249* -.243* -.289**-.292**-.373**-.269** 　 -.572** 　 　 -.450** 　 　 　 　 1

 (Notes: * p < .05; ** p < .01; *** p < .001, 양측, N=104)

<표 3> 상 계 분석의 Pearson 계수 r

전문직몰입 및 조직몰입의 각 요인 간 상관계수는 유의수준에서 모두 양수(+)였고, 이는 두 몰입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전문직몰입 측정치와 조직몰입 측정치 간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중몰입이 존재한다고 파악하는 차원접근법(이기은, 박경규 2002)에 따라, 육군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전문직몰

입과 조직몰입은 상호 보완적 이중몰입을 형성함을 분석결과는 보여준다.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앞에서 

제기한 ‘H1.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는 가설 H1을 기각한다.

4.3 회귀분석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된 변수만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몰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4>는 회귀분석의 비표준화계수를 정리한 것으로, 독립변수 X가 1만큼 증가할 때 종속변수 Y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여준다.

분석결과, 전문직성 중 소명의식⋅사회필요성⋅전문단체준거성은 전문직몰입을 높이는 요인이었고, 특히 소명

의식은 전문직몰입을 높이고 조직몰입을 낮추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H2. ‘전문직성’이 높을수록 

‘전문직몰입’은 높아지지만, ‘조직몰입’은 낮아질 것이다.’라는 가설 H2를 부분적으로 채택한다. 다만, 전문직성 

중 집단적⋅개인적 자율성은 전문직몰입이 아닌 오히려 조직몰입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역할갈등 중 가치관 갈등은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 모두를 떨어뜨리는 공통결정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두 몰입에 대한 전문직성 중 자율성의 회귀 관계에서도 가치관에 의한 역할갈등이 갖는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5>는 개인 자율성이 단일 독립변수인 경우보다(단계 2) 가치관 갈등의 매개변수를 고려한 경우에

(단계 3) 각 몰입에 대한 영향력(β)과 설명력(R2)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H3. ‘전문직성’과 ‘이중몰입’의 

관계에서 ‘역할갈등’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H3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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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문직몰입 조직몰입

정서

Yap

지속

Ycp

규범

Ynp

정서

Yao

지속

Yco

규범

Yno

독립변수

문직성

문단체

Xa

.251**

⊕

.169

집단자율

Xg

.172*

⊕

사회필요

Xs

.226**

⊕

소명의식

Xc

.247**

⊕

.251**

⊕

-.205*

⊖

개인자율

Xi

.114 .251**

⊕

직무

책임성

문가

Xp

.092 .229*

⊕

법률

Xl

-.158 .198*

⊕

행정

역할갈등

자원부족 -.140 .171

요구충돌Xd
-.128 .216*

⊕

가치

Xv

-.378***

⊖

-.280**

⊖

Adjusted R2 .430 .083 .103 .315 .149

F 16.555*** 5.638** 4.938** 10.459*** 5.513***

(Notes: * p < .05; ** p < .01; *** p < .001, N=104)

<표 4> 문직성 등이 각 몰입에 미치는 향

단계 변인 β t R2 F
Durbin

watson

1 독립 → 매개 개인 자율성 → 가치  갈등 -.292 -3.085** .085  9.518 2.220

2 독립 → 종속1 개인 자율성 → 정서  조직몰입  .383  4.193*** .147 17.582 1.869

3 독립&매개 → 종속1
개인 자율성 → 정서  조직몰입  .276  3.104***

.272 18.825 1.801
가치  갈등 → 정서  조직몰입 -.369 -4.155***

2 독립 → 종속2 개인 자율성 → 정서  문직몰입  .324  3.453*** .105 11.924 1.932

3 독립&매개 → 종속2
개인 자율성 → 정서  문직몰입  .171  2.045***

.354 27.640 1.943
가치  갈등 → 정서  문직몰입 -.522 -6.239***

<표 5> 자율성과 몰입의 회귀 계에서 갈등의 매개 효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식은 다음과 같다.

Yap = .247** Xc + .226** Xs + .114 Xi - .378*** Xv + .092 Xp – 4.1691E-18

Yao = .251** Xi + .172* Xg + .198* Xl - .280** Xv + .128 Xd + 1.3426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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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토의

첫 번째 ‘H1.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전문직과 

조직의 충돌에서의 행동이 조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태도와 생각과 행동 사이에 

부조화가 발생하면, 부조화가 유발하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변화시킨다

(Festinger, Carlsmith, 1959). 행동은 이미 한 것이라 수정할 수 없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김남희, 2014). 그래서 적대적인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어야만 하는 경우, 개인은 자신의 적대

적인 태도까지 호의적인 태도로 변화시켜 기존의 호의적 행동을 정당화하거나(Jecker & Landy, 1969), 인질들이 

인질범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감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인질범과 일체화되어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스톡

홀름 신드롬이 발생하기도 한다(추수기, 2005). 조직과 전문직이 일치하지 않아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벗어나려는 

육군 기록관리 전문인력은 서로 일치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전문직에 긍정적인 지각을 형성하려 할 것이다(Angle 
& Perry, 1986). 조직과 전문직에서의 각 역할이 상호 보완적이면 역할갈등이 발생하지 않아 이중몰입이 가능하며

(Stagner & Rosen, 1965), 실제로 메타분석 및 회계사 대상 연구에서는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이기은, 박경규, 2002; Wallace, 1995), 나아가 노조와 조직의 이중몰입 연구에서는 이중몰

입에서의 노조몰입이 선행요인으로서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김종철, 박재춘, 2010).

두 번째 ‘H2. ‘전문직성’이 높을수록 ‘전문직몰입’은 높아지지만, ‘조직몰입’은 낮아질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회귀분석결과에서 소명의식, 전문단체 준거성, 사회적 필요성의 전문직성이 전문직몰입의 정서적⋅
지속적⋅규범적 모든 차원에서 갖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문직성 중 소명의식은 전문직몰입에 긍정

적 영향을 주는 반면, 조직 이탈 시의 실익을 따져 지속해서 남아 있으려는 계산적 고려로서의 지속적 조직몰입에

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직업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Dik & Duffy, 2009) 자신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하는

(Steidlmeier et al., 1986) 소명의식의 전문직성이 높은 전문인력은, 조직에서의 향후 진로가 자신의 소명에 부적합

하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반면, 전문직성 중 개인적⋅집단적 자율성은 전문직몰입이 아닌 오히려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전문직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강해진다(Asmawi & Mohan, 2011; Sisodia et al., 2013). 자율

성이 개인의 자유 및 책임뿐만 아니라 권한과 같은 조직적 측면도 포함하기 때문이다(김선영, 김기경, 2018). 
기존 논문에서도 자율성이 증가하면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서 조직에 대한 몰입이 증가하거나(Huang & 
Hsiao, 2007), 자율성으로 인한 역할 효능감 상승(이내영, 김영순, 2017) 혹은 자율성이 자기결정감을 바탕으로 

자율적 동기화로 이끌어 인간 행동을 촉발함으로써(Ryan & Deci, 2000),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짐

이 입증되었다(장재윤, 최한별, 2007). 이에 더해,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 행동을 책임지려는 

자율에 대한 욕구가 있는 인간에게(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자율(autonomy⋅自律)이란 스스로 자신의(auto-⋅自) 
규칙(nomos⋅律)을 세워 지키는 것으로 책임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자율성과 더불어 책임성의 개념도 

함께 측정한 결과, 책임성 역시 자율성과 같은 방향으로 전문직몰입이 아닌 조직몰입에 긍정적 기여하였다. 
이러한 자율성 및 책임성 보장이 조직⋅부서의 온전한 지지 의도가 아닐지라도,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는 자기 

위주(self-serving)의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으로 인하여 조직몰입 향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개인의 선입견에 고착하여 정보를 

찾고 해석하고 선호하고 상기하는 확증편향(Armstrong & Plous, 1994)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낙관주의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H3. ‘전문직성’과 ‘이중몰입’의 관계에서 ‘역할갈등’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

다. 분석결과, 가치관에 의한 역할갈등은 전문직과 조직에 대한 이중몰입의 공통결정요인이었다. 가치관은 가치에 

대한 관점으로 스스로 행동을 규율하는 요인이다(이정우, 2009). 전문직과 소속 부서의 행동 규율인 가치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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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하면, 전문직에서의 역할과 조직⋅부서에서의 역할이 서로 달라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은 전문직과 조직 둘 모두에서 정서적 몰입이 하락하는 원인이 된다. 이와 반대로 조직이 전문직의 

추구 가치를 보장하고 긍정적으로 처우할 경우, 전문직과 조직은 서로 양립이 가능하고 이중몰입이 형성될 수 

있음을 경영정보시스템 전문가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바 있다(이기은, 박경규, 2002). 나아가, 가치관이 개인의 

행동 규율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스스로 규율을 정립하고 준수하는 자율성이 조직에 의해 보장받는 경우, 가치관에 

의한 갈등이 낮아질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전문직의 자율성이 독립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역할갈등을 줄인다는 

기존의 연구와 더불어(Wade, 1999), 본 연구에서도 직무 자율성 강화가 가치관에 의한 역할갈등을 낮추고 육군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정서적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으로 이어졌다.

구분 내용 채택 여부

가설 H1  ‘ 문직몰입’과 ‘조직몰입’은 부(-)의 상 계를 가질 것이다. 기각

가설 H2  ‘ 문직성’이 높을수록 ‘ 문직몰입’은 높아지지만, ‘조직몰입’은 낮아질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 H3  ‘ 문직성’과 ‘이 몰입’의 계에서 ‘역할갈등’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

<표 6> 가설의 채택 여부

5. 결 론

본 연구는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의 배타적 관계로 인하여 전문직성 강화가 조직몰입을 낮출 것이라는 전통적 

관점을 회의하고, 1)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2) 자율성의 전문직성 강화가 오히려 조직몰입 

향상에 기여하며, 3)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의 공통결정요인으로서 가치관에 의한 역할갈등이 이중몰입을 저해함

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직과 조직에 대한 이중몰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육군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성과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조직⋅부서와 전문직이 상호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에(김상욱, 2002), 조직과 전문직에 동시 이중몰입

은 어렵다고 한 전통적 관점과 달리(Gouldner, 1958), 육군 기록관리 전문인력 영역에서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보였다. 어느 하나에만 몰입하는 집단보다 이중몰입하는 집단 구성원의 직무만족도 및 직무몰

입 수준이 높고 이중몰입 집단의 직무 태도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므로(강영석, 전상길, 이미경, 2016), 육군에

서는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전문직몰입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탈피하고 전문인력이 이중몰입할 수 있도록 전문직

성 강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부특기 부여, 기록물관리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반영, 군무원 직렬과 병 군사특기에 기록물관리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전계청, 2016).

둘째, 전문직과 조직의 가치관 갈등을 해소하여 육군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이중몰입을 가능케 해야 한다. 이중

몰입을 저해하는 가치관 갈등의 본질적 문제는, 전문인력의 가치관과 달리 대부분의 육군 조직원이 기록물관리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데 있다. 기록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조차 상급자의 불편한 시선으로 돌아오고, 기록관리 

중요성에 대한 주변의 인식 저조로 자부심이 하락하는 것이 현실이다.6) 처리과에서의 낮은 인식은 생산으로부터 

분류⋅등록⋅정리⋅이관에 이르기까지 기록물관리 프로세스의 상당 부분에 문제를 초래하고, 기록물관리를 소명

으로 삼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려는 전문인력에게 심한 업무 부담과 가치 갈등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야전부대 

기록관리 전문인력이 예하 장병들의 기록관리 교관 역할을 담당토록 양성하여(전계청, 2016), 非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점검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기록관리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6) 육군 기록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설문: 2⋅65번째 응답자의 기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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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개정되는 공공기록물법에는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을 포함한 특수기록관에 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업무수행 조항이 신설되었고7), 기록 생산의무와 책임 주체의 대상도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기존의 기록물관리종사자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으로 확대되었다(국가기록원, 2019).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교육 대상을 기록물관리책임자로 한정하지 않고 전 소속직원으로 

명시하였으며, 특히 전라북도 기록관은 도지사가 직접 기록물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및 소집 교육하도록 

강제하여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직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였다.8) 육군 전체가 아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교육만을 기록정보관리단의 임무로 한정한 현행 육군규정은, 육군의 모든 장교⋅부사관⋅군무원이 생산된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고 소양의 기록관리 교육을 받도록 명시된바,9) 기록물관리 非 종사자를 포함한 

교육⋅점검의 정례 의무화 개정으로 기록물관리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지휘관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는 軍의 특성을 고려하면, 처리과 장에게 적정인원 배치 및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처리과 전체의 

관심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기록물관리 실태 지도점검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처리과의 장에게 요청토록 하고 있으며,10) 광주광역시⋅전라남도교육청은 처리과의 장에게 

기록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적정인원 배치를 명시하고 있다.11) 나아가 전라북도 기록관의 경우, 처리과의 장이 

비전자기록물과 행정자료목록을 작성⋅관리하고 그 목록을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에 제출하도록 강제한다.12) 
미군 또한 각 지휘관의 기록 생성 및 보존 확인과 부대 기록에 대한 수집 및 이관 절차 수립을 의무로 하며, 
육군 장관과 참모총장 등 고급 지휘관의 기록관리 관련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13)

셋째, 자율성의 전문직성 강화와 책임⋅권한 부여로 육군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조직몰입을 높여야 한다. 육군은 

각 제대별 처리과에서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른 업무수행 및 6개월 이내의 기록물관리 

직무교육 이수를 규정하고 있으나14) 실제 현장의 기록관리 전문인력은 처리과에서 해야 할 일까지 떠맡는 등 

부가적인 업무에 치여 직무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다. 기록관리 전문인력 설문에서도, 다른 부가 업무수행으로 기록

물관리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었다.15)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 프로세스

에서 처리과가 수행할 업무는 기록관리 전문인력이 부담하지 않도록 빼주고, 기록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교육소집 

및 점검의 책임⋅권한은 더해줘야 한다.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강원도⋅광주

광역시⋅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 기록관 운영의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기록관장에게 소집 권한을 부여하고 소속기

관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연 1회 이상 소집하여 교육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16) 이를 참고하여 육군 기록정보관

리단장에게 육군 각 부대⋅서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하거나17), 전문인력의 낮은 계급으로 인해 자율성이 

침해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18)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계급 상향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어서, 사단급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군단급 통합운영을 통한 개인⋅집단 수준의 자율성 확보 방안이 있다.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 인력 수준을 유지하되, 사단급 기록관을 군단급으로 

통합하여 해당 부대 소속이 아니라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직속 부대로 운영하는 방안이다(남기웅, 2012). 군단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20.6.4.). 제14조 ③항의 6
 8) 서울특별시교육훈령 제200호. (2018.11.28.) 제40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훈령 제82호. (2019.1.1.) 제43조 및 전라북도조례 제4651호. 

(2019.6.7.) 제29조
 9) 육군규정 153. 기록물관리 및 인쇄 규정. (2018.9.1.) 제6조 ③항 3⋅4 및 제4조
10) 서울특별시교육훈령 제200호. (2018.11.28.) 제40조 ③항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훈령 제82호. (2019.1.1.) 제43조 ③항

11) 광주광역시규칙 제2987호. (2015.6.1.) 제36조 ④항 및 전라남도교육훈령 제214호. (2014.3.1.) 제3조 ②항

12) 전라북도조례 제4651호. (2019.6.7.) 제30조 (처리과 준수사항) ①항 및 ②항

13) AR 25-400-2 The army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RIMS) (2007.10.2.) 1-4. f.
1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9.22.) 제15조 및 육군규정 153. 기록물관리 및 인쇄 규정. (2018.9.1.) 제8조 ①항 및 ③항

15) 육군 기록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설문: 2⋅3⋅10⋅11⋅23⋅32⋅53⋅74⋅98⋅100번째 응답자의 기술의견

16)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 (2019.10.10.) 제38조 및 강원도규칙 제3085호. (2017.9.29.) 제38조 및 광주광역시규칙 제2987호. (2015.6.1.) 
제36조 및 전라남도교육훈령 제214호. (2014.3.1.) 제16조 

1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20.6.4.) 제19조 ⑦항 및 ⑧항

18) 육군 기록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설문: 12⋅22⋅23번째 응답자의 기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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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에서도 33개 처리과를 포함해 과다한 기록물을 단 한 명이 관리하는 고충을 토로하며, 사단 기록관을 없애

고 군단급에 기록정보센터 신설을 절실히 바라는 의견이 있었다.19)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된 ‘국방기록관 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1인 기록관 체제에서 군단의 통합역사기록관으로 재설계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소규모 인력의 통합 근무로 업무 부담 및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근무 지속을 통한 기록관리 

전문성 함양이 가능하다(김익한 외, 2017). 사단급 1인 기록관에서 군단급 통합 기록관으로의 전환은, 임무 통제 

및 평가의 기준이 非 전문인력에서 전문인력으로 변화함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육군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자율성

을 실현함으로써 전문직성 강화와 조직몰입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법률 역시 기관 여건에 따라 기록관 설치 

단위 및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사단급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군단급 통합운영을 가능하게 한다(국
가기록원, 2019).

본 논문은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전문성 발휘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이 전문직의 몰입 및 자율성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기인함을 진단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전문직과 조직 간의 가치관 갈등 해소를 

통한 이중몰입 여건 조성의 필요성과 함께, 자율성의 전문직성 강화와 책임⋅권한 부여를 통한 조직몰입 향상 

필요성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율성의 전문직성 강화로 인한 정서적 조직몰입 향상이 육군 기록관리 전문인

력의 헌신을 보장하는 방안임을 재차 강조하며, 본 연구를 통한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전문성 발휘 여건보장이 

육군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육군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으로20)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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