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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신입사원의 심리적 계약위반이 개인-환경 적합성을 매개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A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HRD컨설팅학과 남 예 슬

‘캥거루족’. 성인이 되고 학교를 졸업해서도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

립할 여유가 없어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들을 일컫는 말이

다. 이러한 신조어가 생길 만큼 오늘 날 청년실업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

가 되고 있으며 최근 세계적 팬데믹(pandemic)을 불러온 코로나19의 확

산은 국내 취업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불안정한 취업시장 속에

서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소위 말하는 ‘신의 직

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 취업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엄청난 경쟁률을 뚫

고 공공기관에 입사하게 된다. 입사 후 신입직원들은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과 주변의 기대 등을 통해 자신이 속한 조직에 일정한 기대를

갖게 된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공무원 조직과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거나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는 등

국민 여론, 정부 정책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005년에는 공공기

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 공공기관 재직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기존 삶의 터전에서 낯선 환경으로 이주하여 적응해야

만 했다. 또한 공공기관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청렴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경영성과지표가 개선되거나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되는 등 정부 정책도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의 성과 제고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고용 안정

성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수 및 노동 강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입사

한 직원들은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조직이 상호 간의 형성된 약속을 위

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심리적 계약위반이란 이러한 조직과 조직



구성원 간에 형성된 약속 혹은 믿음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적합성이란 개념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 자신이 맡은 직무, 자신이

속한 조직 등과 잘 맞는다고 느끼는 정도를 뜻한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영향을 받으면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개인이

인지한 심리적 계약위반은 조직 구성원의 조직 내 행동이나 조직에 대한

생각 또는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즉, 예상과는 다르

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 구성원은 심리적 계약위반을 느

끼게 되고 자신의 특성이나 가치가 조직과 맞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마

찬가지로 자신이 맡은 직무가 요구하는 특정 지식, 태도 등이 자신과 맞

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조직이 자신과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조직의 입장에서 직원의

이탈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선발하고 적응시키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조직에 남아있는 기존 직원들의 부담을 가중시

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입직원의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개인-환경 적합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A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신입직원을 대상으로부터 수

집된 301부의 설문지 중에서 여러 문항에 같은 답변을 체크하는 등의 불

성실 응답 데이터를 삭제한 242부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가설 검증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입직원의 심리적 계약위반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심리적 계약위반은 개인-환경 적합성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환경 적합성은 이직의도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환경 적합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개인-환경 적합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밝혔다. 둘째, 심리적 계약위반의 연구대상은 주

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었는데, 본 연구는 그 대상을 공공부문

종사자로 연구범위를 넓혔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은 신입직

원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넷째, 신입직원이 입사 후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계약위반을 해소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계약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다섯째, 그 동안

민간기업에 비해 미흡했던 공공부문에서도 이직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확대하고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응답자별로 문항을 달리하여 설문을 측정,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심리적 계약위반, 개인-환경 적합성,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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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실시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5개 공공기관의

1년 내 퇴사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21.2%로 두 자릿수를 넘어 퇴사율이 지

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아시아경제, 2020.10.26.). 코로나19 확산과 더불

어 얼어붙은 취업시장에서 계속되는 취업난에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보장된

일명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에서의 높은 퇴사율은 이례적인 일이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신입직원의 퇴사율이 높아질수록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늘어

나고 신입직원들을 교육하는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소요돼, 안정적이고 지속

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특성 상 업무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한 취업포털 조사에 따르면 경력 1년차 신입사원부터 10년차 이상

직장인 1,397명을 대상으로 이직경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0.7%

가 이직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하는 이유는 낮은 ‘연봉 불만족

(35.4%)’,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30.5%)’, ‘개인의 발전, 경력관리를 위해

(29.2%)’ 순으로 높았다. 결국 이직을 선택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에

게 맞는 직장, 업무인 것이다.

사람에 의해 조직 발전이 이뤄지고, 지속적인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직 이유

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처방이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기조에 따라 공기업,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회적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일명 ‘인국공 사태’로, 지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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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청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공사가 직접 고

용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공사 노조, 취업준비생 등이 반발하면서 촉발되었다.

공사 노조는 정규직 채용 시 실시하는 공개 채용과 같은 절차 없이 정규직

화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면 상대적으로 기존 정규직

들의 처우가 나아지지 않을 것을 걱정하며, 이 과정에서 극심한 경쟁률을 뚫

고 입사한 정규직과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더불어 노노갈등이 일

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였다. 또한 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대부분의 20∼

30대는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을 거치며 청년실업률이 높은 환경에서 자

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자리를 얻게 된

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머니투데이, 2020.6.27.)

결국 민간부문에서 주로 강조되던 경쟁과 성과가 공공부문에서도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근무강도와 안정적 근무환경 등을 기대하던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적 계약관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계약의

위반은 결국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 이탈을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심리적 계약이란 조직과 조직구성원 간의 상호의무에 대한 믿음을 의

미한다(Rousseau 1990). 구체적으로는 성과에 따른 보상, 노력에 대한

대가 지급,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전반적인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등(Turnley & Feldman, 1998)의 내용이 있다. 이

러한 심리적 계약은 개인과 조직 간의 이행해야할 의무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으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심리적 계약위반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심리적 계약위반에 대해 느끼게 된 조직 구성원은 조직의

변화에 대해 저항할 수 있으며 조직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Robinson & Rousseau(1994)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 중 약 55%가 입사 초

기 2년 동안에 주로 심리적 계약위반을 경험한다. 입사 초기에 공공기관 직

원들의 보수, 복지, 고용조건 등 조직의 의무에 대한 기대는 민간기업 직원들

에 비해 더 클 것이다. 즉, 조직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충족

되지 않은 기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 배신감 등도 훨씬 크게 느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극심한 경쟁을 뚫고 공공기관에 입사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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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직원들에게는 심리적 계약위반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간 심리적 계약위반에 대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대기업, 중소기업 종사

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6.6%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고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다(김희정, 정면숙,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 신입직원들이 인지하는

심리적 계약위반과 조직 내 부정적인 행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직의

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민간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의 이직률

은 낮은 편이나 오히려 조직 내 인력이 정체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직률 자체

감소보다는 이직을 방지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실망감, 불만족 등을 잘 관리

하여 이직의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Schneider(1987)는 조직의 특성에 맞는 구성원을 선발하는 것이 조직

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즉, 조직의 가치와 특성에 적합한 인재를 선

발해야 하는데, 이러한 적합성의 개념은 ASA이론(Schneider, 1987)으로

설명할 수 있다. ASA과정은 크게 유인(attraction), 선발(selection), 퇴출

(attrition)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은 특정 조직 또는 직

무에 매력(attraction)을 느껴 조직에 지원하게 되고 조직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조직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즉 조직과의 적합성이 높은 사람

들을 선발(selection)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조직 혹은 직무에 적응하지

못해 조직과 적합하지 않은 직원은 조직을 이탈 또는 퇴출(attrition) 당

하게 될 것이고 조직과 적합한 구성원은 조직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따

라서 신입직원들과 같은 초기 조직 진입자들에게 적합성의 개념이 중요

하게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적합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개인-조직 적합성(Person-Organization

Fit)과 개인-직무 적합성(Person-Job Fit)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외에도 개인-상사 적합성(Person-Supervisor Fit)이나 동료 적합성(Person-Peer

Fit)과 같은 대인 관계에 관한 적합성 연구도 있지만, 조직과 개인 모두

에게 있어 대인간의 적합성 보다는 조직 또는 직무와의 적합성이 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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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조직이 구성원을 채용 또

는 인사이동을 결정할 때,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고 이직을 결정할 때도

인간관계에 대한 적합성보다는 조직 및 직무와의 적합성이 더 크게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들도 개인-조직 적합성과 개인-직무 적합

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왔으므로(최보인 외, 2011), 본 연구에서도 개

인-환경 적합성과 관련하여 개인-조직 적합성, 개인-직무 적합성을 중심

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4차 산업 혁명으로 외부 환경이 변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이에 대응하

여 조직도 유동적으로 변하게 되자 조직 내 구성원들이 조직에 적응하기

가 점점 어려워졌다. 또한 조직의 이익이나 성과 달성보다 개인의 목표

를 더 중시하는 개인주의 성향도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

로 인해 개인과 조직 간의 적합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낮은 적합성은 개인의 직무태도인 조직몰입, 이직의도,

직무만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 또는 조직의 성과 역시 감

소될 것이다(곽건휘 & 장용선,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극심한 취업난을 뚫고 들어온 안정적인 직장에서

왜 이직을 생각하게 되는가?’를 연구 질문으로 설정하였다. 이 질문에 대

한 원인을 입사 이후 신입직원들이 느끼게 되는 심리적 계약위반을 중심

으로 두었는데, 그 이유는 공공기관에 입사 후 신입직원이 자신을 둘러

싼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기

대감을 기반으로 한 신입직원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대가가 조직 차원에

서 제대로 보상되지 않거나 기대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신입직원은 심리

적 계약위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부정적 심리상태가 개인과 조직, 개인과 직무의 적합도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개인-환경 적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신입직원의 심리적

계약과 이직의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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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범위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고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 개인-환경 적합성의 매개역할

을 확인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A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신입직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변수로 설정한 심리적 계약위반, 개인-환경 적합성, 이직의도와 관련

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확정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설문도

구를 결정하고 A공공기관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

였다.

설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프로그램 SPSS 23.0 및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고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연구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한다. 마지

막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한 후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전체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각 변수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문헌 고찰 등을 통해 연

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의 구성 등을 기재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심리적

계약위반, 개인-환경 적합성, 이직의도의 개념을 정리, 연구 주제에 맞는 이

론적인 근거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3장은 연구방법으로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각 변

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 구성을 기재하였다.

제4장은 실증분석으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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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검증한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을 분석, 측정도구

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회귀분석 등

을 통해 가설검증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 분석한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학문적, 실

무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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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심리적 계약

1.1 심리적 계약의 개념 및 특성

1960년대 초 Argyris(1960)에 의해 사회학 분야에서 감독자와 종업원

사이 관계를 이해하는 개념으로써 심리적 계약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

다. 그는 심리적 계약을 성과에 대한 감독자와 종업원간 암묵적인 동의

라고 하였다. 하지만 Argyris의 정의는 감독자와 종업원 간의 암묵적 동

의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즉, 상호 교환적인 차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조직 측면의 기대에 한정시킨 일방적인 차원의 심리적 계약

이었다.

이후에 Levinson(1962), Schein(1970) 그리고 Kotter(1973) 등과 같은

여러 학자들을 거쳐 심리적 계약의 개념은 정립되었고 조직과 근로자 간

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과 근로자가 서로 간의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성과 상호 호혜적 개념을 도입해 상호의 의무를 강조하게

되었다(이성민, 2017).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심리적 계약이란 조직과 근로

자들 간의 상호교환에 대한 문서화되지 않은 기대로, 계약당사자들이 상

대방의 기여와 교환으로 스스로 어떠한 것을 할 의무가 있고 또 자신의

기여에 대한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

이다(Rousseau, 1995).

심리적 계약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데 첫째, 상호 호혜적 특성을

갖는다. 조직은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근로자 역시 조직에 기

대하는 바가 있다. 대체적으로 조직은 근로자에게 시간, 노력, 충성심 등

을 조직에게 제공하길 기대하며 근로자는 그 대가로 급여, 보너스, 승진

등을 조직으로부터 받길 기대한다. 이러한 상호 호혜적 의무감은 고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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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Robinson, Kraatz & Rousseau,

1994).

하지만 여기서 상호 호혜적 믿음은 그 대상인 조직과 근로자의 의무가

상호 교환적이라는 의미일 뿐 믿음의 주체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일방적

믿음일 수 있는데, 근로자는 자신이 조직에 기여한 바에 대해 조직이 보

답해 줄 의무가 있다고 지각하는 순간부터 심리적 계약이 시작되기 때문

이다(이정일, 2002). 심리적 계약은 개인이 가진 기대감으로 구성되고 조

직이 개인과 똑같은 지각을 할 필요도 없으며 조직 내 다른 사람들이 같

은 인식을 할 수도, 전혀 다른 인식을 할 수도 있다(Rousseau, 1989).

둘째, 동태적인 특성을 갖는다. 공식적인 계약은 한 시점에서 확정되지

만 심리적 계약은 개인이 조직에 머무르는 동안 계속 수정되는 특징이

있다(Rousseau & Parks, 1993). 즉, 심리적 계약은 개인과 조직이 서로

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황영호,

2006).

셋째, 주관적인 특성을 갖는다. 법적 계약과 달리 심리적 계약은 계약

조건에 대해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비록 당사자

간 동일 조건에 합의했더라도 이에 대한 해석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과

조직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좋은 성과

를 내면 조직에서 성과급이나 승진 같은 보상을 주기로 약속했을 경우,

좋은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성과급이나 승진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해석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주관적

특성 때문에 같은 조직 내에서 동일한 공식적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직

원들일지라도 심리적 계약은 서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Robinson 외, 1994).

심리적 계약은 기대(expectation)와는 구분된다. 기대는 개인이 조직에

게 갖는 일방적인 믿음으로, 상호 교환된 약속이 없더라도 형성될 수 있

지만 심리적 계약은 개인과 조직의 상호 호혜적 약속에 근거하여 이를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 점에서 다르다(Rousseau &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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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또한 심리적 계약은 암묵적 계약(implied contract)과도 구분된다.

암묵적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서로의 의무에 대한 믿음이

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은 제3자의 시각에서도 정의할 수 있고 관찰도

가능하다. 반면 심리적 계약은 계약당사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제3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황영호, 2006).

1.2 심리적 계약위반의 개념 및 유형

앞서 설명했듯이 심리적 계약은 계약당사자간 스스로 어떠한 것을 해

야 할 의무와 이러한 기여에 대한 대가로 무언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만약 어느 한쪽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심리적 계약 위반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Robinson & Morrison,

1995).

심리적 계약위반에 대한 개념은 1960년대 학자들에 의해 처음 소개되

었지만, 큰 주목을 받은 것은 근래에 이르러서이다. 그 이유는 서구에서

도 1990년대 이후 고용관계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심리적 계

약위반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와 관련한 연구에 관심을 고조시

키고 있기 때문이다. 심리적 계약위반에 관해 과거 이론적 논의가 빈번

하였으나, 실증적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황영호,

2006).

심리적 계약위반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약속의 불이

행(reneging)과 불일치(incongruence)다. 약속의 불이행은 조직 구성원이

약속 혹은 의무가 있다고 기대하고 있으나 이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를

말한다. 반면에 불일치는 구성원과 조직, 상호 간 주어진 의무가 있는지

혹은 주어진 의무의 성격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생긴다(Robinson &

Morrison, 2000).

심리적 계약위반은 충족되지 않은 기대나 불공정함을 인지하는 것과는

구분되는데, 근로자의 반응은 단순히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보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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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계약위반이 발생했을 때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반응의

강도는 특정 보상 또는 이익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

라 전반적인 믿음, 사람에 대한 존경, 행동 규범, 관계성과 연관된 행동

패턴에서도 기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개인은 열심히 일한 대

가로 임금을 받길 기대하고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실망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상호 간의 의무를 강조한 심리적 계약에서는 근로자가 대가에 대

한 보상(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이것은 잘못된 것, 즉 체결된 약속을 위

반한 것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이다. 약속의 불이행은 근로자에게 분노를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충족되지 않은 기대에서 오는 실망감 보

다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Robinson & Rousseau,

1994).

내용에 따라서 심리적 계약위반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유형은 관계적 계약과 거래적 계약이며, 이 두 가

지 유형은 계약의 연속선상에서 양 극단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거래

적 계약은 급여와 같은 경제적 내용들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환물이 구체적이고 범위가 협소해 관찰자 입장에서도 계약내용의 이해

가 가능하다. 반면 관계적 계약은 보다 장기적이고 경제적 교환물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애착, 충성심 등 사회 정서적 내용들도 교환하는 계

약으로, 교환되는 내용이 보다 광범위하고 계약내용이 계약당사자간 주

관적 이해에 의한 것으로 제3자가 이해하기 어렵다(황영호, 2006)

Rousseau(1989)에 의하면 심리적 계약위반을 경험한 개인은 배신감과

심리적 고통을 느끼며, 이로 인해 개인은 분노, 불공정성, 심리적 부당한

손해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위반은 약속이 지켜지

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정신적 타격과 조직에 대한 부정

적 감정의 원인이 되며, 개인의 조직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행동을 유발

하는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조태준, 2018)

결국 심리적 계약위반으로 인한 조직 구성원의 부정적 심리상태가 개

인의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김희정 & 정면숙(2019)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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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계약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에 따르면, 다수의 연구에서 조직 구성원

이 심리적 계약이행에 대해 높게 지각할수록 이직의도를 낮추는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인 심리적 계약위반

이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다음 <표1>

로 정리하였다.

<표1>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논문명 영향

권상순(2000)
심리적 계약 위반에 대한 지각과 정보탐색, 멘토 및

태도간의 관계
(+)

김태은,

김성국(2002)

거래특성 요인과 신뢰의 영향을 고려한 심리적

계약위반의 반응
(+)

김민수,

박지은(2006)

심리적 계약 위반의 영향에서 집단 절차공정성 풍토의

조절효과
(+)

황영호(2006)
공공부문 조직에서 심리적 계약위반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배성현,

정기준(2007)

인적특성변수 및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와 조직구성원

태도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계약 위반의 매개효과
(+)

김강식,

김숙현(2008)
심리적 계약위반 지각이 구성원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

유민봉,

심형인(2012)

심리적 계약위반이 조직구성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문화적·정서적 성향 및 조직상황변수의 조절효과
(+)

유민봉, 홍혜승,

박윤(2012)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 및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

직장가족주의 성향의 조절효과
(+)

이규만(2012) 심리적 계약위반이 호텔 종사자의 반응에 미치는 효과 (+)

정설경, 이인석,

전무경(2012)

심리적 계약위반과 직무태도간의 관계에서 경력주의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

김용순,

함용석(2014)

심리적 계약위반이 사회적 후원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하정남(2014)
호텔 종사원의 심리적 계약위반 지각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

양동민, 하성욱,

심덕섭(2015)

차별적 보상 지각이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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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인-환경 적합성

2.1 개인-조직 적합성

적합성은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 자신이 속한 기업, 조직 및 지역사회

저자 논문명 영향

최서현,

이도화(2015)

조직공정성 인식이 심리적 계약위반을 통해 조직불만족

반응에 미치는 영향
(+)

김도균,

양해술(2017)

조직공정성과 심리적 계약이 신뢰와 불신을 매개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x)

서동희,

김학수(2017)

경력정체, 심리적 계약위반, 서열관계 스트레스에 따른

항공사 경력직 객실승무원의 이직의도를 완화시켜주는

긍정심리자본의 효과 연구

(+)

유천상,

정수진(2017)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직신뢰의

매개 및 정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이성민,

정용배(2017)

의료종사자의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조직몰입의 매개효과와 조직동일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

박호현(2018)
심리적 계약위반 지각이 호텔종사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영진 신뢰의 조절효과
(+)

심형인(2018)
심리적 계약위반이 조직불만족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경기지역 공기업 구성원을 중심으로
(+)

조원섭, 오정학,

김판영(2018)
심리적 계약위반과 결과변수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김정훈(2019)
심리적 계약위반 지각이 호텔종사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양진호,

권혁기(2019)

블랙컨슈머행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계약위반의 매개효과 -
(+)

서동희,

김학수(2020)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일-가정 균형 지각이 직무

스트레스, 심리적 계약위반, 이직의도에 미치는

조절역할에 관한 연구

(+)

서가흔, 박상수,

왕뢰(2020)

중국 IT기업 근로자의 조직시스템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계약위반을 중심으로 -

(+)

터오진위,

최우성(2020)

중국 호텔종사원의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다차원 신뢰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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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신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자신의 직무, 조

직, 지역사회가 자기 생활에서의 다른 측면들과 유사하거나 적합한 정도

를 말한다(주효진, 2012). 개인-환경 적합성(Person-Environment Fit)의

개념은 Lewin(1935)의 장이론(field theory)에 기초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환경특성이 결합되어 나타나며 인간은 환경에 독

립적이지 않으며 특정 상황 또는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행동하게 된다

는 것이다(강영순, 2012).

개인-환경 적합성에 대한 연구는 개인-조직 적합성, 개인-직무 적합성

의 두 가지 개념이 주요하게 분석되어 왔다(최보인 외, 2011). 개인-조직

적합성은 개인이 가진 가치, 신념, 성격, 욕구와 같은 특성들이 조직의

가치, 신념, 규범과 일치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Saks & Ashforth,

1997). 즉, 개인과 조직 간 가치의 일치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Cable &

Judge, 1996),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소속된 조직, 근무환경 등 전반적인

여건과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의 문제이다(임용숙, 2018).

개인과 조직 간의 가치 적합성 개념을 넘어서, Kristof(1996)는 개인과

조직이 서로에게 원하는 문화, 목표, 규범 등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보다 광범위하게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의 측면에서는 전통적 문

화, 가치, 목표, 규범 등이 포함되고 개인의 측면에서는 가치, 목표, 성격,

태도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개인-조직 적합성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

의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로 분류, 보완적합성(complementary fit)과

유사적합성(supplementary fit)으로 구분하였다(Kristof, 1996). 유사적합

성은 한 개인이 같은 조직 내의 다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보완해 주거나, 혹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직과 적합

성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보완적합성은 개인이 속한 조직이 보다 효율

적이기 위해 특정유형의 개인을 필요로 할 때, 개인의 특성이 그 조직의

특성을 완성 또는 보완하기 때문에 이루는 적합성을 의미한다

(Muchinsky & Monahan, 1987). 결국 개인-조직 적합성은 조직이라는

환경과 개인 관계에서 한쪽 혹은 양쪽이 요구하는 것을 서로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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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보완적합성 측면), 특성을 공유할 때(유사적합성 측면) 발생하는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Kristof, 1996)

Chatman(1989)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조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적합할 경우, 조직 구성원은 조직에게 애착을

가지고 직무만족을 느끼게 되며 조직성과도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

다. 개인과 조직간 가치가 일치한다면 개인은 자신의 가치와 일치된 행

동을 통해 조직에 기여할 수 있고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Cable & Judge, 1996). 반면에 개인과 조직 간의 가치가 일치하

지 않을 경우, 개인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자신

의 가치에 충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 그 개인은 조직에 대해 부정적 태도와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될 것이

다(곽건휘 & 장용선, 2018)

본 연구는 이직의도가 개인이 조직에게 갖는 부정적인 행태를 가장 대

표하는 변수로 설정하고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2>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논문명 영향

정효선,

윤혜현(2009)

호텔 기업의 윤리 경영이 종사원의 개인조직적합성,

직무만족도, 이직의도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x)

이인석, 백종훈,

전무경(2010)

개인-환경적합성이 조직유효성(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태성,

허찬영(2012)

KTX기장의 개인-환경적합성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주효진(2012)

개인과 상사, 개인과 직무, 개인과 조직 적합성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상사(x)

직무(x)

김우진(2013)
호텔기업 구성원의 개인·환경적합성이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조절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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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인-직무 적합성

저자 논문명 영향

역할검증을 중심으로

오태곤(2013)

경찰관의 개인-환경 적합성과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 – 경찰서와 순찰지구대

근무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

양지혜,

김종인(2013)

비서의 개인-조직적합성과 개인-직무적합성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차재빈, 류가연,

이훈영(2013)

제약영업사원의 개인-직무 적합/개인-조직 적합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와의 관계

직무(x)

조직(x)

김성덕(2015)
고객 접점 스포츠 서비스 종사자의 개인-환경

적합성과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의도의 관계
(-)

이재완,

이하나(2015)

사회복지사의 개인-조직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충청지역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

김동희,

하규수(2016)

영업인력의 성격요인과 개인-환경적합성이

직무만족도,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

장동윤,

정승철(2017)

개인-조직 적합성, 개인 상사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
(-)

최강해,

김명규(2017)

손해사정법인 사무원의 환경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인보험 심사·조사업무 중심으로 -
(-)

장봉진, 주효진,

왕태규(2018)

개인-환경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직무만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권정옥,

강정미(2019)

임상간호사의 개인-환경적합성과 직무착근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직(-)

직무(x)

상사(x)

동료(x)

박지혜, 윤동열,

홍권표(2019)

공공기관 구성원 개인의 직무 및 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김인홍,

박미경(2020)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특성, 개인-조직 적합성과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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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s & Ashforth(1997)는 개인의 능력이 직무요건과 일치하는지, 개

인의 가치와 직무특성이 부합하는지를 개인-직무적합성으로 정의하였다.

Edwards(1991)는 개인-직무 적합성은 주로 개인의 요구와 직무 특성 간

의 적합성 혹은 개인의 지식, 기술, 능력과 직무 요건 간의 적합성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Caldwell & O’ Reilly(1990)는 개인-직무 적합성에

대해 개인이 직무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 직무가 개인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의 일치 수준이라고 정의하였다.

개인-직무 적합성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요구-능

력 적합성(demand-ability fit)과 욕구-공급 적합성(need-supply fit)으로

나눌 수 있다. 요구-능력 적합성은 개인의 기술, 지식, 능력이 그의 직무

요구 또는 요건에 부합하는 정도이며, 욕구-공급 적합성은 개인의 욕구,

열망, 가치 등이 직무의 특성에 의해 충족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Edwards, 1991). 개인-직무 적합성은 주관적 적합성(subjective fit)과

객관적 적합성(objective fit)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주관적 적합성은 개

인이 특정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당사자의 지각을 의미하고,

객관적 적합성은 개인과 직무 간의 적합 정도가 직무에 대해 보고된 선

호 또는 특성이 직무특성과 상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Kristof, 1996).

일반적으로 개인-직무적합성은 직무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지식, 기

술, 태도, 교육 등의 수준이 실제로 해당 직원을 얼마나 충족시켜주는지

를 말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전략과 조

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함으로 조직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고 활

용하기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과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조직은

직원이 보유한 지식, 능력, 기술 등이 조직 내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와

일치 하도록 만들고, 개인이 가진 기술이 특정 직무가 요구하는 것을 충

족시켜주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해당 직무가 개인의 욕구를 충

족시켜야 한다(Kristof, 1996).

안종대 & 이동윤(2019)은 개인-환경 적합성과 직무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 국내 51개의 연구에서 15,589명의 표본을



- 17 -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조직 적합성과 개인-직무 적합성은 이직의

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3>은 개인-직

무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한 표이다.

<표3> 개인-직무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논문명 영향

이인석, 백종훈,

전무경(2010)

개인-환경적합성이 조직유효성(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태성,

허찬영(2012)

KTX기장의 개인-환경적합성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주효진(2012)

개인과 상사, 개인과 직무, 개인과 조직 적합성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상사(x)

직무(x)

김우진(2013)

호텔기업 구성원의 개인·환경적합성이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조절변수

역할검증을 중심으로

(-)

양지혜,

김종인(2013)

비서의 개인-조직적합성과 개인-직무적합성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오태곤(2013)

경찰관의 개인-환경 적합성과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 – 경찰서와 순찰지구대

근무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

차재빈, 류가연,

이훈영(2013)

제약영업사원의 개인-직무 적합/개인-조직 적합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와의 관계

직무(x)

조직(x)

김성덕(2015)
고객 접점 스포츠 서비스 종사자의 개인-환경

적합성과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의도의 관계
(-)

박경수, 김동기,

이웅(2015)

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직무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

이종호(2016)

항공사 객실승무원이 지각한 개인-조직 적합성과

개인-직무 적합성이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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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직의도

인간은 조직에 속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을 얻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맡겨진 임무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심리적 충동을 느끼기도 한

다. Mobley(1982)는 이직에 대하여 조직에 머물면서 보상을 받는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조직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이직은 유형은 의사결정 주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

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발적 이직은 근로자 스

스로의 의사에 따른 이직을 의미한다. 보통 조직에게 불만이 있거나 혹

은 보다 나은 조건의 조직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고 결혼, 출산, 질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비자

발적 이직은 근로자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이직으로, 구성원의 의지

와는 무관하게 조직이나 경영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로자의 사

규위반, 업무 능력 부족, 경기불황으로 인한 정리해고, 정년퇴직 등으로

저자 논문명 영향

김동희,

하규수(2016)

영업인력의 성격요인과 개인-환경적합성이

직무만족도,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

최강해,

김명규(2017)

손해사정법인 사무원의 환경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인보험 심사·조사업무 중심으로 -
(-)

권정옥,

강정미(2019)

임상간호사의 개인-환경적합성과 직무착근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직(-)

직무(x)

상사(x)

동료(x)

박지혜, 윤동열,

홍권표(2019)

공공기관 구성원 개인의 직무 및 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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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떠나게 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조혜원, 2014).

또한 조직에 의해 통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통제 가능 이

직과 통제 불가능 이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통제 가능 이직은 임금, 복

지, 근무시간, 작업조건 등과 같이 조직에서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직은 조직이 노력

하면 통제가 가능하다. 반면 통제 불가능 이직은 근로자의 질병, 사망,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조직이 노력

한다고 하여 이직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이 통제

불가능 이직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대에 와서는 근로자에 의한 자발적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

명하여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Dalton 외, 1982)

이직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 조직의 입장에서 구성원

의 이탈은 불가피한 일이며, 8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이직의 긍정적 영

향에도 주목하고 있다(조혜원, 2014). 조직 측면에서 이직은 능력이 부족

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는 기

회이며, 신규 인력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으며, 새로운 기술

과 지식,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다(Mobley, 1982). 근로자 입장에서

는 이직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새로운 조직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기에 더욱 적합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이직의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조직의 관점에서 조직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유능한 인력이 조직을 이탈할 경우 발생한다. 우수한 인력이 이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신규인력을 모집, 선발 및 교육시키는데도 많은 비

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에 남아있는 직원의 입장에서

는 조직 내 사회적 관계가 와해되고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기 전까지는

업무량이 증가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직에 관한 연구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제 이직을 한

사람에 대해 연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측 변수인 이직의도에 대

한 연구로 갈음한다(윤혜미 & 노필순, 2013). 이직과 이직의도가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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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없지만 이직의도가 실제로 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직의도는 신규인력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구성원이 이직을 하면 조직 입장에서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

하고 훈련시키는 비용,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이직 자

체 보다는 이직의도에 직접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Dalton &

Todor, 1993).

Meyer & Allen(1984)은 이직의도란 조직 구성원이 현재 조직에서 맡

은 직무 수행을 포기하고 떠나고자 하는 의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

직의도는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개인의 이직에 대한 태도 또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Iverson(1996)은 근로자가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

하고 현재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로 이직의도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직

의도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 또는 직업을 떠나려는 생

각, 의도, 결심을 의미하며, 이직을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

인이다(Price & Mueller, 1981).

경영자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잔류하거나 혹은 이직하려는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면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한 상황

에 대한 평가를 하여 잔류토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미래의

인력변화 수요를 예측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이직의도

의 연구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박지혜, 윤동열, 홍

권표, 2019).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대부분 연구에서 이직의도가 실제 이직을 효과

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 보고, 근로자의 행동적 성과변수로

서 이직행위의 대체개념으로 이직의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Brown

& Peterson, 1993) 본 연구에서 이직행위 대신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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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변수들 간의 관계 및 연구가설 설정

4.1 심리적 계약위반과 개인-환경 적합성과의 관계

심리적 계약위반과 개인-환경 적합성과의 관계는 사회적 교환 이론

(social exchange theory)과 형평성 이론(equity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적 교환 이론에 따르면 구성원이 조직을 위해 헌신을 하면, 개인

은 학습, 승진 기회 등과 같은 혜택을 조직이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Gouldner, 1960). ‘기대’를 묘사하는 중요한 개념적 수단이 심리적 계약

인데, 이는 조직 내에서 고용관계로 이루어진 개인과 조직 간에 작용하

는 교환관계의 암묵적인 내용 및 조건이며, 문서화되지 않은 기대를 의

미한다(Rousseau, 1989).

또한 Homans(1958)는 사회 구조와 제도는 보상과 처벌 등과 같은 상

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조직 구성원

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 조직에서 보상이 주어진다면 개인은 그 행동을

반복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개인에게 가치가 있는 것으

로 여겨진다면 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리고 자신이 기

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거나 혹은 예상보다 약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조직 구성원은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 결국 개인과 조직의 상호

작용, 상호간 기대, 일관된 유인책과 기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뢰를

쌓게 되고 상호의무에 대한 개인차원의 믿음, 심리적 계약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Rousseau, 1989).

Admas(1963)의 형평성 이론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이 직무에

기여한 투입물(input)과 그로 인해 받게 되는 결과물(output)을 다른 사

람들의 투입물과 결과물을 비교하여 어느 한쪽이 크거나 혹은 작다고 지

각하면 불공정성을 느끼게 되고, 이 때 느낀 심리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평성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조직 구성원의 입장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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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제공할 것으로 믿고 있는 유무형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조

직과의 관계를 균형 상태로 돌리기 위해 조직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줄

일 수 있다는 것이다(유민봉, 홍혜승, 박윤, 2012). 결국 개인-직무 적합

성 측면에서 보면 개인이 가진 역량, 능력 발휘나 욕구 충족이 직무를

통해 발현되지 않을 수 있고 개인-조직 적합성 측면에서는 개인은 조직

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 개인-환경 적합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개인의 심리적 계약위반 정도는 개인-환경 적합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개인과 조직 간의 교환 관계와

기대 속에서 구축된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조직과 직무가 어느 정도 충

족시키느냐에 따라 개인-환경 적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Seong, Hong, & Park(2012)에 따르면 심리적 계약위반의 정도가 낮을

수록 조직과의 긍정적인 교환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으며

Vigoda-Gadot & Meiri(2008)는 균형 있는 사회적 교환 관계는 개인과

조직 간의 더 나은 적합성을 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개인이 불

쾌함, 불공정함 또는 부당한 관계라고 느낄 때 구성원들은 심리적 계약

위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Ho, Weingart, & Rousseau, 2004), 개인이

심리적 계약위반을 느낀다면 자신이 속한 조직과 맡은 직무가 적합하지

않는다고 느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신입직원의 심리적 계약위반이 개인-

환경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

하였다.

가설 1 : 심리적 계약위반은 개인-환경 적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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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개인-환경 적합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

개인-환경 적합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는 Schneider(1987)가 주장한

ASA(Attraction Selection Attrition)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ASA이론

에 따르면 개인은 성격, 가치 등 자신이 가진 특성을 유사하게 가진 조

직에 이끌리게 되고(attraction), 조직은 조직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 개인

을 선발(selection)하게 된다. 그리고 선발된 직원 중 시간이 지나도 조직

과 직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은 조직을 떠나거나 조직에 의해 퇴출

(attrition)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조직 구성원이 가진 지식, 기술, 능력

또는 욕구 등이 조직과 직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조직 구성원의 조직

을 떠나려는 경향은 높아질 것이다.

Saks & Ashforth(1997)에 따르면 개인-조직 적합성과 개인-직무 적합

성 모두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Cable & DeRue(2002)는

개인-직무 적합성이 낮을 경우 이직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자

신의 가치와 조직의 가치가 일치한다고 느낄 때 조직 구성원은 조직에

남으려고 하고, 상호 간의 가치가 불일치하다고 느끼는 경우 조직을 떠

나려고 한다(Lauver & Kristof-Brown, 2001).

국내 연구에서는 김태성 & 허찬영(2012)의 KTX기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환경(조직, 직무, 동료)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태곤(2013)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개인-환경(조직, 직무, 동료, 상사)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부(-)

의 영향이 나타남을 증명하였고 김동희 & 하규수(2016)의 보험설계사

중심의 연구에서 개인-환경(조직, 직무, 동료, 상사) 적합성이 이직의도

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박지혜 외

(2019)의 연구에서는 개인-조직, 개인-직무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인-환경 적합성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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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 개인-환경 적합성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와의 관계

심리적 계약은 조직과 조직 구성원 사이에 형성된 암묵적인 약속 혹은

의무로 개인이 조직에 기여한 대가로 조직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Rousseau, 1995). 심리적 계약위반은 조직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는 실망

감,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경험하게 한다(Robinson & Morrison,

1995).

개인은 취업을 준비할 때 조직에 관심을 갖고 조직으로부터 제공받게

될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며 이러한 보상이 충족될 것이

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조직 구성원

은 배신, 실망, 분노 등을 느끼고 더 나아가 이직을 생각할 수 있다. 또

한 심리적 계약위반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교환 이

론이나 형평성 이론으로 볼 때, 이직의도는 구성원이 느끼는 심리적 계

약위반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조직의 의무위반과 개

인의 의무위반 정도가 평형을 이루지 못할 때 구성원들은 조직과의 교환

관계를 균형 상태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직을 고려할 가능

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유민봉 외, 2012).

김희정 & 정면숙(2019)의 심리적 계약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여러 연구에서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심리적 계약이행에

대해 높게 지각할수록 구성원들의 이직의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

였다. 즉, 심리적 계약위반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증가하는 것이다. 따

라서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의도 관리를 위해 직원들의 심리적 계

약에 대해 고려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통해 심리적 계약이 이행되고 있

음을 직원들에게 인식시켜 이직의도를 낮춰 구성원들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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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황영호(2006)의 연구에서

심리적 계약위반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유민봉 & 심형인

(2012)의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

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했고 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하정남(2014)의 연구에서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종사자의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

도에 미치는 영향(이성민 & 정용배, 2017)의 관한 연구 역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정훈(2019)의 연구에서도 심리적 계약

위반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선행연

구를 토대로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3 : 심리적 계약위반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4 개인-환경 적합성의 매개효과

심리적 계약위반과 개인-환경 적합성 간의 관계는 가설 1에서 논의

한 사회적 교환 이론과 형평성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조직 구성원이

상호 간에 형성된 조직의 의무나 기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느낄 경우

심리적 계약위반을 느끼게 되고 조직 또는 직무를 통해 자신의 욕구 충

족이나 역량 발휘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심리적 계약이라는 것은 개인과 조직 상호 간의 이행해야할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러한 심리적 계약은 조직 구성원의 가치에 기반을

둔 조직적 규범, 협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Valentine 외, 2002), 집단

가치를 바탕으로 형성된 상호 간 협의를 기반으로 관계적 계약을 촉진하

게 된다(Barnett & Schubert, 2002). 다시 말하면 조직과의 교환 관계에

대해 조직 구성원들이 유사하게 이해한다면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은 심

리적 계약의 내용에 대해 공유하게 될 것이다(Rousseau, 1995).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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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원들은 교환 관계의 조건(심리적 계약)과 기준에 대해 받아들

이고 공유하면서, 이러한 계약 내용은 하나의 지켜야할 규범적인 계약이

될 것이고 전반적인 개인-조직 간의 관계를 향상 시킬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환경 간의 가치가 일치하는 정도로 정의 되는 개인-환경 적합성

은 조직이 심리적 계약을 지키게 된다면 향상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Zhike Lv & Ting Xu(2018)는 조직과 조직 구성원 간의 맺어진 심리

적 계약을 조직이 충족 혹은 이행하는데 실패했다고 개인이 느끼게 된다

면 조직 구성원은 심리적 계약위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리고 조직 구성원은 자신과 조직 간의 교환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

을 느끼게 될 것이고 조직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는다고 느끼

기 때문에 개인-조직 적합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심리적 계약위반과 직원몰입 간의 관계에서 개인-조직 적합성이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eong, Hong, & Park(2012)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개인-조직 적합성

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심리적 계약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개인

과 조직 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또는 애매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

자들은 자신과 조직이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연구 가설은

지지 되었다. 비록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Seong, Hong, &

Park(2012)의 연구에 따라 조직 구성원이 심리적 계약위반을 느낄 경우

개인-조직 적합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조태준(2018)은 개인이 속해있는 환경과 조화롭게 융화됐을 때 개인은

더 좋은 심리상태로 직무와 조직에 몰입하여 더 큰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다고 서술하며, 심리적 계약위반과 역할 내 행동 사이에서 개인-조직

적합성이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심리적

계약위반과 역할 내 행동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유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실망감으로 직업 자체를 포기하기에는 조직과 직업에 대

한 개념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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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계약위반을 느끼더라도 생계유지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어

쩔 수 없이 조직에 남아있지만 이러한 부정적 심리 상태가 자신과 조직

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에는 이직의도라

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와 본 연구가 공공기관 신입직원들을 대상으

로 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개

인-환경 적합성을 매개로 이직의도가 더 커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심리적 계약은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계약이 존

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실망감으로 바로 이

직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실망감만으로 현 취업

시장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현재의 사회적 지위, 자기개발과 교

육기회 등을 포기하고 곧바로 조직을 이탈해야겠다는 생각은 자칫 무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이 이행해야할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

을 때 오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가 지속될 경우 조직 구성원은 자신이 속

한 조직과 자신이 맡은 직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어 결국 이직

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개인-환경 적합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

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개인-환경 적합성은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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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A공공기관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

시하여,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다. 그리고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개인-환경 적합성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실증분석을 통

해 확인하고자 한다.

앞 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심

리적 계약위반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개인-환경 적합성을 매개변

수로 설정하였고,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자 한다.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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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2.1 심리적 계약위반

심리적 계약위반은 조직과 구성원 간의 맺어진 암묵적인 계약이 이행

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조직 구성원의 인식 상태를 의미한다(Robinson

& Morrison, 2000). 심리적 계약위반 측정을 위해서 설문은 Robinson &

Morrison(2000)이 개발하고 장은미(2019)가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문항은 두 가지 하위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조직의 계약이행

정도에 대해 느끼는 조직 구성원의 인식 5문항과 조직 구성원이 느끼는

감정 4문항으로 총 9문항이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4> 심리적 계약위반 측정 설문항목

연번 하위항목 문항내용

1

조직

구성원의

인식

회사가 입사초기에 한 약속들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잘 지켜
지고 있다.

2 회사는 입사초기에 나에게 한 대부분의 약속을 준수하였다.

3
회사는 지금까지 나에게 한 약속들을 훌륭하게 이행해오고
있다.

4
내가 회사에 기여한 만큼 받기로 한 것들 중, 많은 부분을
아직 받지 못했다.

5
나는 회사와의 약속을 대부분 지켰지만 회사는 나에게 그러
하지 않았다.

6

조직

구성원의

감정

나는 회사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있어 ‘분노’
를 느낀다.

7
나는 회사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있어 ‘배신감’
을 느낀다.

8 회사는 ‘나와 회사 간’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

9
나는 회사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였는지에 대해 생각할 때,
매우 실망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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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인-환경 적합성

개인-환경 적합성은 조직과 조직 내 개인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주로 개인-조직 적합성과 개인-직무 적합성에 대한 개념

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 개인-조직 적합성은 자신이 가진 가치, 목표가

조직과 일치하는지, 조직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측

정하며 개인-직무 적합성은 개인이 가진 지식, 기술, 역량을 직무를 통

해 활용할 수 있는지, 자신이 맡은 직무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지에 대해 측정한다. 설문은 Saks & Ashforth(1997)가 개발하고 최용범

(2020)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개인-직무 적합성 4문항과 개인-

조직 적합성 4문항으로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5> 개인-환경 적합성 측정 설문항목

연번 하위항목 문항내용

1

개인-직무

적합성

현재 나의 직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을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2 현재 나의 직무는 내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3 현재 나의 직무는 나의 적성에 잘 맞는다.

4 현재 나의 직무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5

개인-조직

적합성

내가 속한 조직의 목표는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잘 부합한다.

6 내가 속한 조직의 성격은 나의 성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7 내가 속한 조직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준다.

8 내가 속한 조직의 운영방식은 나와 잘 맞는다.

2.3 이직의도

Mobley(1982), Meyer & Allen(1984), Iverson(1996)의 연구를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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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이직의도란 조직 구성원이 현재 조직에서 맡은 직무와 지위를 포기

하고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이직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Mobley(1982)가 개발한 5문항을 사용하였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

<표6> 이직의도 측정 문항

연번 문항내용

1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현재의 회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2 더 나은 조건의 회사가 있다면 바로 이직할 생각이 있다.

3 나는 현재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

4 나는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5 나는 종종 다른 회사의 구인광고를 검색해 본다.

2.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통제요인을 선정하고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

별, 결혼여부, 연령, 학력, 직급, 직렬, 근속년수를 사용하였다. 성별의 경

우에는 남성을 1, 여성을 2로 구분하였으며, 결혼여부는 기혼을 1, 미혼

을 2로 처리하였다. 학력은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졸이상으로 구분하고

직급은 사원/주임(6급)이하, 대리급(5급), 과장급(4급), 차장급(3급)으로

구분하였다. 직렬은 일반직(행정직), 연구직, 기타로, 근속년수는 년월수

로 수집된 자료에 월수((년수*12) + 월수)로 계산하여 처리하였다.

2.5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변수별로 4개로 구분되어 있고 문항 수는 총 29개

이다. 모든 변수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척도들을 사용하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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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으며, 설문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

까지 각 문항들에 대하여 개인의 견해를 5점 척도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

였다.

<표7> 설문지 문항 수와 출처

구분 측정변수 문항 수 출처

독립변수 심리적 계약위반 9 Robinson&Morrison(2000)

매개변수 개인-환경 적합성 8 Saks & Ashforth(1997)

종속변수 이직의도 5 Mobley(1982)

통제변수 인구통계 7

문항 수(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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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제1절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신입직원의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

개인-환경 적합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가설검증을 위해

설문지법을 활용하였다. A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404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301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응답

률 74.5%를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 누락 등 불성실 응답으로 판

단된 59부를 제외, 실제 분석에는 242부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

별, 결혼여부, 연령, 학력, 직급, 직렬, 근속년수를 설정하였다.

제2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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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19 49.2

여 123 50.8

결혼여부
기혼 37 15.3

미혼 205 84.7

연령

20세 미만 3 1.2

20세 이상 ∼ 30세 미만 142 58.7

30세 이상 ∼ 40세 미만 95 39.3

40세 이상 2 0.8

학력

고졸 26 10.7

전문대졸 2 0.8

대졸 201 83.1

대학원졸 이상 13 5.4

직급

사원/주임(6급)이하 53 21.9

대리급(5급) 129 53.3

과장급(4급) 60 24.8

차장급(3급) - -

직렬

일반직(행정직) 237 97.9

연구직 4 1.7

기타 1 0.4

근속년수

1년 미만 15 6.2

1년 이상 ∼ 2년 미만 56 23.1

2년 이상 ∼ 3년 미만 55 22.7

3년 이상 ∼ 4년 미만 25 10.3

4년 이상 ∼ 5년 미만 40 16.5

5년 이상 51 21.1

합계 242 100.0

제3절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계패키지 SPSS 23.0을 이용하여 앞서 설정한 가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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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고자 하였다. A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심리적 계약 위반, 개인-환경

적합성, 이직의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본 연구는 채택한 측정도구가

유효 변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가설검증을 실

시하였다.

먼저 실증연구의 표본에 대한 특성을 정리하기 위해 기초적인 분석으

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였고, 각 변수의 신뢰성 검증을 위

하여 Cronbach’s α값을 이용한 내적 일관성 검증방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이용하였다. 또한 각 변수 간의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기법으로는 심리적

계약위반이 개인-환경 적합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SPSS 23.0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

하여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개인-환경 적합성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3.1 신뢰도 검증

신뢰도는 동일한 대상을 반복하여 측정할 때 개념이 정확하고 일관성

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며 Cronbach’s α값을

확인하였다. Cronbach’s α값이 0.7보다 높으면 일반적으로 높은 신뢰도

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뢰도에 대한 분석결과 심리적 계약위반은

0.927, 개인-환경 적합성은 0.936, 이직의도는 0.908로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값이 0.7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할 수 있다. 각 변수별 신뢰도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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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신뢰도 검증 결과

변 수 분석 항목 수 Cronbach’s α값

심리적 계약위반 9개 .927

개인-환경 적합성 8개 .936

이직의도 5개 .908

3.2 타당도 검증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별 적

합도를 저해하거나 요인적재치가 낮은 변수별 항목들을 제외하였다. 요

인 추출방법으로는 주축 요인추출을 실시하였고, 베리멕스(varimax) 회전

을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이상인 요인과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이 0.5를 기준으로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1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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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타당도 검증 결과

변수 변수
요인

1 2 3

심리적

계약위반

심리적 계약위반_4 -.067 .799 .063

심리적 계약위반_5 -.249 .797 .206

심리적 계약위반_6 -.082 .881 .197

심리적 계약위반_7 -.111 .872 .212

심리적 계약위반_8 -.170 .812 .286

심리적 계약위반_9 -.215 .717 .380

개인-환경

적합성

개인-환경 적합성_1 .724 .023 -.213

개인-환경 적합성_2 .887 -.078 -.140

개인-환경 적합성_3 .886 -.055 -.109

개인-환경 적합성_4 .873 -.123 -.136

개인-환경 적합성_5 .762 -.227 -.208

개인-환경 적합성_6 .732 -.232 -.261

개인-환경 적합성_7 .776 -.210 -.260

개인-환경 적합성_8 .708 -.252 -.246

이직의도

이직의도_1 -.401 .297 .638

이직의도_2 -.353 .189 .713

이직의도_3 -.251 .295 .816

이직의도_4 -.167 .287 .829

이직의도_5 -.180 .174 .851

고유값(eigen value) 5.647 4.545 3.685

공통분산(%) 29.720 23.919 19.393

누적분산(%) 29.720 53.639 73.032

요인분석 결과, 심리적 계약위반은 9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타당도를

저해하여 분석에서 제외, 나머지 6개 항목이 하나의 요인으로 적재되었

다. 적재치는 0.717에서 0.881의 범위를 가지면서 전체 변량의 19.393%를

설명하고 있다. 개인-환경 적합성은 8개 설문항목이 모두 하나의 요인으

로 적재되었고 적재치는 0.708에서 0.887의 범위를 가지면서 전체 변량의

29.720%를 설명하고 있다. 이직의도는 5개 항목이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적재되었고 적재치는 0.638에서 0.851의 범위로 전체 변량의 19.39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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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변수들은 심리적 계약위반 개인-환경

적합성, 이직의도 3개 요인들로 구분되었고, 누적분산이 73.032%를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의도한 대로 타당성을 확보했다.

3.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통제변수를 포함

한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는 아래 <표11>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에는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반

영하여 통제변수 7개와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3개의 변수에 대해 분석

을 실시하였다.

<표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독립변수인 심리적 계약위반과 매개변

수인 개인-환경 적합성의 관계는 부(-)의 상관관계(r=-.389, p<0.001)를

보였으며, 개인-환경 적합성과 종속변수인 이직의도는 부(-)의 상관관계

(r=-.559, p<0.001)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는

정(+)의 상관관계(r=.565, p<0.001)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인 심리적 계약위반이 개인-환경 적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개인-환경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개인-환경 적합성의 매개효과 과정을

예측하게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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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변수간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성별 1.508 .5010 1

결혼여부 1.847 .3606 .248*** 1

연령 28.826 3.2315 -.240*** -.358*** 1

학력 2.831 .6819 .120 -.156* .397*** 1

직급 2.029 .6841 .054 -.217** .466*** .366*** 1

직렬 1.025 .1805 -.048 -.069 .057 .001 .061 1

근속년수 35.450 18.8954 -.002 -.247*** .321*** -.043 .688*** -.103 1

심리적
계약위반 2.6749 .90523 .012 -.009 .073 .062 .047 -.031 .083 1

이직의도 3.1198 .97930 -.013 .080 -.030 .003 -.129* .025 -.108 .565*** 1

개인-환경
적합성 2.9298 .84486 -.006 -.127* -.058 -.010 .039 .056 .069 -.389*** -.559*** 1

N=242, ***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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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가설의 검증

가설 1 : 심리적 계약위반은 개인-환경 적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리적 계약위반이 개인-환경 적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심리적 계약위반과 개인-환경 적합성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개인-환경 적합성

변수
모델1 모델2

표준화β계수 t값 표준화β계수 t값

통제변수

(상수) 5.285*** 6.569***

성별 -.008 -.118 -.004 -.058

결혼여부 -.150* -2.099 -.136 -2.070*

연령 -.161 -1.947 -.139 -1.829

학력 .034 .405 .069 .900

직급 .004 .034 -.039 -.389

직렬 .063 .947 .060 .974

근속년수 .089 .854 .149 1.546

독립변수
심리적
계약위반

-.393*** -6.607

R2 .038 .190

△R2 .152

F값 1.320 6.822

N=242, *** p<0.001, ** p<0.01, * p<0.05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환경 적합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

구통계학적 변수들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영향력을 통제하였으며, 심리

적 계약위반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독립변수 간

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다중공선성을 VIF값으로 확인한 결과 모두 10미

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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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2의 회귀모델에서는 심리적 계약위반이 개인-환경 적합성에 미치

는 영향력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회귀식은 p<0.001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9.0%로 나타났다(R2=.190).

또한 심리적 계약위반이 개인-환경 적합성에 대해 유의한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93, p<0.001). 즉, 심리적 계약위반이

높아질수록 개인-환경 적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1은 지

지되었다.

가설 2 : 개인-환경 적합성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환경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13>와 같다.

<표13> 개인-환경 적합성과 이직의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이직의도

변수
모델1 모델2

표준화β계수 t값 표준화β계수 t값

통제변수

(상수) 2.574* 6.313***

성별 -.021 -.301 -.026 -.442

결혼여부 .081 1.123 -.004 -.066

연령 .036 .432 -.055 -.790

학력 .068 .813 .088 1.253

직급 -.173 -1.561 -.170 -.1859

직렬 .041 .614 .077 1.378

근속년수 .026 .248 .076 .876

독립변수
개인-환경
적합성

-.565*** -10.350

R2 .026 .333

△R2 .307

F값 .906 14.543

N=242, ***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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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통계학

적 변수들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영향력을 통제하였으며, 개인-환경 적

합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유사

성을 의미하는 다중공선성을 VIF값으로 확인한 결과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델2의 회귀모델에서는 개인-환경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력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회귀식은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33.3%로 나타났다(R2=.333). 또한 개

인-환경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대해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565, p<0.001). 즉, 개인-환경 적합성이 높아질수록 이

직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2는 지지되었다.

가설 3 : 심리적 계약 위반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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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이직의도

변수
모델1 모델2

표준화β계수 t값 표준화β계수 t값

통제변수

(상수) 2.574* 1.690

성별 -.021 -.301 -.028 -.483

결혼여부 .081 1.123 .060 1.026

연령 .036 .432 .004 .060

학력 .068 .813 .016 .236

직급 -.173 -1.561 -.109 -1.209

직렬 .041 .614 .046 .843

근속년수 .026 .248 -.062 -.717

독립변수
심리적
계약위반

.576*** 10.844

R2 .026 .353

△R2 .327

F값 .906 15.887

N=242, *** p<0.001, ** p<0.01, * p<0.05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통계학

적 변수들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영향력을 통제하였으며, 심리적 계약

위반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유사

성을 의미하는 다중공선성을 VIF값으로 확인한 결과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델2의 회귀모델에서는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회귀식은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35.3%로 나타났다(R2=.353). 또한 심리

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대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76, p<0.001). 즉, 심리적 계약위반이 높아질수록 이직의도

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3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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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 개인-환경 적합성은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개인-환경 적합성

의 매개역할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단계

회귀분석 절차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독립변수를 매개변수에 회귀

시키고 독립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단계는 독립변수를 종속변

수에 회귀시키고 독립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는 독립변수

와 매개변수를 종속변수에 회귀시키고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은

2단계의 경우보다 적거나 전혀 없어야 한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오직 매

개변수를 통해서만 영향을 주는 경우 즉, 상기 3단계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

가 통제되었을 때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경우

는 완전한 매개효과(perfect mediating effect)를 갖게 된다. 반면, 매개변수와

독립변수 모두가 유의하고 독립변수 효과가 3단계 회귀분석 때에 2단계 회

귀분석 때보다 작은 경우는 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를 갖게

된다. 먼저,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개인-환경

적합성의 매개효과를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독립변수 간

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다중공선성을 VIF값으로 확인한 결과 모두 10미

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3단계 매개회

귀분석 결과는 <표1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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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3단계 매개회귀분석 결과

회귀식 1
개인-환경 적합성

회귀식 2
이직의도

회귀식 3
이직의도

표준화
β계수

t값
표준화
β계수

t값
표준화
β계수

t값

통제변수:

성별 -.004 -.058 -.028 -.483 -.029 -.566

결혼여부 -.136 -2.070* .060 1.026 .006 .122

연령 -.139 -1.829 .004 .060 -.051 -.828

학력 .069 .900 .016 .236 .044 .704

직급 -.039 -.389 -.109 -1.209 -.125 -1.536

직렬 .060 .974 .046 .843 .070 1.414

근속년수 .149 1.546 -.062 -.717 -.003 -.036

연구변수:

심리적 계약위반 -.393*** -6.607 .576*** 10.844 .421*** 8.088

개인-환경 적합성 -.396*** -7.519

R2 .190 .353 .480

△R2 .152 .327 .454

F값 6.822 15.887 23.769

N=242, *** p<0.001, ** p<0.01, * p<0.05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는 심리적 계약위반이 개인-환

경 적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393, p<0.001), 독

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1단계 조건이 충족되

었다. 2단계에서는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β=.576, p<0.0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쳐야 한다는 2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종

속변수인 이직의도에 심리적 계약위반과 개인-환경 적합성을 동시에 회

귀한 가운데 독립변수인 심리적 계약위반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421, p<.001), 매개변수인 개인-환경 적합성

도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96, p<0.001).

즉, 3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인 심리적 계약위반과 매개변수인 개인

-환경 적합성이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에 모두 유의한 효과를 가지면서, 2

단계 회귀분석 때보다 심리적 계약위반의 효과가 작아졌으므로 개인-환

경 적합성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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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개인-환경 적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였고,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로 지정하였으며, 신

뢰구간은 95%로 분석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16>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개인-환경

적합성의 매개효과

변수 β se t값 p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개인-환경 적합성)

상수 3.9011 .1567 24.8969 .0000 3.5925 4.2098

심리적 계약위반 -.3631 .0555 -6.5432 .0000 -.4725 -.2538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이직의도)

상수 3.2889 .2762 11.9095 .0000 2.7449 3.8329

심리적 계약위반 .4435 .0561 7.9061 .0000 .3320 .5540

개인-환경 적합성 -.4626 .0601 -7.6971 .0000 -.5810 -.3442

* LLCI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 ULCI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분석결과는 <표16>와 같이 심리적 계약위반은 개인-환경 적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β=-.3631, p<.001), 개인-환경 적합성은 이직의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β=-.4626, p<.001) 개인-환경 적합성이 심리

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하였다. 또한 심리적 계약위

반과 이직의도 간의 총효과는 β=.6115,(p<.001)이었으나 매개변수인 개

인-환경 적합성이 투입되면서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 간 경로의

직접효과가 β=.4435(p<.001)로 감소하여 개인-환경 적합성이 매개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심리적 계약위반이 개인-환경 적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개인-환경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점, 그

리고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간 경로의 총효과가 직접효과보다 큰

점은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개인-환경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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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은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의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표17>와 같이 부트스트랩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표17>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개인-환경 적합성의

매개효과 검증

효과 β se LLCI* ULCI**

총효과 .6115 .576 .4980 .7250

직접효과 .4435 .0561 .3330 .5540

간접효과 .1680 .0424 .0921 .2575

* LLCI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 ULCI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그림2>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개인-환경

적합성의 매개효과

***p<.001

추가로,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로 설정한 변수 간의 관계를

역으로 설정한 연구가 있어 해당 모형에 대한 헤이즈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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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개인-환경 적합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계약위반의 매개효과

변수 β se t값 p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심리적 계약위반)

상수 3.8963 .1942 20.0596 .0000 3.513 4.2789

개인-환경 적합성 -.4169 .0637 -6.5432 .0000 -.5424 -.2914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이직의도)

상수 3.2889 .2762 11.9095 .0000 2.7449 3.8329

개인-환경 적합성 -.4626 .0601 -7.6971 .0000 -.5810 -.3442

심리적 계약위반 .4435 .561 7.9061 .0000 .333 .5540

* LLCI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 ULCI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표19> 개인-환경 적합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계약위반의

매개효과 검증

효과 β se LLCI* ULCI**

총효과 -.6475 .0621 -.7698 -.5253

직접효과 -.4626 .0601 -.5810 -.3442

간접효과 -.1849 .0418 -.2727 -.1087

* LLCI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 ULCI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분석결과 표<18>과 같이 개인-환경 적합성은 심리적 계약위반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β=-.4169, p<.001), 표<19>에서처럼 개인-환경 적합

성과 이직의도 간의 총 효과가 β=-.6475(p<.001)이었으나 심리적 계약위

반이 투입되면서 개인-환경 적합성과 이직의도 간 경로의 직접효과가

β=-.4626(p<.001)로 감소하여 심리적 계약위반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환경 적합성과 이직의도의 간접효과를 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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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래핑을 활용, 검증한 결과 부트스트랩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역으로 바꾼 모형에서도 각 변수 간의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역으로 설정한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심리적 계약은 조직 내 행동

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Schein, 1980), Nicholson &

Johns(1985)는 심리적 계약의 조직 문화의 일부라고 보았으며

Rousseau(1989)는 개인 혼자서는 ‘문화’를 가질 수 없고 오히려 사회적

단위와 관련된 현상이라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종합된 심리적 계약위

반의 개념은 개인과 조직 간의 기대, 믿음과 의무 등에 관한 것이며 내

용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다. 반면, 개인-환경 적합성은 개인과 환경 간

의 특성이 적합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특성은 개인의 생물

학적, 심리적 욕구, 가치, 목표, 능력 혹은 성격을 포함하며, 환경의 특성

은 본질적 및 외부적 보상, 직무나 역할에 대한 요구, 문화적 가치 혹은

개인의 사회적 환경에 있는 다른 개인과 집단의 특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환경 적합성은 개인의 성격, 욕구 등을 넘어 조직의

문화, 특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심리적 계약위반의 개념에 비해 내

용이 상대적으로 포괄적이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심리적 계약위반과 개인-환경 적합성

의 개념 정의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계약위반이 개인-환

경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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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개인은 조직에 들어오는 순간 조직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하게 된

다.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노사 단체협약서 등 서면 상의 계약을 넘어

부서 이동을 하거나 승진을 할 때 혹은 조직 구성원간 관계 유지 등에

관해 자신이 가진 의무를 이행해야함을 지각하고 그 대가로 조직이 자신

에게 이행해야하는 의무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개인은 조

직에 속하게 되면서 자신의 가진 특성, 가치 등이 조직과 일치하는지, 조

직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지 고

려하며 또한 자신이 맡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역량, 욕구

등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느끼게 된다.

조직은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인력은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의 가치와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사람을 선

발하고 이들이 조직을 이탈하지 않고 조직에 적응하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

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고 지나친 기대감은 사내 교육 등을 통해 현실화

하여 조직의 가치와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입직원의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개인-환경 적합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즉,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신입직원들의 조직과 상호 간에 형성된

심리적 계약위반이 조직을 떠나려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과

정에서 자신의 조직과 직무의 적합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변수들의 선행 연구를 분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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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교환 이론 등 기존에 정립된 이론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 및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A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신입직원 40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301부의 설문지

를 회수, 불성실 응답으로 판단된 59부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는 242부

를 사용하였다.

설정된 4개의 가설 검증을 위해 SPSS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

저, 각 변수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측정, 변수 모두

0.9 이상의 값을 보이며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별 3개 요인으로 구분되어

적재됨을 확인,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심리적 계약

위반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개인-환경 적합성의 매개효과를 예측할

수 있었고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개인-환경 적합

성의 매개효과 확인을 위해 3단계 매개회귀분석과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 가설 검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신입직원의 심리적 계약위반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고 가설1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호 간에

체결된 의무 혹은 약속을 조직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조직 구성원이 느낄

경우 조직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황영호(2006), 유민봉 외

(2012), 유천상 & 정수진(2017), 박호현(2018), 심형인(2018) 등의 선행연

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심리적 계약위반은 개인-환경 적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채택되었다. 즉, 심리적 계약위반 정도가 높을수

록 조직 구성원은 자신의 가치, 특성 등이 조직의 그것과 적합하지 않다

고 느끼며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지식을 직무에 활용하고 맡은 직무를

통해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 Zhike Lv & Ting Xu(2016), 조태준(2018) 등의 선행연구 결과

를 지지한다.

셋째, 개인-환경 적합성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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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가설3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인석 외(2010), 김우진

(2013), 김도희 & 하규수(2016), 최강해 & 김명규(2017), 박지혜 외(2019)

등의 기존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넷째,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환경 적합

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4도 채택되었다. 개인-환

경 적합성은 두 변수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적 계약위반이 개인-환경 적합성을 매개로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커니즘을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2.1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공공기관 신입직원들이 조직과의 암묵적인 의무 이행에 대

한 계약을 맺었지만 조직이 이를 위반하여 개인이 느끼게 되는 심리적

계약위반이 조직 구성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들 관계에서 개인과 환경 적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개인-환경 적합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을 밝혔다.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와의

관계, 개인-환경 적합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기존에 많

았다. 하지만 개인-환경 적합성을 매개로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공공기관 재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불확실한 취업시장 상황과 현재 안정적인 직장을 고려할 때 조직

을 이탈하겠다는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

와는 관계없는 이유로 생계유지나 사회적 지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조

직에 남아서 본인이 맡은 직무를 지속하려 할 수 있다. 하지만 상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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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어진 의무나 계약에 대해 조직이 이행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직접적

인 이직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자신이 맡은

직무가 맞지 않지 않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조직을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적 계약위반이 조직 구성

원이 개인과 환경이 적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

고, 이를 통해 개인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이전의 연구에서 쓰이던 직무만족, 조직신뢰 등과 같은

매개변수가 아닌 사회 교환적 이론을 통해 개인-환경 적합성이라는 새

로운 매개변수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둘째, 심리적 계약위반의 연구 대상은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부

분이고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편인

데,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면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연구범위를 넓

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 심리적 계약위반을 다룬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지만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는 황영호(2006), 유민봉 외(2012), 심형인(2018) 등으로 비교적 미흡

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국내 공공

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

며,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고용환경과 경영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셋째,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적 계약위반 지각 정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기존에는 특정 직업군이나 집단에 소속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주목하

지 않은 신입직원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계약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조직은

조직의 가치와 부합하는 사람을 선발하게 되고 선발된 조직구성원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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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 조직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에

적응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조직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

자하게 되는데, 조직 구성원이 조직을 이탈하게 될 경우 이들의 이직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모집, 선발, 교육하는 등 또 다른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즉, 조직 구성원의 이탈이 많아지는 것은 조직에

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입사 후에 심리적 계약위반을 겪을 수

있는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감에 대해 정

확히 파악하여 실제 조직의 가치, 특성, 비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

하고 조직 내 직무에 대해 교육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신입직

원과 이미 조직에 다니고 있던 재직자(선배)간에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신입직원들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계약위반

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체 구성원들 간의 심리적 계약 수

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공공부문에서도 이직의도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고용 안정

성을 대표적인 특성으로 가지는 공공부문에서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는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고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기관으로 거시적 관점에

서 정책 실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직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시사한 이직의도 관리의 중요성을 지지함과 동시에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공공부문에서도 이직의도 관리가 중요성을 제

시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전술한 것과 같이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A공공기관의 신입직원

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에 일반화하여 적

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다양한 공공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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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설문지 응답은 자기보고식 설문응답으로 동일한 응답자로부터

모든 설문항목에 대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의 문제가 있

을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답자별

로 문항을 달리 하여 측정하여야할 것이다.

셋째, 설문을 통해 데이터 수집을 했기 때문에 개인의 복잡하고 심오

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질적인 방법을 통해 어떠한 이유와 과정으로 심리적 계약위반을 경험

했는지, 입사 당시에 조직 구성원이 제공한 대가 혹은 성과를 위한 노력

등이 설문을 진행할 당시 조직원의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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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Person-Environment Fit

on the Relationship of New Employees’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and Turnover

Intention: Focusing on A public institution

Nam, Ye-Seul

Nowadays, many young people still depend on their parents because

they cannot afford to be financially independent from their parents

even after they graduate from university and become adults. Youth

unemployment is a big social problem, and the recent spread of the

COVID-19 which has brought about a global pandemic, has made the

job market tight and tough. In the unstable job market, young people

prefer to work at public institutions and government departments

which guarantee job security and finally enter the institutions in the

intense competition After joined the company, new employees expect

to get some compensation from their organization for their efforts and

commitment.

However, public institutions cannot be free from public opinion or

government policies such as fair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and

ethical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 These changes may result in

higher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but employees who joined

with expectations of job security, guaranteed salary and rel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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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labor intensity experience environment change and think that

the company violated the promise established between the

organization and them.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is the

employee’s perception regarding the extent to which the organization

has failed to fulfill its promises or obligations.

The concept of Fit means the degree that employee fit with their

job and environment. Because individuals think and act under the

influence of their organization, if the employees recognize the

violation of psychological contract, it has negative impacts on their

behavior or attitude. That is, in the unstable and continuous change

of environments more than they expected, employee will recognize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and that their characteristics or values

do not match the organization. Also, they may think that the specific

knowledge and attitude required by their organization do not fit their

own.

If the employees feel that their job and organization are not

suitable for them, the intention to quit the job may increase. From

the organization's perspective, departure of employees can be

problems because it takes a lot of money and time to select and

adapt new workers and also can be a burden of remaining employees

in the organiz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person-environment fit on the relationship of new employees’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and turnover intention. Based upon

preceding studies, hypotheses were set up and to verify these 242

questionnaires from new employees working for A public institution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ew employees'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had a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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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n turnover intention. Second,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for person-environment fit. Third,

person-environment fit had negative impact on turnover intention.

Fourth, person-environment fit media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and turnover intention.

This study discuss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s well as

limitations and also offere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person-environment fit,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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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가 회사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계약위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일치하거나 혹은 가깝다고 생각되시는 해당란에 ‘V’ 또는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회사가 입사초기에 한 약속들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다. 

➀ ➁ ➂ ➃ ➄

2
회사는 입사초기에 나에게 한 
대부분의 약속을 준수하였다. 

➀ ➁ ➂ ➃ ➄

3
회사는 지금까지 나에게 한 약속들을 
훌륭하게 이행해오고 있다. 

➀ ➁ ➂ ➃ ➄

4
내가 회사에 기여한 만큼 받기로 한 
것들 중, 많은 부분을 아직 받지 
못했다. 

➀ ➁ ➂ ➃ ➄

5
나는 회사와의 약속을 대부분 
지켰지만 회사는 나에게 그러하지 
않았다. 

➀ ➁ ➂ ➃ ➄

6
나는 회사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있어 ‘분노’를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7
나는 회사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있어 ‘배신감’을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8
회사는 ‘나와 회사 간’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 

➀ ➁ ➂ ➃ ➄

9
나는 회사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였는지에 대해 생각할 때, 
매우 실망감을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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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개인과 직장에 대한 개인-환경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일치하

거나 혹은 가깝다고 생각되시는 해당란에 ‘V’ 또는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나의 직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을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➀ ➁ ➂ ➃ ➄

2
현재 나의 직무는 내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➀ ➁ ➂ ➃ ➄

3
현재 나의 직무는 나의 적성에 잘 
맞는다.

➀ ➁ ➂ ➃ ➄

4
현재 나의 직무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➀ ➁ ➂ ➃ ➄

5
내가 속한 조직의 목표는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잘 부합한다. 

➀ ➁ ➂ ➃ ➄

6
내가 속한 조직의 성격은 나의 성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7
내가 속한 조직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준다. 

➀ ➁ ➂ ➃ ➄

8
내가 속한 조직의 운영방식은 나와 잘 
맞는다.

➀ ➁ ➂ ➃ ➄

Ⅲ. 다음은 귀하가 느끼는 이직의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일치하거나 혹은 가깝

다고 생각되시는 해당란에 ‘V’ 또는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현재의 
회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➀ ➁ ➂ ➃ ➄

2
더 나은 조건의 회사가 있다면 바로 
이직할 생각이 있다. 

➀ ➁ ➂ ➃ ➄

3
나는 현재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 

➀ ➁ ➂ ➃ ➄

4
나는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➀ ➁ ➂ ➃ ➄

5
나는 종종 다른 회사의 구인광고를 
검색해 본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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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일치하거나 혹은 가깝

다고 생각되시는 해당란에 ‘V’ 또는 ‘O’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설문내용

성별 ① 남 ② 여

결혼여부 ① 기혼 ② 미혼

연령 만 (     )세  

학력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직급
① 사원/주임(6급)이하 ② 대리급(5급) 

③ 과장급(4급)        ④ 차장급(3급)        

직렬 ① 일반직(행정직) ② 연구직 ③ 기타

근속년수 (     )년 (     )개월

지금까지 본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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