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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전 세계는 COVID-19로 인해 의료계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전

염병 예방 등 가중되는 업무로 고통 받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직무과부하는 현대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직무과부하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

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단순히 사회적 정당성 획득을 위한 또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수

단이 아니라 조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국내 일반기업 종사 근로자들로부터 세 시점에

걸쳐 수집된 총 356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기법을 활용하여

각 변수들 간의 통합적 관계 모형을 설정하고 그 접학도를 확인함으로써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직무과부하는 일의 의미, 이직의

도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조 모형 분석 결과 직무과부하는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의 의미에는 부

(-)의 영향을 관계를 나타냈다. 일의 의미는 직무과부하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다. 또한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도가 직무과부하가 일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력에 조절효과를 나

타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긍정조직학 관점에서 직무과부하와 이직의도 사

이에서 일의 의미의 긍정적 매개효과와 직무과부하와 일의 의미 관계에

서 조직 수준의 조절변수인 CSR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가진다. 또한, CSR 수행의 당위성을 실증하

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이 존재한다.

주제어 : 직무과부하, 이직의도, 일의 의미, 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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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최근 COVID-19로 인해 의료계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감염병 예방

을 위한 추가적인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은행원, 경찰,

배송기사, 공무원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이 과부하된 업무로 고통

받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한,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이 MZ세대(20～30대) 남녀 2,708명을 대상으로 ‘가장 입사하기 싫

은 기업’ 유형을 조사한 결과 ‘야근·주말 출근 등 초과근무 많은 기

업’(31.5%)과 ‘업무량 대비 연봉이 낮은 기업’(23.5%)이 각각 1위와 2위

에 올랐다(조선일보, 2020). 이러한 현상은 직무과부하의 개념으로 설명

될 수 있는데, 직무과부하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어진 시간 내에 요

구되는 일이 과도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Caplan & Jones,

1975). 직무과부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 및 태도 그리고 행동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직무과부하는 직무

에 대한 만족이나 직장생활 전반에 걸친 만족을 감소시키며(Kadushin &

Kulys, 1995; Grundeld, Zitzeisberger, Coristine, Whelan, Aspelund, &

Evans, 2005), 조직을 이탈하게끔 하는 이직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Jex, Beehr, & Roberts, 1992; Wefald, Smith, Savastano, &

Downey, 2008).

직무과부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및 그 작동기제에 관한 연구

들은 적지 않지만, 선행연구들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측면들이 아직

존재한다. 첫째, 긍정조직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직무과부하가 구성원들

의 긍정성을 떨어트려서 결국 이직의도를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직무과부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직무과부하

가 가진 악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절변인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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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 예를 들어 Jex, Beehr, & Roberts(1992)는 구성원이 조직의

지원을 느낄 때 직무과부하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처전략(Yip et al.,

2008), 업무경험(Jones et al., 2007), 정치기술(Perrewé et al., 2005), 동

료의 사회적 지원(Beehr et al., 2000), 직무다양성(Singh, 1998) 등 직무

과부하의 악영향을 줄이는 개인 수준의 조절변수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

루어지고 있는 반면, 집단 및 조직 수준의 조절변수에 대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개인 수준의 연구도 의미가 있지만 개인은 조

직이라는 환경에 배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직무과부하를

조절하는 조직수준의 거시적 변수를 찾는 것은 필요하다. 셋째, 방법론적

관점에서 기존 연구들은 대개 횡단연구 자료를 사용했다. 횡단연구 자료

는 동일방법편의에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단적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는 직무과부하가 일의 의미를 매개로 이직의도를 높일 것임을 밝힐 것이

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직무과부하가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소진과

직무긴장,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집

중했다(Demerouti, Bakker, De Boer, & Schaufeli, 2003; Bolino, &

Turnley, 2005; Perrewé et al., 2005; Chen, Lin, & Lien, 201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긍정조직학 관점에서 대표적 변인인 일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긍정조직학이란 조직과 조직 구성원들의 부정적

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과정(processes), 특성(attributes), 결과물

(outcomes)에 주안점을 두고 이미 알려져 있는 조직현상들에 대해 새롭

게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무과부하

와 이직의도 사이에서 긍정적 매개변인을 밝혀내는 작업은 필요하다. 일

의 의미란 조직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 가지는 일반적인 믿

음, 가치관, 태도(Nord, Brief, Atieh, & Doherty, 1988)에서부터 그들의

일의 심리적 경험과 의의(Wrzesniewski, Dutton, & Debebe, 2003)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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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곤 한다. 일의 의미는 조직동일시, 직무만족,

직원참여, 조직헌신, 조직시민행동 등 조직 구성원의 긍정적 태도와 행동

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sso, Dekas, &

Wrzesniewski, 2010; Wrzesniewski, & Dutton, 2001; Bunderson, &

Thompson, 2009; Cardador, Dane, & Pratt, 2011; May, Gilson, &

Harter, 2004; Wrzesniewski, McCauley, Rozin, & Schwartz, 1997).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하 CSR)이라는 조직

수준의 변인이 직무과부하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일 것임을 밝힐 것이

다. CSR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론으

로서 Carroll(1979)은 CSR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사회가 기업에 가

지고 있는 경제적, 윤리적, 법적, 자선적 기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 CSR은 기업의 전략적 측면과 함께 조직구성원의 정체성, 헌신 등 태

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rmeli et al., 2007;

Jones, 2010; Lin, Lyau, Tsai, Chen, & Chiu, 2010; Sully de Luque et

al., 2008; Glavas & Piderit, 2009; Aguinis & Glavas, 2012). 예를 들어

조직이 CSR을 많이 수행하면 그 기업에 속한 조직원들이 직무과부하를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과부하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은, 조직이 사

회적 책임을 다할 때 조직구성원이 느낄 수 있는 자부심, 일의 의미, 만

족감 등으로 상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조직이 CSR을 거의

수행하지 않으면 직무과부하를 많이 느끼는 구성원들은 조직이 자랑스럽

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의 의미를 느낄 기회도 거의 없

을 것이다. 그 결과 직무과부하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직무과부하가 일의 의미를

거쳐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동시에 CSR에 의해 조절된

일의 의미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직무과부하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긍정조직학 관점에서 조사한다. 둘째, 조직 수준의 변수인 CSR이 구성

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것이다. 셋째, 방법론적 관점에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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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356

명 이상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세 시점에 걸쳐 각각 수집한 자료를 가지

고 실증적으로 뒷밤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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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및 가설

제1절 직무과부하와 이직의도

본 연구에서는 직무과부하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안한

다(Jex, Beehr, & Roberts, 1992; Wefald, Smith, Savastano, & Downey,

2008). 직무과부하란 직무요구(job demand)의 하위 구성개념으로

(Karasek, 1979),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어진 시간 내에 요구되는 일이

과도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Caplan & Jones, 1975). 직무과부하

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대다수 연구들이 직무과부하로 인

한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정서적 영향에 대해 실증했다. 직무과부하는

조직 구성원의 스트레스와 긴장 유발, 자부심, 자신감 및 동기부여 저하,

소진 등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하였다(Perrewé et al., 2005; Pearson,

2008; Yip, Rowlinson & Siu, 2008; Ahmad, 2010). 조직 측면에서 직무

과부하는 이직의도를 높이며 직무만족과 직무열의, 조직몰입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Hang-Yue, Foley, & Loi, 2005;

Chen, Lin, & Lien, 2011).

한편, 이직의도란 조직 구성원이 현 조직을 떠날 의도로 다른 조직과 직

업을 찾으며 이직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Harpert, 2013).

실질적인 이직과 이직의도 사이에 개념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직은

의도를 통해서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계획된 행동 이론(Ajzen,

1991)에 의해 두 개념 사이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Griffeth, Hom & Gaertner, 2000; Steel & Ovalle, 1984).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이직의도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Allen, & Meyer, 1990; Iverson, 1993; Tett & Meyer, 1993; Harpert,

2013).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임금수준(Price & Mueller, 1981), 보상 및

평가시스템(Aryee, Budhwar, & Chen, 2002), 개인적 특성(Abel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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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singer, 1984; Terborg & Lee, 1984), 경영자에 대한 신뢰(Morgan &

Hunt, 1994)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조직 구성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밝혀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직 구성원의 의직의도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직무과부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과도한 직무요구는 일-가정 갈등, 감정적 탈진, 번아웃, 심

리적 압박 등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Matthews et al., 2014;

Gurbuz et al., 2013; Ahmad, 2010; Yip et al., 2008; Beehr et al., 2000),

직무과부하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영향은 결국 조직 구성원의 이직의도

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Chen, Lin, & Lien, 2011; Hang-yue et al., 2005).

가설 1 : 직무과부하는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2절 직무과부하와 일의 의미

본 연구에서는 직무과부하가 일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안

한다. 일의 의미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심리적 관점을 사용하여

일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업무 경험과 상호 작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 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가정했다(Baumeister, 1991; Brief &

Nord, 1990; Wrzesniewski et al., 2003). 이러한 가정 하에서 일의 의미

란 조직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 가지는 일반적인 믿음, 가치

관, 태도(Nord, Brief, Atieh, & Doherty, 1990)에서부터 그들의 일의 심

리적 경험과 의의(Wrzesniewski, Dutton, & Debebe, 2003)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게 정의되곤 한다. 삶에서 일이 점점 더 중요한 영역이 되고

(Rapaport & Bailyn, 1998), 조직 구성원들이 일을 통해 더 많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기대함에 따라(Casey, 1995)

일의 의미에 대한 학문적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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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의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유능감(competency), 그리고 자긍심(self-esteem) 등이 일의 의미에 영향

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Baumeister & Vohs, 2002;

Gecas, 1991; Grant, 2007; Grant et al., 2007; Rosso et al., 2010;

Wrzesniewski & Dutton, 2001). 예를 들어, 구성원들이 자신이 조직과

동료들에게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는 효능감을 느끼면 일의 의미를 경험한다(Cardador, 2009; Grant, 2007;

Rosso et al., 2010). 또한 구성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성공적

으로 해결하면서 성장하는데, 이 때 경험하는 유능감(Masten & Reed,

2002; Spreitzer, Sutcliffe, Dutton, Sonenshein, & Grant, 2005)과 자긍심

(Gecas, 1991)이 일의 의미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 어떻

게 일의 의미를 발견하는 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직무과부하를 통해 개인이 어떻게 일의 의미를 상

실하는 지에 대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직무과부하 상태에서 조직 구성원은 스트레스와 긴장, 자부심, 자신감

및 동기부여 저하, 소진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Perrewé

et al., 2005; Pearson, 2008; Yip, Rowlinson & Siu, 2008; Ahmad,

2010). 또한 개인에게 부과된 과업이 한계 이상으로 요구되어 개인의 직

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Gurbuz, Turunc & Celik,

2013).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무과부하로 인해 조

직 구성원들은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

해 구성원들이 경험했던 자기 효능감과 유능감, 자긍심 또한 감소하거나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무과부하의 부정

적인 영향력이 일의 의미의 긍정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제안한다.

가설 2 : 직무과부하는 일의 의미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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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의 의미와 이직의도

최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단순히 수입을 얻는 수단이나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이 되길 원하며(Steger, Dik, & Duffy, 2012), 자신이 하

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려 하고 있다(Sverko & Vizek-Vidovic, 1995).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일의 의미는 그들이 직장에서 일어나

는 다양한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조직 내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그

들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Rosso,

Dekas, & Wrzesniewski, 2010; Wrzesniewski, & Dutton, 2001). 또한

일의 의미는 직무 만족(Wrzesniewski et al., 1997), 직무몰입(May,

Gilson, & Harter, 2004), 내재적 동기(Rosso, Dekas, & Wrzesniewski,

2010; Oldham, Hackman, & Pearce, 1976; Thomas, & Velthouse, 1990)

와 같은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인식은 개인의 긍정적

인 감정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Ryan, & Deci, 2000; Lazarus,

1991).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 구성원이 그들의 일이 가치 있는 행동이라

고 여길 수 있도록, 직장에서 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의 의미는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긍정적

인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다(Eisenberger, Cummings,

Armeli, & Lynch, 1997; Rhoades, Eisenberger, & Armeli, 2001).

그런데 조직 구성원들이 일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조직이다. 소속된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구성원들은 일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

문에 일의 의미를 경험한 구성원들은 조직으로부터 의미 있는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 받는다고 인식할 것이다. 이로 인해 그들은 조직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는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조직

에 보답해야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Eisenberger,

Armeli, Rexwinkel, Lynch, & Rhoades, 2001), 그들의 사회-심리적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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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충족시켜줌으로써(Armeli, Eisenberger, Fasolo, & Lynch, 1998) 조직

에 계속해서 잔류하게 만들 것이다.

이상에서의 논의와 같이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일의 의미를 느낌

으로써 더 많은 조직 지원 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을 경

험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 교환 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의해 증

진된 조직 지원 인식은 조직에 보답해야 한다는 지각된 의무감(felt

obligation)을 느끼게 만든다(Eisenberger, Huntington, Hutchison, &

Sowa, 1986; Rhoades et al., 2001). 이렇게 만들어진 지각된 의무감에

의해 구성원들은 조직에 계속해서 잔류하고 싶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일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떻

게 될까? 구성원들이 일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직무만족, 내재

적 동기 등 다양한 긍정적인 감정 또한 느끼지 못하게 되고 본질적으로

개인이 일을 하는 의미를 잃게 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인식

하는 일의 의미는 개인이 조직을 이탈하려고 하는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일의 의미는 이직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4절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

이상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직무과부하, 일의 의미, 그리고 이직 의도

에 대한 논의들을 종합해봤을 때, 직무과부하가 일의 의미를 감소시키고

이렇게 감소된 일의 의미는 이직 의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긍정조직학 관점에서 직무과부하는 일의 의미라는 긍정성을 감소

시키고, 약화된 일의 의미로 인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일의 의미가 직무과부하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매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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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일의 의미는 직무과부하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제5절 CSR의 조절효과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직무과부하가 일의 의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직무과부하

와 일의 의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

문에 앞서 언급한 이론적, 경험적 연관성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성립되

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 중, 본 연구에서는 CSR이 직무과

부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CSR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1960년대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다. CSR

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Carroll(1979)은 CSR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사회가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윤리적, 자선적, 법적 기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

였다. 기존의 CSR 연구들은 대개 전략, 마케팅, 재무 등의 학문 영역에

서 조직수준을 분석단위로 삼는 거시 수준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Aguinis & Glavas, 2012; Devinney, 2009). 그 결과로 개인수준을 분석

단위로 삼은 CSR의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충분치 않

은 실정이다(Williams, Aguilera, Rupp, & Ganapathi, 2007; Aguinis &

Glavas, 2012; Muller, Spiess, Hattrup & Lin-Hi, 2012). 실제로 CSR을

행위하는 주체는 구성원들이며 구성원들이 조직의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

에서(Harrison, Roth, & Newman, 2006; Judge, Bono, Thoresen, &

Patton, 2001; Zajac & Mathieu, 1990; Meyer & Allen, 1997), CSR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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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접근을 통해 구성원들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필요하다. 일부

개인 수준에서 접근한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CSR은 조직동일시

(Carmeli et al., 2007), 조직시민행동(Jones, 2010; Lin, Lyan, Tsai,

Chen, & Chiu, 2010; Sully de Luque et al., 2008), 조직 잔류(Jones,

2010), 직원몰입(Glavas & Piderit, 2009), 직원헌신(Maignan, Ferrell, &

Hult, 1999), 창의적 참여(Glavas & Piderit, 2009), 회사의 매력도

(Greening & Turban, 2000; Turban & Greening, 1997) 등 조직구성원

의 정체성, 헌신 등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Carmeli et al., 2007; Jones, 2010; Lin, Lyau, Tsai, Chen, & Chiu, 2010; Sully

de Luque et al., 2008; Glavas & Piderit, 2009; Aguinis & Glavas, 2012).

이상에서의 논의를 종합해보았을 때, 조직이 CSR을 많이 수행하면 조

직 구성원들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 사회적 사명을 수행

하는 기업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을 경험하게 된다(Dutton et al., 1994).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구성원들의 효능감(efficacy), 자긍심

(self-esteem) 등을 높임으로써 더 큰 일의 의미를 느끼게 할 수 있다

(Baumeister & Vohs, 2002; Gecas, 1991; Grant, 2007; Grant, Campbell,

Chen, Cottone, Lapedis, & Lee, 2007; Rosso et al., 2010; Wrzesniewski

& Dutton, 2001).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들은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과부

하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조직이 CSR을 거의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구성원들은 조직이 자

랑스럽지도 않으며 자신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인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의 의미를 느낄 기회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 결과 구성

원들이 직무과부하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가설 5 : CSR은 직무과부하와 일의 의미 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나타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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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직무과부하(work overload)가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 속에서 일의 의미(meaning of

work)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직무과부하가

일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력이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수행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직무과부하를 독립변수, 이직의도를 종속변수,

일의 의미를 매개변수, CSR을 조절변수로 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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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일반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횡단 연구(cross-sectional

research)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 시점에 걸쳐 각각 응답을 확보

하였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점에서 각각 770명과 550명이 응답하였

으며 최종적으로 세 시점 모두 응답한 인원은 총 356명이었다. 최종 356

명의 자료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세 번의 설문조사를 5-6주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각 시점에서 2-3일에 걸쳐서 시스템을 개방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표 1>에서 살펴보면 남성이 184명(51.7%), 여성이

172명(48.3%)이었다. 연령대는 20세～29세가 50명(14.0%), 30세～39세가

124명(34.8%), 40세～49세가 123명(34.6%), 50세～59세가 59명(16.6%)으

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30명(8.4%), 전문대졸이 66명

(18.6%), 대졸 218명(61.2%), 대학원졸이 42명(11.8%)로 나타났다. 근속

연수는 2년 미만이 74명(20.8%), 2년 이상～5년 미만이 91명(25.5%), 5년

이상～10년 미만 71명(20.0%), 10년 이상～15년 미만 53명(14.9%), 15년

이상～20년 미만 37명(10.4%), 20년 이상은 30명(8.4%)로 나타났다. 직급

은 사원 84명(23.6%), 대리 77명(21.6%), 과장 83명(23.3%), 차장 36명

(10.2%), 부장 47명(13.2%), 임원 및 기타 29명(8.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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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내 용 빈 도 비율(%)

성별
남성 184 51.7

여성 172 48.3

연령

20~29세 50 14.0

30~39세 124 34.8

40~49세 123 34.6

50~59세 59 16.6

학력

고졸이하 30 8.4

전문대졸 66 18.6

대졸 218 61.2

대학원졸 42 11.8

근속연수

2년 미만 74 20.8

2~5년 미만 91 25.5

5~10년 미만 71 20.0

10~15년 미만 53 14.9

15~20년 미만 37 10.4

20년 이상 30 8.4

직급

사원 84 23.6

대리 77 21.6

과장 83 23.3

차장 36 10.2

부장 47 13.2

임원 및 기타 29 8.1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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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직무과부하를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설정하고

일의 의미를 매개변수(mediation variable)로 CSR을 조절변수(moderated

variable)로 이직의도를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설정하였다. 모

든 변수들은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

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

하였다. 시점별로 서로 다른 응답자에게 데이터를 수집하여 동일방법편

의에 의한 오류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 직무과부하

직무과부하는 시간적 측면에서 구성원들에게 부여된 업무가 지나치게

많다는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 정도를 의미한다. 직무과부하는 세 개의

시점 중 첫 번째 시점에서 근무시간과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는 Beehr,

Taber, & Walsh(1976), Cousins et al.(2004)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최병

권(2013)이 활용한 직무과부하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다’, ‘나에게 요구된 일의 양이

너무 많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

다’, ‘나는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나는 달성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 마감 시간이 촉박하다’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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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SR

CSR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책임(perceiv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으로 정의하여 측정하였

다.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지각된 CSR이 조직 몰입, 조직 동일시 등 조

직 내 주요 변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Kim,

Lee, & Kim, 2010; Brammer et al., 2007; Peterson, 2004; Turker,

2009). 직무과부하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시점에서, 지각된 CSR을 측정

하기 위해서 Turker와 그의 동료들(2009)이 개발한 12개 문항을 활용하

였다. 이들은 CSR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4가지(환경, 사회, 직원, 고

객)를 선택하여 각 항목별 3개의 문항을 개발했다.

첫 번째 ‘환경’ 항목은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에 참여한다’,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자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미

래 세대들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사회’ 항목은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사회의 안녕(행복)을 증

진시키기 위한 캠페인이나 프로젝트들에 참여(기여)한다’, ‘내가 속한 회

사(조직)는 공익을 위한 사회 단체나 자선 단체에 기부금을 낸다’,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직원’ 항목은 ‘내가 속한 회사(조직)의 정책

은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경력을 개발하도록 격려한다’, ‘내가 속

한 회사(조직)의 경영진은 임직원들의 욕구들과 필요들에 관심이 많다’,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임직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네 번째 ‘고객’ 항목은 ‘내가 속한 회사(조직)

는 고객들에게 제품들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내

가 속한 회사(조직)는 단순히 법적 요구 조건(기준)들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객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고객을 만족키시는 것은 우리 회

사(조직)에 매우 중요하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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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의 의미

두 번째 시점에서 일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Bunderson &

Thompson(2009)의 문항과 Wrzesniewski와 그의 동료들(1997)이 개발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했다.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하는 일을 선택할 것이

다’, ‘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의미 있고 중요하다’, ‘내가 하는

일은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한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이다’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일의 의미의 핵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나

타내고 있어 위 5문항을 선택하였다(Wrzesniewski, McCauley, Rozin, &

Schwartz, 1997; Bunderson, & Thompson, 2009).

4. 이직의도

이직의도란 개인이 가까운 미래에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고 조

직을 떠나려는 의도를 의미한다(Allen & Meyer, 1990; Vandenberg &

Nelson, 1999). 마지막 세 번째 시점에서 이직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Konovsky & Cropanzano(1991)가 개발한 문항을 사용했다. ‘귀하께서는

얼마나 종종 현재 직장을 그만 두시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가

능하다면, 귀하께서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십니

까?’, ‘귀하께서는 다음 일년 안에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

을 구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크십니까?’로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이직의도가 구성원들의 실제 이직을 효과적으로 예측해

주는 변수로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도를 이직의 대

체변수로 사용하였다(Griffeth et al., 2000; Cable & Judg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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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문 항 수 출 처

직무과부하 5개
Cousins et al.(2004)

Beehr et al.(1976)

이직의도 3개 Konovsky & Cropanzano(1991)

일의 의미 5개
Bunderson & Thompson.(2009)

Wrzesniewski et al.(1997)

CSR

환경

12개 Turker et al.(2009)
사회

직원

고객

통제변수 5개

합계 30개

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직무과부하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 속에서 일의 의미와

CSR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있어, 각 변수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되는 통제요인을 선정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

수, 직급 등 5개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성별은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남성은 0, 여성은 1로 설정하였다. 연령은

20세 이상～30세 미만은 1, 30세 이상～40세 미만은 2, 40세 이상～50세

미만은 3, 50세 이상～60세 미만은 4로 설정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

업 이하는 1, 전문대학 졸업은 2, 대학교 졸업은 3, 대학원 졸업 이상은

4로 설정하였다. 근속연수는 2년 미만이 1, 2년 이상～5년 미만이 2, 5년

이상～10년 미만이 3, 10년 이상～15년 미만이 4, 15년 이상～20년 미만

이 5, 20년 이상이 6이다. 직급은 사원은 1, 대리는 2, 과장은 3, 차장은

4, 부장은 5, 임원 및 기타는 6으로 설정하였다.

6. 설문지 구성

<표 2>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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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제1절 분석방법

본 연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3.0과 AMOS 22.0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변수별 조사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ronbach’s α값을 통해 변수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연령, 성별, 학력

등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직급, 근속연수 등 응답자의 일반

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중 설문문항이 비

교적 많은 변수에 대해서는 척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연속적인

정규분포화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항목묶음(item parceling) 방식을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1. 신뢰도 측정

신뢰도 측정을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값이 0.7 이상이면 양호한 신뢰도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뢰도 분석결과 직무과부하는 0.922, 이직의도는 0.881, 일의

의미는 0.883, CSR은 0.898로 나타나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값이 0.7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는 <표 3>과 같

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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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변 수 항목 수 Cronbach’s α값

직무과부하 5 0.922

이직의도 3 0.881

일의 의미 5 0.883

CSR 12 0.898

2. 타당성 검증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들의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EFA)과 확인적 요인 분석(CFA)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의 요인추출방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회전방

식은 직접 오블린민(direct oblimin)방식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0이상인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

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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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측정항목

요인
1 2 3 4

직무과부하

Overload_Q1 -.076 .854 .206 -.089

Overload_Q2 -.084 .838 .204 -.115

Overload_Q3 -.073 .887 .143 -.120

Overload_Q4 -.114 .781 .170 -.157

Overload_Q5 -.078 .838 .194 -.140

이직의도

TI_Q1 -.261 .261 .774 -.400

TI_Q2 -.246 .210 .878 -.333

TI_Q3 -.197 .181 .878 -.323

일의 의미

MOW_Q1 .262 -.174 -.306 .813

MOW_Q2 .292 -.140 -.336 .670

MOW_Q3 .298 -.116 -.261 .812

MOW_Q4 .313 -.060 -.265 .784

MOW_Q5 .304 -.117 -.328 .812

CSR

환경

CSR_Q1 .658 -.022 -.118 .198

CSR_Q2 .676 -.029 -.122 .237

CSR_Q3 .756 .019 -.121 .260

지역사회

CSR_Q4 .723 -.051 -.171 .226

CSR_Q5 .589 -.011 -.143 .126

CSR_Q6 .718 -.099 -.210 .267

직원

CSR_Q7 .712 -.136 -.163 .308

CSR_Q8 .694 -.117 -.232 .272

CSR_Q9 .708 -.126 -.266 .302

고객

CSR_Q10 .587 -.168 -.124 .330

CSR_Q11 .619 -.134 -.140 .308

CSR_Q12 .373 -.156 -.064 .279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검증결과

이후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은 설계된 요인구조를 실제로 수집된 자

료에 적용하여 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요인분석이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최종적

으로 <표 5>와 같이 구조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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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측정항목

요인

표준요인

적재치
S.E C.R AVE

직무과부하

Overload_Q1 .869 -

.913 .679

Overload_Q2 .868 .051

Overload_Q3 .891 .049

Overload_Q4 .736 .056

Overload_Q5 .797 .051

이직의도

TI_Q1 .793 -

.853 .660TI_Q2 .879 .062

TI_Q3 .869 .069

일의 의미

MOW_Q1 .809 -

.896 .633

MOW_Q2 .686 .074

MOW_Q3 .799 .060

MOW_Q4 .786 .062

MOW_Q5 .822 .062

CSR

환경

CSR_Q1 .830 -

.847 .586

CSR_Q2 .871 .067

CSR_Q3 .667 .062

지역사회

CSR_Q4 .758 -

CSR_Q5 .728 .088

CSR_Q6 .847 .083

직원

CSR_Q7 .736 -

CSR_Q8 .793 .073

CSR_Q9 .920 .081

고객

CSR_Q10 .798 -

CSR_Q11 .802 .082

CSR_Q12 .644 .075

측정모델

적합도

χ2 = 194.231 (df = 110, p < 0.001), RMSEA =

0.046, RMR = 0.038, GFI = 0.939, AGFI =0.915,

NFI = 0.947, IFI = 0.976, TLI = 0.971, CFI = 0.976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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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 df CFI TLI RMSEA △χ2

1요인 1,592.355 116 0.584 0.512 0.189 -

2요인 1,041.052 115 0.739 0.691 0.151 551.303

3요인 806.976 113 0.804 0.764 0.132 234.076

4요인 194.231 110 0.976 0.971 0.046 612.745

확인적 요인 분석 검증 결과 표준요인 적재치가 0.5 이상으로 나타나

고 있으므로 집중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균분산추출(AVE)와

개념신뢰도(C.R) 값을 계산한 결과 각각 0.5와 0.7를 상회하였으며, 평균

분산추출 값이 각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높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

항이 각각의 요인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카이스퀘어 차이 검증(chi-square difference

test)을 <표 6>과 같이 실시하여 4개 요인을 사용한 연구모형이 간명성

(parsimony)을 극대화하는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6> 카이자승(χ2) 차이 검증결과

최종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χ2 = 194.231 (df = 110, p < 0.001),

RMSEA = 0.046, RMR = 0.038, GFI = 0.939, AGFI = 0.915, NFI =

0.947, CFI = 0.976, IFI = 0.976, TLI = 0.971 이다. RMR 값 0.5 이하,

RMSEA 값 0.1이하로 나타났고 AGFI, NFI, GFI, CFI, IFI, TLI 값 모두

0.9를 상회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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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해 <표 7>와 같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제변인 5개와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

된 4개 변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제변수 중 성별은 더미변수로

변환한 후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직무과부하와 종속변수인 이직의도(0.235, P<0.01)와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확인 했으며, 매개변수인 일의 의

미(-.123, P<0.05), 조절변수인 CSR(-.101, P<0.1)과는 부(-)의 상관관계

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매개변수인 일의 의미와 조절변수인

CSR(0.352, P<0.01), 종속변수인 이직의도(-.404, P<0.01)간에는 각각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 부(-)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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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 성별 1.48 .500 - 　 　 　 　 　 　

2. 연령 2.54 .929 -.438** - 　 　 　 　 　

3. 학력 2.76 .766 -.121* .060 - 　 　 　 　 　 　

4. 근속연수 7.60 7.394 -.253** .528** .051 - 　 　 　 　 　

5. 직급 2.92 1.589 -.402** .437** .207** .322** - 　 　 　 　

6. 직무과부하 2.79 .881 -.131* .095 -.032 .077 .025 - 　 　 　

7. 이직의도 3.03 1.035 .139** -.218** .002 -.168** -.102 .235** - 　 　

8. 일의 의미 3.23 .780 -.132* .173** .162** .122* .233** -.123* -.404** - 　

9. CSR 3.28 .654 -.151** .272** .107* .196** .148** -.101 -.262** .352** -

주1) N=356,
*
P<0.05,

**
P<0.01, ***p<0.001(양측)

주2) 1. 성별 : 더미변수 남성(0), 여성(1), 2. 연령대 : 20∼29세(1), 30∼39세(2), 40∼49세(3), 50∼59세(4), 3. 학력 : 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졸 이상(4),

4. 근속연수 : 2년 미만(1), 2∼5년 미만(2), 5∼10년 미만(3), 10∼15년 미만(4), 15∼20년 미만(5), 20년 이상(6), 5. 직급 : 사원급(1), 대리급(2), 과장급(3), 차장급(4),

부장급(5), 임원 및 기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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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구조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

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 모형 이외에 가능한 대안 모형은 1

개이며, 그 두 모형들이 내재된(nested) 관계였기에 이를 비교하기 위해

카이자승(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인 모든 경로

가 연결된 불완전 매개 모형을 기준으로, 하나의 경로가 제거된 완전 매

개 모형과 비교한 후, 두 모형 중 우세한 모형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불완전 매개 모형 1과 완전 매개 모형 2를 비교할 때, χ2 변화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다면 불완전 매개 모형이 더 적합함을 나타낸다. 반대로 χ2

변화가 유의하지 않은 통계 값을 나타낸다면 완전 매개 모형이 더 적합

하다는 의미이다. 각 모형을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하였고, <표

8>에서 각 모형들의 카이제곱 값과 적합도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그림 3> 대안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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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 df CFI TLI RMSEA △χ2

1 229.866 136 0.971 0.963 0.044
16.456

2 246.322 137 0.966 0.957 0.047

주1) 모형 1 : 불완전매개모형, 모형 2 : 완전매개모형

<표 8> 대안 모형의 적합도 비교

대안 모형의 적합도 비교 결과 불완전 매개 모형 1이 더 우수한 모형

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χ2 = 229.866

(df = 136, N = 356, p < 0.001), RMSEA = 0.044, RMR = 0.169, GFI =

0.937, AGFI = 0.913, NFI = 0.932, IFI = 0.971, TLI = 0.963, CFI =

0.971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가설 검증

1. 직무과부하와 이직의도, 일의 의미의 관계

가설 1에서 직무과부하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설 2는 직무과부하가 일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

리고 가설 3은 일의 의미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설 1, 2, 3의 검증결과는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9**

.221***

-.405***

-.112*

<그림 4> 최종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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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분석해 보면, 직무과부하(β=0.221, p<0.001)는 이직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된

직무과부하와 이직의도의 정(+)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

설 1은 채택되었다. 두 번째로 직무과부하(β=-.112, p<0.05)는 일의 의미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된 직무과부하와 일의 의미의 부(-)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세 번째로 일의 의미(β=-.405, p<0.001)는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관계 분

석을 통해 확인된 일의 의미과 이직의도의 부(-)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2.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유의성 분석

가설 4에 제시한 직무과부하와 이직의도 사이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

다. 이 기법은 매개 효과 검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간접효과의 표준오차

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신뢰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

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한다(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에서는 Amos 22.0을 사용하여 ‘직무과부하-일의 의미-이

직의도’로 이어지는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Hayes 등

(2011)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 최소 5,000번 이상의 부트스트래핑 표집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 95%의 신뢰구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접효과 유의성

분석 결과는 <표 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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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추정치 S.E
95%신뢰구간

(Percentile-based bootstrap)

하한 상한

직무과부하→

일의 의미→이직의도
0.055 0.044 0.010 0.111

주) 부트스트랩 표집은 5,000번, 부트스트랩 추정치는 표준화된 자료임

<표 9> 부트스트랩핑 결과

결과를 보면 신뢰구간에서 ‘0’이 포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무과부

하는 일의 의미를 매개로 하여 이직의도로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3. CSR의 조절효과

가설 5에서 제시한 직무과부하와 일의 의미 간의 관계에서 CSR의 조

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직무과부하와 CSR의 상호작용항의 평균중심화

(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평균중심화된 변수는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Browne, Kemp, & Snelgar, 2003).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직무

과부하와 CSR의 상호작용이 일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

의(β=0.139, p<0.01)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직무과부하와 일의 의미

사이에서 CSR의 조절효과를 검증할 수 있으므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상호작용 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5]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많이 수행한다고 인

식하는 집단의 경우 일의 의미를 많이 느끼게 됨에 따라 이직의도가 감

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정도 인식이 낮은 집단의 경우 일의

의미가 감소함에 따라, 이직의도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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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SR의 조절효과(직무과부하-일의 의미)

제4절 가설 검증결과 요약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 <표 10>와 같다.

<표 10>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구 분 가설의 내용 결과

가설1
직무과부하는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직무과부하는 일의 의미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일의 의미는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일의 의미는 직무과부하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5
CSR은 직무과부하와 일의 의미 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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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요약

선행연구를 토대로 직무과부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일의 의미

의 매개효과, CSR의 조절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

다. 실증연구를 위해 국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3일부터 11

월 16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일방법편의에 의한 오류

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변인에 대한 설문을 3번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회

수한 35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프로그램 SPSS 23.0와 AMO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과부하는 이직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

구와 일치하는 것으로(Jex, Beehr, & Roberts, 1992; Wefald, A. J.,

Smith, M. R., Savastano, T. C., & Downey, R. G, 2008), 직무과부하

상태의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과

부하가 일의 의미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과

부하 상태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력으

로 인해 일의 의미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일의 의미는 이직의

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의 의미를 얻지 못했

거나, 잃어버린 조직 구성원일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짐을 유추할 수 있다.

넷째, 일의 의미가 직무과부하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과부하는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고, 매개변수인 일의 의미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

내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

과부하를 느끼는 구성원들은 일의 의미를 느끼기 어렵게 되거나, 잃어버

리게 되고 그 영향력으로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SR은 직무과부하와 일의 의미의 부(-)의 관계를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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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직무과부하 상태에서 조직이 CSR을 많이 수

행한다고 인식하는 구성원들은 낮은 구성원들에 비해 일의 의미를 더 많

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CSR의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일의 의미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직무과부하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실증하였으며, 특히 이들 관계 속에서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CSR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직무과부하가 조직 구성원의

일의 의미와 이직의도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지각된

CSR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2절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과부하

에 대한 논의를 긍정조직학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발전시켰다. 기존의 직

무과부하 연구들은 대개 직무과부하가 가진 악영향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조직을 이탈하려고 하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연구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과부하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을 떨어트려

서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긍정조직학의

대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의 의미를 매개변수로 채택하여 조직 내

작동기제(mechanism)을 검증함으로써, 직무과부하에 대한 논의를 보다

정교하게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직무과부하와 일의 의미 간의 관

계 속에서 CSR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조직 구성원이 속

해 있는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많이 수행한다고 인식할 경우, 그들의 직

무과부하 상태에서 파생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상쇄될 수 있다. 이는

조직 내 직무분석의 중요성을 일깨움과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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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는 과부하된 직무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이 처해 있는 부

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관리자들에게 실무적인 함의

를 제공한다. 첫째, 구성원들의 조직 이탈 의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인식하는 일의 의미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의 직무과부하가 일의 의미를 매개로 이직의도로 연결된다는 결과에

따라, ‘일의 의미’ 수준이 구성원들이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

내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이다.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일

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조직에 계속 잔류하고 싶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개인이 일의 의미를 발견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둘째, CSR은 기업이 단순히 지켜야 하는 ‘의무’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김병직,

2014). 개인이 속한 기업이 CSR을 많이 수행한다고 인식하게 됨으로써

개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의미와 가치를 지각하게 되고, 이는 더

많은 조직에 대한 헌신, 애착 등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긍정

적인 인식·태도 등이 조직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통해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

키려는 시도는 기업의 더 큰 성과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 행위인 셈

이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CSR을 사회적 정당성 획득을 위한 또는 사회

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장치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조직에 미

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CSR을 수행해야 하는 실무적

당위성을 제시한다.

제3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1.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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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이론적 실무적 함의점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요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직무과부하를 측

정하기 위해서 Cousins 등(2004)과 Beehr, Walsh, 그리고 Taber(1976)의

측정도구에서 제시된 모든 문항을 사용하지는 못하였다(최병권, 2013).

둘째, 설문 응답 방식의 한계점으로 연구에 활용된 설문 조사는 응답자

의 자기 보고(self-report)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응답의 자기 보고

는 실제 행동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동료들의 보

고나 제 3자의 행동 관찰 등의 자료를 추가로 수집함으로써 한계점을 보

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설문조사의 한계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일

반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무작위추출방식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따라서 특정 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

석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구분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

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타당한 가치임에는 여지가

없지만, 조직 구성원이 지각하는 CSR은 국가적·문화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문화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영향력에 따른 한계점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2. 결론

이상의 연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CSR과 직무과부하, 일의

의미와의 영향력을 실증함으로써 이론적 및 방법론적 관점에서 CSR 연

구범위를 확장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때,

구성원들의 직무와 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로 인해 조직은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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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Job Overload on Turnover

Intention :

Role of Meaning of Work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Yun-Seok, Hwang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world has suffered from covid-19, which has

led to increased work, including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n all areas, including the medical community. Since before the

Corona Crisis, the task division remains a challenge that must be

addressed continuously in modern society. The study looked at the

positive impa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s a factor that could mitigate the negative impact of job

overload. Through this, we wanted to state that the performa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an be an act not merely to achieve

social legitimacy or to avoid social condemnation, but to expand the

positive influence on the organization.

The total of 356 data was collected by three times from workers

engaged in domestic general enterprises for research and verification.

Applying a structural formula technique to verify the hypothesis set

up an integrated relationship model between each variable and

confirmed its suitability. Correlation analysis showed a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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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between job overload and the meaning of work and

turnover intention. Structural model analysis showed that job over

load has an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and the meaning of work.

The meaning of work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overload

and turnover intent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degre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erceived by the members represents

a controll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job overload on the meaning of

work.

Thus, this study has a theoretical implication in that it was actually

confirmed the effect of the mediation of the meaning of work

relationship between job overload and turnover intention and the

moderation of the CSR between job overload and meaning of work

from an positive histological point. In addition, there are prac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has been a real-world effect of CSR performing.

Keywords : Job Overload, Turnover Intention, Meaning of Work,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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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설문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관련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

태도,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경험이나 태도는 독특하며 그 자

체로 소중하기 때문에 옳거나 그른 답은 없으며, 익명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여러

분께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시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께서 대답하신 내용은 상기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질문지의 작성에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약 10～12분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조직 내 행

복 증진을 위한 귀중한 자료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심 성의껏

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설문지 예제

아래의 예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항예제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① ② ③ ④ ⑤

위의 문항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①에, 완전히 동의하면 ⑤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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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래 문항들을 잘 읽어 주시고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부탁드

립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자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미래 세대들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사회의 안녕(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캠페인이나 프로젝트들에 
참여(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공익을 위한 사회 
단체나 자선 단체에 기부금을 낸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속한 회사(조직)의 정책은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경력을 계발하도록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속한 회사(조직)의 경영진은 임직원들의 
욕구들과 필요들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임직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고객들에게 제품들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속한 회사(조직)는 단순히 법적 요구 
조건(기준)들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객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 회사(조직)에 
매우 중요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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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 요구된 일의 양이 너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 마감 시간이 
촉박하다. ① ② ③ ④ ⑤

Ⅱ. 아래 문항들을 잘 읽어 주시고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부탁드

립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Ⅲ. 아래 문항들을 잘 읽어 주시고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부탁드

립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하는 일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의미 있고 중요
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하는 일은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
드는데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하는 일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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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아래 문항들을 잘 읽어 주시고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부탁드

립니다.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귀하께서는 얼마나 종종 현재 직장을 그만 두시
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만약 가능하다면, 귀하게서는 새로운 직장을 구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께서는 다음 일년 안에 현재의 직장을 그만
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크
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 문항은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항 목 구  분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  령
① 20세 이상~30세 미만   ② 30세 이상~40세 미만   

③ 40세 이상~50세 미만   ④ 50세 이상~60세 미만

3. 학  력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4. 근속연수
① 2년 미만  ② 2년 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15년 미만  ⑤ 15년 이상~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5. 직  급
① 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      ⑥ 임원 및 기타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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