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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한국경영자총협회 2016년)결과로 신입사원

1년 이내 퇴사율이 27.7%로 2014년 조사결과(25.2%)보다 2.5% 증가하였다. 특히 신

입사원 조기퇴사의 가장 큰 이유는 '조직·직무적응 실패'(49.1%)로 조사되었다.

즉, 자신의 일이 적성에 잘 맞지 않고, 조직과의 적합성이 낮을수록 회사에 대해

이직하려는 의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을수록

업무에 대한 열의가 높고 개인-조직 적합성이 높은 직원일수록 업무에 몰두하고 자

부심이 넘치며, 활력이 넘치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영

업 인력, 비서, 공공기관 종사자등의 직종에서 적합성, 직무열의 및 이직의도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동 논문은 36개월 이하 대졸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를 통해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직무열의가 개인-직무 적합성 및 개인-조직 적합성, 이직의

도와의 상관관계에서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개인-조직 적합성과 직무열의는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매개회귀 분석 결과 개인-조직 적합성과 이직의도라는 두 변수

사이에서 직무열의가 부분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본 시사점은 Person-Job Fit 개념이 서양의 직무 중심주의의

채용, 관리 환경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만 한국에서는 직무 순환, 배치전환 등으로

개인-조직 적합성이 직무열의와 이직의도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제조업의 대졸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율 및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

서 또는 신입사원의 채용과정에서 개인-조직 적합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시켰다

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개인-직무 적합성, 개인-조직 적합성, 직무열의,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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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 청년실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7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

면 청년 실업률 9.9%로 4년째 사상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청년 체감실업률을

의미하는 고용보조지표3 또한 21.6%로 관련 통계가 나온 2015년 이후 역대 최고수

준이다.

또한,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율이 증가로 인해 인력수급문제는 더 부각되고 있다.

최근 2016년과 2014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한국경영자총협회 2016년) 신입사원

1년 이내 퇴사율이 27.7%로 2014년 조사결과(25.2%)보다 2.5% 증가하였다.

이처럼 증가하는 신입사원 조기퇴사의 가장 큰 원인인 '조직·직무적응 실패

'(49.1%) 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 및 조직 심리학

에서 말하는 개인-환경 적합성 중 한 영역인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

성 개념(심윤희·유태용, 2009)의 측면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조직에 대한 개인의 적합성과 직무에 대한 개인의 적합성은 기업이 필

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신입사원 개인의 직무 및 조직의 적응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직무 적

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적합성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에 관련된 특성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 관련한 특성이 조직이 가

지고 있는 직무나 조직 특성과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적합성은 조

직에서의 신입사원이 직무 내에서 적응하고 수행활동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

며, 또한 다양한 형태의 직무 태도 및 조직 관련 태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중요한 분석요인이다(최보인·장철희·권석균, 2011).

또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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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일에 몰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몰입과 열의를 높

이기 위해 최근 긍정심리학 측면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직무열의가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직무열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업무 몰입을 높이며 조직을 위해 의기투

합하고 이직의도를 줄일 수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직무열의를 개인-

직무 적합성 및 개인-조직 적합성의 새로운 변인으로 규명하고 이직의도에 영향성

을 검증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신입사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증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기관의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검증된 자료 및 단행본 등의

문헌 연구를 토대로 국내‧외의 선행연구 결과를 수집‧정리하기로 한다. 수집된 자

료를 바탕으로 개인-직무 적합성, 개인-조직 적합성, 직무열의 및 이직의도의 개념

정리를 한다. 그리고 개인-직무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조직 적

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를 전개한다. 또한 직무열의가 개인-직

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 효과를 하는

지 논의한다.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개인-직무 적합성, 개인-조직 적합성, 직무열의

및 이직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도식화한 연구 모형을 제시하기로 한다. 아울러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한 가설을 설정하기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서론으로서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과 선행연구로서 개인-직무 적합성, 개인-조직 적합성, 직무열의 및 이직의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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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선행연구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제3

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연구가설의 설정과

더불어 이론적 논의로부터 도출된 변수들을 조작적 정의하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

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

고, 제시된 가설들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그리고 연구 가설들의 검증결

과들을 토대로 해석 및 함의를 제시하고 해석한다.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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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제1절 개인-직무 적합성

ASA(Attraction–Selection–Attrition)이론을 통해 적합성 개념이 갖는 중요성을

설명 할 수 있다(Schneider, 1987). 어떤 조직이나 직무에 매력(attraction)을 느낀

사람이 그 직무나 조직에 지원하게 되고, 이들 중 조직과 적합성이 높은 사람이 선

발(selection)되며, 조직 사회화 이후 직무나 조직에 적응 하지 못한 사람은 퇴출

(attrition)되는 과정을 겪는다는 이론이다(최보인·장철희·권석균, 2011). 적합성은 이

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이 조직에 속해 적응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조직의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성과 및 가치창출을 이루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적합성에 관한 연구는 개인-조직 적합성과 개인-직무 적합성의 두 개념을 중심으

로 전개되어 왔다. Lauver와 Kristof-Brown(2001)은 구성원들이 개인과 직무 적합

성과 개인과 조직 적합성을 구별하여 지각한다고 하였다. 그 외의 대인관계에 관한

적합성으로 동료와 개인 간의 적합성인 개인-동료 적합성(Person-Peer Fit)과 상사

와 개인 간의 적합성인 개인-상사 적합성(Person-Supervisor Fit)이 있다. 개인-직

무, 조직, 동료, 상사 적합성 총 4개의 적합성을 개인-환경 적합성이라 통칭하며 관

련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조직 혹은 직무와의 적합성이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대인간 적합성 보다

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인이 직무를 선택 또는 이직을 하는 경우, 조직이 구성

원의 채용 또는 전환배치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조직 및 직무와의 적합성이 대인간

적합성 보다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에 선행 연구들 역시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최보인·장철희·권석균, 2011).

개인-직무 적합성의 정의는 직무가 개인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과 개인이 직

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의 둘 사이에서의 일치 정도이다(Caldwell & O’Rei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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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또 개인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는 능력, 지능, 기술과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

지능, 기술과의 적합한 정도와 개인의 적성, 선호도, 바라고 있는 욕구 등과 해당

직무가 제공해주고 있는 내·외적인 보상간의 조화라고 정의하였다(Edwards, 1991

& Kristof, 1996).

개인-직무 적합성은 일반적으로 요구-능력 적합성(demand-ability fit)과 욕구-공

급 적합성(need-supply fit)으로 분류된다(Edward, 1991). Cable & DeRue(2002)의

연구에서도 욕구-공급 적합성과 요구-능력 적합성은 그 성격이 매우 다를 것이라

예상하고, 이 두 가지를 개인-직무 적합성의 하위차원으로 보았다. 요구-능력 적합

성은 개인의 능력, 지식, 기술 등이 그의 직무 요구나 요건 조건에 적합 하는 정도

이고, 욕구-공급 적합성은 개인의 가치, 열망, 욕구 등이 직무에 의해 충족되는 정

도를 뜻한다(Edward, 1991).

욕구-공급 적합성의 관점에서는 직무가 개인의 선호, 욕구, 욕망 등을 충족시킬

때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다고 하는 반면, 요구-능력 적합성의 관점에서는 개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 지능, 기술을 지니고 있을 때 개

인-직무 적합성이 높다고 한다(심윤희·유태용, 2009).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무몰입과 이직의도 등의 다양한 결과변수에 영향을 끼친

다. 특히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다(최

명옥·유태용, 2005). 또한 지각된 개인-조직 적합성은 직무에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

어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Scroggins, 2008). 이인석·

백종훈·전무경(2010)의 연구에서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도 높아지는 긍정의 영향을 주는 반면 이직의도는 낮아지는 부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개인-직무 적합성 및 개인-조직 적

합성이 자발적 이직의도 사이에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지혜·

김종인, 2013). 또한 김태성·허찬영(2012)의 연구에서도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무만

족 및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

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에 관해 개인-조직 적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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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양지혜·김종인, 2013). 또한 개인-환경 적

합성이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며, 양지혜·김종인(2013)과 다르게

개인-직무 적합성, 개인 조직 적합성 순으로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오태곤,

2013).

한편 제약영업 인력을 대상으로 한 차재빈·류가연·이훈영(2013)의 연구는 기존 선

행연구와 달리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을수록 규모가 더 큰 회사로 이직하여 경력을 쌓고자하

고 개인-직무 적합성이 낮은 경우, 개인의 특성이 직무와 적합하지 않더라도 경제

적,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경력직이나 신입으로 직무를 전환하고자하는 이직의도가

낮다는 심리적인 요소가 작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강성수·이택호(2013)의 연구에서도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비정규직의 경우는 직무에 대해 적합할수록 경력자로서 정규직으로

이직하기를 희망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효진(2012)의 연구에서도 개인-직무

적합성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개인

의 능력보다는 팀조직의 형태와 팀워크를 중요하는 조직문화를 강조하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 특성이 영향을 주었음을 고찰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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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인-직무 적합성에 관한 선행연구

종속

변수
선행연구 영향관계 직군

이

직

의

도

Lauver & Kristof-Brown(2001) (-)

Cable & DeRue(2002) 욕구-공급 적합성(x)

최명옥·유태용(2005) (-)

Scroggins(2008) (-)

이인석·백종훈·전무경(2010) (-) 은행및백화점직원

최보인·장철희·권석균(2011)
욕구-공급 적합성(-)
요구-능력 적합성(x)

주효진(2012) (x)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

김태성·허찬영(2012) (-) KTX기장

양지혜·김종인(2013) (-) 비서

오태곤(2013) (-) 경찰관

김우진(2013) (-) 호텔기업

차재빈·류가연·이훈영(2013) (+) 제약영업인력

강성수·이택호(2013) (+) 비정규직

조운상·정재윤·박경원(2015) 부분채택(-) 사회적 기업인력

이종호(2016) (-) 항공사 승무원

김동희·하규수(2016) (x) 보험설계사

직

무

열

의

심윤희·유태용(2009) (+)

허창구·신강현(2012) (+) 대기업 구성원

정리나(2014) (+) 대기업 구성원

호민·곽원준(2016) (+) 중국인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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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인-조직 적합성

개인-조직 적합성 연구는 Lewin(1938)의 장의 이론에서 시초하여 업무적응이론이

구체화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 적합성 연구들에서 개인-조직 적합성은 가치 측면

의 적합성으로 정의되었다. Tom(1971)은 개인이 직장을 찾을 때 자신의 가치관과

유사한 가치체계를 보유한 조직을 선호하여 선택한다고 하였다. Chatman(1989)은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과 조직의 가치와의 일치하는 정도를 개인-조직 적합

성으로 정의하였다. Cable & Judge(1996) 또한 개인과 조직간 가치의 일치 여부에

따라 조직을 선택하게 되고 일탈하지 않는다고 정의하며 개인과 조직의 일치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Rynes와 Gerhart(1990)는 개인-조직 적합성에 대한 정의의 불

명확성과 선행연구들 간에 그 정의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Kristof-Brown et al.,(2005)을 비롯한 여러 연구들에서 개인-조직 적합성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고, 다소 광범위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였

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개인-조직 적합성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구분은 개인-조직 적합성을 보완적합성

(complementary fit)과 유사적합성(supplementary fit)으로 구분한 것이다(Kristof,

1996) 유사적합성은 개인이 동일 조직 내의 다른 개인이 갖는 특성과 유사한 특성

을 보충해주거나, 혹은 그러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조직과의 적합성을 이루는

것(Muchinsky & Monahan, 1987)을 의미하며, 보완적합성은 조직이 보다 효율적이

기 위해 특정유형의 개인을 필요로 할 때, 개인의 특성이 그 조직의 특성을 완성하

거나 혹은 보완하기 때문에 이루는 적합성(Muchinsky & Monahan, 1987)을 의미한

다. 즉, 유사적합성은 개인이 조직의 가치, 목표, 문화, 성격 요소들에 대하여 느끼

는 유사성과 관련하여 적합성을 파악하는 것이며, 보완적합성은 개인과 조직이 서

로 간에 필요의 관점에서 적합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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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점은 필요 관점의 적합성을 보다 세분화한 것으로 개인-직무 적합성과

마찬가지로 조직 환경에서의 요구-능력 적합성(demands-abilities fit)과 욕구-충족

적합성(needs-supplies fit)으로 구분하는 것이다(Caplan, 1987; Kristof, 1996). 요구-

능력 적합성은 조직의 입장에서 조직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이 그

것을 제공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욕구-충족 적합성은 개인

의 입장에서 개인의 욕구에 대하여 조직이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개인-조직 적합성을 가치 적합성으로만 한정시켜 정의하지 않고

개인과 조직 사이에서 한 쪽이 다른 쪽에서 요구 하는 것을 제공한다거나 기본적이

며 유사하게 판단되는 특성을 공유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하

였다(Kristof, 1996). 조직의 경우 전통적 문화, 풍토, 가치, 목표, 규범 등의 요소이

며, 개인측면에서는 가치, 목표, 성격, 태도 등의 요소이다. 즉, 포괄적 차원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조직자체 및 조직 비전과 목표, 부서 및 부서의 목표, 리더, 상사, 고객

등으로 대상을 다양화하면서 개인과의 적합성을 적용하였다(Edwards & Billsberry,

2010; Lauver & Kristof-Brown, 2001).

본 연구에서는 개인-조직 적합성을 Kristof(1996)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조직의

가치, 목표, 규범, 분위기 등이 개인의 고유한 가치, 목표, 성격 등과 일치 또는 유

사한 정도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는 주로 조직효과성을 결과변수로 하는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

서 개인-조직 적합성은 조직몰입에 가장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명옥·유태용,

2005; Silva, N. D., A. Thoman, L. Mayoral, & M. Yoshihara, 2002). 또한 이인석·

백종훈·전무경(2010)의 연구에서 개인-조직 적합성 역시 개인-직무 적합성과 유사

하게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이직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보인·장철희·권석균(2011)의 연구에서 개인-조직 적합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직무 적합성보다 직무만족에 더 큰 영

향을 미치며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직의도와 관련하여 Lauver & Kristof-Brown(2001)의 연구에서는 개인-조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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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이 개인-직무 적합성 보다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하였으며, 선

행연구(양지혜·김종인, 2013; 주효진, 2012)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개인-직무 적합

성에 비해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영향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다양

한 직군에서 선행연구가 이루어 졌는데 은행 및 백화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인

석·백종훈·전무경(2010)의 연구를 비롯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효진(2012)의 연구, KTX기장을 대상으로 한 김태성·허찬영(2012)의 연구,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오태곤(2013)의 연구, 호텔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김우진

(2013)의 연구, 비서직을 대상으로 한 양지혜·김종인(2013)의 연구, 비정규직 종사자

를 대상으로 한 강성수·이택호(2013)의 연구, 사회적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운

상·정재윤·박경원(2015)의 연구 및 보험설계사 영업 인력을 중심으로 한 김동희·하

규수(2016)의 연구에서도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하였다. 다만 제약 영업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차재빈·류가연·이훈영(2013)의

연구와 항공사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종호(2016)의 연구에서는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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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개인-조직 적합성에 관한 선행연구

종속변수 선행연구
영향

관계
직군

이직의도

Chatman(1991) (-)

O'Reilly, Chatman & Caldwell(1991) (-)

Cable & Judge(1996) (-)

Lauver & Kristof-Brown(2001) (-)

Cable & DeRue (2002) (-)

최명옥·유태용(2005) (-)

이인석·백종훈·전무경(2010) (-) 은행및백화점직원

최보인·장철희·권석균(2011) (-)

주효진(2012) (-)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

김태성·허찬영(2012) (-) KTX기장

오태곤(2013) (-) 경찰관

김우진(2013) (-) 호텔기업

양지혜·김종인(2013) (-) 비서

차재빈·류가연·이훈영(2013) (x) 제약영업인력

강성수·이택호(2013) (-) 비정규직

조운상·정재윤·박경원(2015) (-) 사회적기업인력

이종호(2016) (x) 항공사 승무원

김동희·하규수(2016) (-) 영업인력

직무열의
오창택(2013) (+) 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

정리나(2014) (x) 대기업 구성원

제3절 직무열의

Kahn(1990)의 연구에서 직무열의는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육체적,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라고 처음으

로 소개되었다. 조직구성원이 직무역할에 완전히 몰입하거나 직무성과에 주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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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이고 집중할 때 직무열의의 심리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개인의 심리 상

태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직무담당자가 직무열의를 갖고 이를 높이기 위해서 직무에

대해 의미를 가지고 있고(meaningfulness), 안정을 취하며(safety), 가용 할 수 있는

(availability)상태의 심리 상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다(Kahn, 1990).

직무열의는 직무소진(job burnout)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연구되어 왔다. 직무소

진은 정서적 고갈(exhaustion), 냉소(cynicism), 무능감(ineffectiveness)의 세 가지의

부정적 구성요소로 정의되는 반면, 직무열의는 작업과 관련된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며 이는 하위요소인 활력(vigor), 헌신(dedication), 몰두

(absorption)인 세 가지의 긍정적인 요소로 구성된다(Schaufeli & Bakker, 2004;

Schaufeli, Bakker, & Salanova, 2006). 활력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높은 수준의 정신적 회복력을 가지며 업무에 노력을 하는 의지와 어려운

상황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신이란 주어진 업무에 적극

적인 자세로 업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며 도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몰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완전히 집중하여 무아경(無我境)의 상태로

써 업무와 자신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를 말한다(Schaufeli & Bakker,

2004).

특히 최근 긍정심리학의 출현으로 산업 및 조직심리학과 조직행동 분야에서도 직

무열의의 긍정성이 강조되고 있고, 긍정심리학 측면에서 구성원의 직무열의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Schaufeli & Salovona, 2006; 오아라,

2013). 연구자들은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조직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Seligman, 2002; Luthans, 2002). 그

결과 직무열의가 조직에 긍정적인 결과 및 성과를 증대시키는데 매우 의미 있는 변

수로써 선행변수 및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직무열의

는 Schaufeli et al(2002)이 직무열의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한 이후 그 연구가 가

속화 되고 있다.

직무열의는 주로 매개효과로써 연구되었다. 그 중에서 이직의도를 결과변수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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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로는 풀 서비스 레스토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오서경·윤혜현(2014)의 연

구를 비롯하여 1급 응급 구조사를 대상으로 한 박제성·조근자(2015)의 연구, 감정노

동을 주 업무로 하는 창업보육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김남기·전기흥·이종관

(2015)의 연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유신애(2016)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재무·박용성(2017)의 연구가 있는데 직무열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표 3> 직무열의에 관한 선행연구

종속변수 선행연구
영향

관계
직군

이직의도

오서경·윤혜현(2014) (-) 풀서비스레스토랑종사자

박제성·조근자(2015) (-) 1급 응급 구조사

김남기·전기흥·이종관(2015) (-) 창업보육센터 종사자

유신애(2016) (-) 영업사원

이재무·박용성(2017) (-) 보육교사

제4절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조직에 속한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나 업무를 포기하고 이탈하

고자 하는 결심이다. 또한 이직이라는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직의도의 개념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직에 대하여 Mobley(1982)는 조직 내에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구성원이 자의로

조직으로부터 역할을 이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Price(1977)의 연구

에서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이직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광의의 개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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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직이란 사회 구성원으로써 특정조직의 경계를 넘어오거나 가는 이동경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직 내 전출, 퇴직, 승진, 강등 등의 모든 이동이 포함된다. 이

직을 협의의 개념에서 보면 조직 구성원에서 신분을 벗어나는 이동으로 정의하였으

며, 이는 속해 있는 조직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

였다(황규선, 2010).

하지만 이직 연구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제 이직자 연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

측 변수인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로 가름한다(윤혜미·노필순, 2013). 이직 의도란 개

인이 실행 및 이행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직에 대한 생각, 경향 및 태도를 의미한다.

Meyer와 Allen(1984)에 따르면 이직의도는 조직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속해 있는

직장을 떠나려고 하는 결심이나 의도 정도로 정의하였다. Vandenberg(1999)는 빠른

시일 안에 영원히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확률을 주관적으로 가늠하는 정도라고 정

의하였다. 나아가 McDuff(2000)는 직장뿐만 아니라 직업(직무) 자체를 포기하고자

하는 의사를 포함한 개념으로 선행 연구보다 의미를 확대하여 정의하였다.

이러한 이직의도는 자발적과 비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이직과 달리, 조직구성

원으로서의 자격과 해택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 의지의 정도

로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크게 개인·직무적 요소, 조직·구조적 요소

및 인구 통계적 요소를 들 수 있다(이만기, 2013).

이러한 이직의도는 이직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이기에 경영자의 입장에서 근로

자들의 잔류 또는 이직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

다. 이를 통해 근로자로 하여금 잔류토록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미래 인력변화

의 수요를 예측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이직의도 연구는 중요하다

(김영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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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3년 이하 대졸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울산지역의 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인터넷 온라인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개인-직무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과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독립변수

로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이 있으며 매개변수로는 직무열의, 그리

고 종속변수로 이직의도가 있다. 추가적으로 두 적합성이 직무열의와 연계되어 매

개 역할을 하고 있음 증명하기 위해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 및 정리하여 <그림 1>과 같

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개인-직무 적합성

개인-조직 적합성

직무 열의 이직의도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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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가설의 설정

1. 개인-직무 적합성 및 개인-조직 적합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먼저 개인-직무 적합성 및 개인-조직 적합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이다. 심

윤희·유태용(2009)의 연구에서 개인-직무 적합성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의미성, 유능성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허창구·신강현

(2012)의 연구에서 주효과 분석에서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무탈진을 감소시키는 반

면 직무열의를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직무 적합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LMX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나(2014)의 연구에서는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무열

의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부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개인-직무 적합성이 직무열의에 정(+)의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동료 직무열의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호민·곽원준,

2016). 이에 본 연구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열의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설을 설정하였다.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열의의 관계에 대한 선행조사는 다수가 있는 반면 개인-

조직 적합성과 직무열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오창택(2013)

의 연구에서 개인-조직 적합성이 직무열의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정리나

(2014)의 연구에서는 개인-조직 적합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오창택(2013)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무열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개인-조직 적합성은 직무열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직무열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열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2010년 이후 활발히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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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풀 서비스 레스토랑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직무열의는 이직의도

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오서경·윤혜현, 2014), 1급 응급 구조사를 대상으

로 한 박제성·조근자(2015)의 연구에서 직무열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창업보육센터 매니저들을 구성으로 김남기·전

기흥·이종관,(2015)의 연구에서도 직무열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직무열의와 이직의도의 구

조적관계를 분석한 유신애(2016)의 연구에서도 직무열의가 이직의도에 부정적 영향

을 준다고 하였다. 보육교사의 직무요구 및 직무자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재무·박용성, 2017)의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무

열의가 이직의도에 부적(-)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선

행연구와 동일하게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직무열의는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개인-직무 적합성 및 개인-직무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이 학회에 소개된 이 후로 이직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실증연구(Lauver &

Kristof-Brown2001)에서 개인-직무 적합성과 이직의도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으

며 개인-조직 적합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도 부(-)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실증연구에서도 개인-직무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명옥·

유태용(2005)의 연구에서 개인-직무 적합성 및 개인-조직 적합성은 이직의도에 부

적(-) 영향을 미치며 개인-조직 적합성이 개인-직무 적합성 보다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이 더 크다는 선행연구(Lauver & Kristof-Brown2001)와 달리 개인-직무 적

합성이 이직의도를 더 잘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18 -

특히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은 개인-환경 적합성으로 개인-상사

적합성, 개인-동료 적합성등과 함께 결과변수로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되

었다. 은행 및 백화점 종업원을 대상으로 개인-환경 적합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 이인석·백종훈·전무경(2010)의 연구에서는 개인-직무 적합성 및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TX기장을 대상

으로 개인-환경 적합성이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태성·허찬영, 2012)에서도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은 이직의도

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개인-동료 적합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오태곤(2013)의 연구에서도 개인-환경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개인-

직무 적합성, 개인-조직 적합성, 개인-동료 적합성, 개인-상사 적합성의 순으로 나

타났다. 호텔기업 종사자를 연구대상으로 한 김우진(2013)의 연구에서도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와 갖는 관계에서 부(-)의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종호(2016)의 연구에서는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준다는 김우진(2013)의 연구와 달리 개인-직

무 적합성만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인-조직 적합성은 이직의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 인력을

대상으로 한 조운상·정재윤·박경원(2015)의 연구에서는 개인-조직 적합성과 이직의

도와의 관계는 부(-)의 관계를 갖지만 개인-직무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주는 영향에

서 부(-)의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부분 채택되었다. 또한 동일 직무에서도 이직의

도와의 갖는 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조운상·정재윤·박경원(2015)의 연구

와 김동희·하규수(2016)의 연구를 예를 들 수 있다. 보험설계 영업 인력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동희·하규수(2016)의 연구에서 개인-직무 적합성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개인-조직 적합성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차재빈·류가연·이훈영(2013)의 연구의 경우 제약 영

업 인력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개인-직무 적합성 및 개인-조직 적합성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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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도가 높아지는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비서에 대한 이직의도 연구(양지혜·김종인, 2013),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강성수·이택호, 2013)에서도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

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Cable &

DeRue(2002)의 연구에서는 개인-직무 적합성 중 욕구-충족 적합성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개인-조직 적합성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

쳤다. 최보인·장철희·권석균(2011)의 연구에서는 Cable & DeRue(2002)연구와 달리

개인-직무 적합성 중 요구-능력 적합성이 이직의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욕구-충족 적합성은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조직 적합성

의 경우 선행연구(Chatman, 1991; O'Reilly, Chatman & Caldwell, 1991; Cable &

Judge, 1996)에서 이직의도에 부적(-)영향을 갖는다고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채택되고 검증된 바와 같이 개인-직무 적합성 및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 의도와의 관계에서 부(-)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

다.

가설 4 : 개인-직무 적합성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개인-조직 적합성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개인-직무 적합성 및 개인-조직 적합성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

정리나(2014)의 연구에서 개인-직무 적합성이 직무열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 검증되었고, 오창택(2013)의 연구에서는 개인-조직 적합성이 직무열의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재무·박용성(2017)의 연구에서 직무요구

및 직무자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열의가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음을 확인되었다. 또한 유신애(2016)의 연구에서 개인-직무 적합성과 이직의도의 관

계에서 직무열의가 매개효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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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를 종합하여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유효한 영

향을 준다는 가정을 주고 가설 3이 채택이 될 경우 매개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 직무열의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7 : 직무열의는 개인-조직 적합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각의 개념들과 설문은 기존에 증명되었던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항목들을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다.

1. 개인-직무 적합성

Edwards(1991)의 연구에서 개인-직무 적합성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 지

식, 기술과 해당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 지식, 기술 간의 적합한 정도이며 개인의

선호, 욕구 및 적성 등과 해당 직무가 제공하여 주고 있는 내적 외적인 보상간의

조화라고 정의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Cable & DeRue(2002)를 참고하여 최보

인·장철희·권석균(2011), 최명옥·유태용(2005)의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

다.

2. 개인-조직 적합성

개인-조직의 적합성은 개인과 조직간 가치의 일치 정도를 의미하며, 측정도구는

Cable과 Judge(1996)이 개발한 도구를 Cable & DeRue(2002)를 참조하여 수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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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여 사용하였다.

3. 직무열의

본 연구에서는 직무열의를 Schaufeli & Bakker(2004)의 연구에서 정의한 대로 직

무 및 업무에 관하여 활력, 헌신, 몰두하며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마음의 상태로 정

의하기로 한다. 각각의 하위개념에 대해, 활력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높은 수준

의 에너지와 정신적 회복력을 가지며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하며 인내하는 것이며,

헌신이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의미를 부여하며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며 도전하

는 것을 의미하며, 몰두는 직무에 완전히 집중한 상태로써 개인이 업무와 자신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를 말한다(Schaufeli & Bakker, 2004).

본 연구에서는 Schaufeli & Bakker(2003)의 UWES(Utrecht Work Engagement

Scale)의 문항 중 활력, 헌신, 몰두 각각 5문항을 사용한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한

오아라(2013)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4. 이직의도

Allen & Meyer(1990)에 따르면 이직의도는 조직 구성원이 현재 속하고 있는 조

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현 직장을 떠나려고 하는 의도의 정도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도에 대하여 현재 직장에 머물고 싶은 정도를 나타내는 조직 구

성원의 태도로 현재 직장과 이직 가능한 타 직장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감정적 평

가 상태로 정의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Michael & Spector(1982)가 사용한 문

항을 번역하여 사용한 이기효(1994), 박상수(2012), 임춘회(2016)의 연구를 수정한

박소정(2017)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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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를 활용한 자료 수집은 응답자의 내적 기분상태나 외부적으로는 응답당시

의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응답자 스스로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

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응답할 위험요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

지만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증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요소를 충분히 감소할

수 있고, 표준화되고 검증된 설문지를 활용함으로써 결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 수집을 하

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직무 적합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조직 적

합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직무열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개인-직무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아울러 개인-직무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무열의가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의거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울산광

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직원들과 대상 및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

상으로 임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250부의 설문지를 직접방문 및 네이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8년 03월 18일부터 04월 02일까지 하였

으며, 총 25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한 총 241부에 대

하여 최종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유효 설문지율은 96.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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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변수를 통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28명으로 53.1%, 여성이 113명으로 46.9%를 차지하고

있어 남성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25세 이하가 44명으로 18.3%, 26세 이상 30세 이하가

156명으로 64.7%, 31세 이상 35세 이하가 35명으로 14.5%, 36세 이상이 6명으로

2.5%로 표본의 64.7%가 26세 이상 30세 이하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는 고졸이 7명으로 2.9%, 전문대졸이 22명으로 9.1%, 대졸

이 192명으로 79.7%, 대학원 졸이 20명으로 8.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표본의

79.7%가 대졸이상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 67명으로 27.8%, 1년 이상 5년 미만이 150명으

로 62.3%,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1명으로 8.7%, 10년 이상이 3명으로 1.2%를 차

지하고 있다. 표본의 62.3%가 1년 이상 5년 미만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현 직무 담당기간은 1년 미만이 89명으로 36.9%, 1년 이상 5년 미만이

138명으로 57.3%, 5년 이상이 14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있다. 표본의 57.3%가 1

년 이상 5년 미만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혼인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기혼이 218명으로 90.5%, 미혼이 23명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기혼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업종은 자동차 부품이 40명으로 16.7%, IT, 웹 통신이 34명으로

14.1%. 전기, 전자가 33명으로 1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직무는 연구

/개발/설계가 58명으로 24.1%, 기타 55명 22.8%, 영업/마케팅이 45명으로 18.7%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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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표본의 인구 통계적인 분포

변수 집단 빈도 비율(%)

성별
남 128 53.1

여 113 46.9

연령

25세 이하 44 18.3

26세 ~ 30세 156 64.7

31세 ~ 35세 35 14.5

36세 이상 6 2.5

학력

고졸 7 2.9

전문대졸 22 9.1

대졸 192 79.7

대학원졸 20 8.3

근무기간

1년 미만 67 27.8

1년 이상 5년 미만 150 62.3

5년 이상 10년 미만 21 8.7

10년 이상 3 1.2

현직 담당기간

1년 미만 89 36.9

1년 이상 5년 미만 138 57.3

5년 이상 14 5.8

결혼여부
기혼 218 90.5

미혼 23 9.5

업종

조선, 해양 12 5.0

석유, 화학 12 5.0

전기, 전자 33 13.7

자동차 부품 40 16.7

교육업 3 1.2

건설업 11 4.5

IT, 웹통신 34 14.1

미디어, 디자인 5 2.1

은행 금융업 14 5.8

기관, 협회 16 6.7

서비스업 14 5.8

판매, 유통 16 6.6

기타 31 12.8

직무

인사/교육/총무 14 5.8

재무/회계 10 4.1

전략/기획 21 8.7

연구/개발/설계 58 24.1

품질/생산/조립 38 15.8

영업/마케팅 45 18.7

기타 55 22.8

합계 24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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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처리와 분석을 위해 통계패키지 SPSS 23.0을 이용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채택하여 활용한 측정도구가 유효한 변수가 될 수 있는지

검증을 실시하였고 이후에 가설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분석기법을 사용하

였다.

첫째, 기초적인 분석으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표본에 대한

특성을 정리하였고, Cronbach Alpha 계수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 검증방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이용하여 각 변수들의 신뢰성 검증을 하였다. 또한,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각 변수들의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

증하였다.

둘째,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기법으로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

과 직무열의 및 이직의도들 간에 상호 영향관계를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셋째, “3단계 매개회귀분석(3-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개인

-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직무열의

가 매개역할을 하는가를 검증하였다.

제4절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 사용되어 측정한 여러 변수들이 구성개념의 신뢰성

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어 적합한 자료가 수집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은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한 “내적 일관성 분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측정하였으며 타당성은 varimax 회전을 포함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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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Nunnally(1978)가 제안한 기준 0.6을 충족하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0.80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타당성

은 고유 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과 요인적재 값(factor loading)이 0.5를

기준으로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자가 의도한 구성 및 판별 기준에 부합되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5> 각 변수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

변 수
요 인 성 분 Cronbach'

s α1 2 3 4

직

무

열

의

직무열의-1 .765 -.130 .168 .062

.916

직무열의-2 .719 -.233 .115 .218

직무열의-5 .682 -.054 .186 .179

직무열의-8 .748 .-.146 .239 .105

직무열의-9 .701 .022 .159 .129

직무열의-11 .710 -.245 .141 .181

직무열의-12 .823 -.159 .143 .175

직무열의-13 .806 -.174 .146 .102

직무열의-14 .652 -.194 .096 .068

이

직

의

도

이직의도-1 -.217 .837 -.173 -.041

.869

이직의도-2 -.253 .773 -.210 -.085

이직의도-3 .095 .722 .042 .173

이직의도-4 -.396 .514 -.468 -.047

이직의도-5 -.234 .705 -.304 -.023

이직의도-6 -.180 .739 -.191 .038

개인
조직
적합
성

개인-조직 적합성-1 .332 -.115 .716 .750

.821

개인-조직 적합성-2 .297 -.117 .728 .710

개인-조직 적합성-3 -.040 -.120 .669 .699

개인-조직 적합성-4 .270 -.179 .679 .701

개인-조직 적합성-5 .221 -.245 .729 .682

개인
직무
적합
성

개인-직무 적합성-4 .184 .053 .085 .843

.877개인-직무 적합성-5 .216 -.017 .110 .895

개인-직무 적합성-6 .249 .066 .133 .838

고유값(eigen value) 8.789 2.959 1.807 1.377

%분산 38.211 12.866 7.854 5.986

%누적 38.211 51.077 58.931 6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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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 결과, 직무열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문항은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6문항을 제외한 9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이직의도

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문항은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든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개인-조직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문항

은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든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개인

-직무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문항은 총 6개 문항으로 3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변수들은 직무열의와 이직의도, 개인-조직 적합성

과 개인-직무 적합성의 4개 요인들로 구분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64.918%를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초기에 의도한대로 타당성을 확보하였

고 이후단계인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제5절 연구가설의 검증

주요인 분석결과 신뢰성과 단일 차원성이 입증된 변수별 척도에 대하여 어떤 방

향으로 상호간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 관련도 및 관계가 어느 정도 갖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실시한 인구 통계적 변수를 포함한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분석” 분석결

과는 <표 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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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 0.47 0.500

2 28.04 3.104 -.253**

3 2.93 0.536 .023 .312**

4 27.20 23.890 -.067 .532** .002**

5 20.80 17.952 .032 .394** -.002 .715**

6 0.10 0.294 -.050 .238** .014 .324** .187**

7 5.16 4.956 .035 -.070 .001 -.054 -.038 -.019

8 7.22 3.959 .106 -.314** -.121 -.266** -.177** -.122 .022

9 3.54 0.801 .015 .026 .081 .060 .083 -.004 .032 -.028

10 3.15 0.780 -.213** .004 .047 -.110 -.135* .030 .017 .026 .308**

11 3.53 0.937 -.050 -.076 .043 -.110 -.107 -.033 -.017 .050 .413** .512**

12 3.44 0.909 .121 .104 .172** .107 .074 -.042 -027 -.087 -.061 -.509** -.453**

N=241 ** p<0.01, * p<0.05

1=성별(남자=0, 여자=1), 2=연령, 3=학력, 4=근무기간, 5=현 직무 담당기간, 6=결혼

여부(기혼=0, 미혼=1), 7=직무, 8=업종, 9=개인-직무 적합성, 10=개인-조직 적합성

11=직무열의, 12=이직의도

상관관계 분석결과,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열의, 개인-조직 적합성과 직무열의

가 유의수준 1%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개인-조직 적합성과 이직의도 및

직무열의와 이직이도의 각 관계가 서로 유의수준 1%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반면, 개인-직무 적합성과 이직의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

로 확인 되었다.

그리고 몇몇 독립변수들 상호 간의 내적 상관관계가 너무 높거나 분모가 거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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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접하여 그 해가 불안정한 경우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발생한다.

다중공선성은 보통 연구에서 0.85이하의 상관관계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므로,

본 연구의 경우 0.85이하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크게 존재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인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이 직무열의

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열의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개인-조직 적합성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직무열의의

매개역할을 예측하게 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과 가설 3에 대한 검증은 독립변수인 개인-직무 적합성

과 개인-조직 적합성이 직무열의,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두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모델 1은 종속변수를 인구 통계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영향력을 통제

하였고, 모델 2, 모델 3은 독립변수인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을 투

입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가설 2에 대한 검증은 독립변수인 직무열의가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두로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은 종속변수를 인구 통계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

하여 영향력을 통제하였고 모델 2는 독립변수인 직무열의를 투입하여 영향력을 검

증하였다. 그리고 회귀계수를 상수항이 없게 표준화시킨 값인 표준화계수 β 값의

수치가 클수록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더 큰 영향을 주게 것이다.

또한,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개인-직무 적합성 및 개인-조직 적합성과 이직의도

간의 사이에서 직무열의의 매개역할에 관한 가설 4를 검증하였다. 3단계 회귀분석

절차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독립변수를 매개변수에 회귀시키고 독립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단계: 독립변수를 종속변수에 회귀시키고 독립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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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종속변수에 회귀시키고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

수의 영향은 2단계의 경우보다 적거나 전혀 없어야 한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오직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영향을 주는 경우 즉, 상기 3

단계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

가 유의하지 않는 경우는 완전한 매개효과(perfect mediating effect)를 갖게 된다.

반면, 매개변수와 독립변수 모두가 유의하고 독립변수 효과가 3단계 회귀분석

때에 2단계 회귀분석 때보다 작은 경우는 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

를 갖게 된다.

1. 개인-직무 적합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및 개인-조직 적합성이 직무열

의에 미치는 영향

가설 1 ;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무열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개인-조직 적합성은 직무열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는 <표 7>와 같다. 직무열의에 대해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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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개인-직무 적합성 및 개인-조직 적합성과 직무열의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직무열의

변 수
모델 1

모델 2

(회귀모델 1)

모델 3

(회귀모델 2)

β t 값 β t 값 β t 값

통

제

변

수

(상수) 　
4.028**

*
3.105** 1.967**

성별 -.073 -1.061 -.072 -1.159 .040 .660

연령 -.071 -.809 -.049 -.621 -.072 -.948

학력 -.070 .987 .029 .449 .042 .680

결혼여부 .003 -.404 -.056 -.591 .001 .011

근무기간 -.042 -.458 -.078 -.914 -.004 -.050

현 직무

담당기간
-.043 .048 .012 .187 -.029 -.488

직무 -.024 -.366 -.038 -.641 -.033 -.592

업종 .026 .370 .031 .491 .011 .185

독립

변수

개인-직무

적합성
　 　 .425*** 7.161

개인-조직

적합성
　 　 　 　 .519*** 8.920

　R2 0.023 　 0.200 　 0.273 　

　△R2 　 　 0.169 　 0.245 　

　F값 0.677 　 6.431** 　 9.646** 　

N=241 ***p<0.001, ** p<0.01, * p<0.05

회귀모델 1은 개인-직무 적합성이 미치는 직무열의에 대한 영향력의 분석 결과

인데, 회귀 식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직무열의의 분산을 20.0%

까지 설명해 주고 있고,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회귀 식에 비하여 분산 설명력이

17.7%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무열의에 대하여 정(+)의 회귀

계수(β=.425, p<0.001)를 보여주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

문에 가설 1은 지지되었다.

회귀모델 2는 개인-조직 적합성이 미치는 직무열의에 대한 영향력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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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수 : 이직의도

변 수
모델 1

모델 2

(회귀모델 1)

β t 값 β t 값

통

제

변

수

(상수) 2.322** 4.079***

성별 .138 2.067* .106 1.770

연령 .036 .421 .004 .055

학력 .152 2.212* .184 2.991**

결혼여부 -.090 -1.334 .115 1.259

근무기간 .134 1.306 -.052 -.642

현 직무 담당기간 -.033 -.361 -.088 -1.474

직무 -.024 -.377 -.035 -.612

업종 -.052 -.777 -.041 -.682

직무열의 -.450*** -7.880

　R2 0.068 　 0.265 　

　△R2 　 　 0.236 　

　F값 2.102* 　 9.259*** 　

인데, 회귀 식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직무열의의 분산을 27.3%

까지 설명해 주고 있고,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회귀 식에 비하여 분산 설명력이

25.0%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개인-조직 적합성은 직무열의에 대하여 정(+)의 회귀

계수(β=.519, p<0.001)를 보여주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

문에 가설 2는 지지되었다.

2. 직무열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설 3 : 직무열의는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무열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이직의도에 대해 직무열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표 8> 직무열의와 이직의도의 회귀분석 결과

N=241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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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델 1은 직무열의가 미치는 이직의도에 대한 영향력의 분석결과인데, 회귀

식은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직의도의 분산을 26.5%까지 설명

해주고 있고,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회귀 식에 비하여 분산 설명력이 19.7%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직무열의는 이직의도에 대하여 부(-)의 회귀계수(β=-.450,

p<0.001)를 보여주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가설 2

는 지지되었다. 따라서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직무열의가 중요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개인-직무 적합성 및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설 4 : 개인-직무 적합성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개인-조직 적합성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

귀분석 결과는 <표 9>과 같다. 이직의도에 대하여 개인-조직 적합성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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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수 : 이직의도

변 수
모델 1

모델 2

(회귀모델 1)

모델 3

(회귀모델 2)

β t 값 β t 값 β t 값

통

제

변

수

(상수) 2.322** 2.650** 4.279***

성별 .138 2.067* .138 2.068* .028 .475

연령 .036 .421 .032 .372 .037 .500

학력 .152 2.212* .161 2.324* .180 3.020**

결혼여부 -.090 -1.334 -.092 -1.360 -.058 -.996

근무기간 .134 1.306 .137 1.335 .092 1.031

현 직무

담당기간
-.033 -.361 -.026 -.286 -.071 -.898

직무 -.024 -.377 -.021 -.333 -.015 -.267

업종 -.052 -.777 -.053 -.794 -.038 -.656

독립

변수

개인-직무

적합성
　 　 -.084 -1.316

개인-조직

적합성
　 　 　 　 -.508** 8.920

　R2 0.068 　 0.075 　 0.307 　

　△R2 　 　 0.038 　 0.280 　

　F값 2.102* 　 2.067* 　 11.393*** 　

<표 9> 개인-직무 적합성 및 개인-조직 적합성과 이직의도의 회귀분석 결과

N=241 ***p<0.001, ** p<0.01, * p<0.05

회귀모델 1은 개인-직무 적합성이 미치는 이직의도에 대한 영향력의 분석결과

인데, 회귀 식은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직의도의 분산을 7.5%

까지 설명해주고 있고,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회귀 식에 비하여 분산 설명력이

0.7%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직무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력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가설 4는 기각되었다.

회귀모델 2는 개인-조직 적합성이 미치는 이직의도에 대한 영향력의 분석결과

인데, 회귀 식은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직의도의 분산을

30.7%까지 설명해주고 있고,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회귀 식에 비하여 분산 설명력

이 23.9%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개인-조직 적합성은 이직의도에 대하여 부(-)의

회귀계수(β=-.508, p<0.01)를 보여주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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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가설 5는 지지되었다. 따라서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를 감소시키

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개인-직무 적합성 및 개인-조직 적합성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효과

가설 6 : 직무열의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7 : 직무열의는 개인-조직 적합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개인-직무 적합성 및 개인-직무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직

무열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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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식1
직무열의

회귀식2
이직의도

회귀식3
이직의도

회귀식1
직무열의

회귀식2
이직의도

회귀식3
이직의도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통제변수: 　 　 　 　 　 　

성별 -.072 .138 .102* .040 .028 .039

연령 -.049 .032 .007 -.072 .037 .018

학력 .029 .161 .175** .042 .180** .191**

결혼여부 -.056 -.092 -.086 .001 -.058 -.066

근무기간 -.078 .137 .108 -.004 .092 .092

현직

담당기간
.012 -.026 -.066 -.029 -.071 -.072

직무 -.038 -.021 -.040 -.033 -.015 -.024

업종 .031 -.053 -.038 .011 -.038 -.035

연구변수:

개인-직무

적합성
.425** -.084 .131*

개인-조직

적합성
　 .519*** -.508*** -.369***

직무열의 　 　 -.506*** 　 -.267***

　R2 0.200 0.075 0.279 0.273 0.307 0.359

　△R2 0.169 0.038 0.248 0.245 0.280 0.332

　F값 6.431** 2.067* 8.895*** 9.646** 11.393*** 12.902***

<표 10> 개인-직무 적합성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직무열의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 결과

N=241 ***p<0.001, ** p<0.01, * p<0.05

개인-직무 적합성과 이직의도에 대한 직무열의의 매개 작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개인-직무 적합성이 매개변수인 직무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β=.425, p<0.01), 1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독립변수인 개인-직무 적

합성이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2단

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직무 적합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대

한 직무열의의 매개 작용을 밝히지 못했으며, 이로써 가설 6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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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개인-조직 적합성과 이직의도에 대한 직무열의의 매개 작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개인-조직 적합성이 매개변수인 직무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519, p<0.001), 1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독립변수인 개

인-조직 적합성이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β=-.508, p<0.001), 2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에 독립변

수인 개인-조직 적합성과 매개변수인 직무열의를 동시에 회귀한 가운데 독립변수

인 개인-조직 적합성은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β=-.369,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직무열의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β=-.267,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3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개인

-조직 적합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직무열의가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가설 7은 지지되었다.

특히 3단계에서 이직의도에 개인-조직 적합성과 직무열의를 동시에 회귀한 가

운데 독립변수인 개인-조직 적합성의 영향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β=-.508, p<0.001 → β=-.369, p<0.001), 개인-조직 적합성과 이직의도라는

두 변수 사이에서 직무열의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즉 2단계 회귀식과 3단

계 회귀식의 독립변수 회귀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를 검증하

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는 비표준화계수와 표준 오차를 이

용하여 해당변수의 매개효과를 계산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검증결과, 다음 <표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선 매개 회

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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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Sobel Test 결과표

변수관계 A SEA 변수관계 B SEB
sobel test

statistic
p-value

개인-조직 적합성

→ 직무열의
.624 .070

직무열의

→ 이직의도
-.436 .055 -5.9237 0.00

제6절 가설 검증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가설검증결과는 <표 12>과 같다.

<표 12>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구분 연구가설의 주요변수관계
기각/지

지

가설 1 개인-직무 적합성 → 직무열의 지지

가설 2 개인-조직 적합성 → 직무열의 지지

가설 3 직무열의 → 이직의도 지지

가설 4 개인-직무 적합성 → 이직의도 기각

가설 5 개인-조직 적합성 → 이직의도 지지

가설 6 개인-직무 적합성 → 직무열의 → 이직의도 기각

가설 7 개인-조직 적합성 → 직무열의 → 이직의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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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최근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적합성, 직무열의 및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가 많

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기존연구는 비서, 항공 승무원, 간호사 등의 직군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고 일반 사무직 종사하는 대졸 신입사원 위주로 연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해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율 및 이직률 또한 높아

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적합성 및 직무 열의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 지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와 달리 개인-직무 적합성 및 개인-조직 적합성이 직무열의에 미치

는 영향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매개 역할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대졸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이직의도의 주요원인인 직무 및 조직 부적

응을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을 통해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졸 신입사원을 중심

으로 네이버 설문조사 방식 및 오프라인으로 배포하였고 유효한 241부의 설문을 대

상으로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및 요인분석을 통하여 영향력을 검증

하였다

가설 1은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열의에 관한 것이다. 검증결과, 개인과 조직 또

는 직무의 특성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정도가 클수록 직무열의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정리나(2014)

의 연구와 일치한다.

가설 2은 개인-조직 적합성과 직무열의에 관한 것이다. 검증결과, 개인의 소유하

고 있는 조직에 관련된 고유한 목표, 가치, 성격 등과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목표, 가치, 규범, 분위기 등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정도가 클수록 직무열의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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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창

택(2013)의 연구와 일치한다.

가설 3 직무열의와 이직의도에 관한 것이다.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육체적,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 클수

록 이직의도에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재무·박용성(2017)의 연구와 일치하다.

가설 4 개인-직무 적합성과 이직의도에 관한 것이다. 가설과 달리 개인-직무 적

합성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공단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효진(2012)의 연구와 동일

한 결과를 보였는데, 개인과 직무 적합성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해 부(-)의 상관관

계를 갖는다는 Lauver과 Kristof-Brown(2001), Scroggins(2008)등의 실증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와 직종의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개인-직무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기존 실증 연구의 경우

KTX기장, 비서, 경찰관, 호텔기업 종사자 및 항공사 승무원으로 채용과정에서 직무

가 정해져 있거나 조직 내에서 다른 직무로 변경이 어렵다. 하지만 주효진(2012)의

연구의 경우 기존연구와 동일하게 개인-조직 적합성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직무 적합성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주효

진(2012)의 연구대상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경우 채용과정에서 직무를 선택할

수 있고 직무순환을 통해 직무 간 이동이 자유롭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대규모 공

개채용 후 직무를 분배하는 한국사회와 직무에 따라 채용하고 인적관리를 하는 서

양사회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개인-직무 적합에 맞춘

서양의 이론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를 포함한 동양의 이론과 차

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직무변환이 가능한 국내기업의 상황에서는

개인-적합성이 이직의도에 유의하지 않음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

제약 영업, 비정규직의 경우 개인-직무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하지 않거나 정(+)의 관계를 갖는데, 이는 개인이 직무와 적합도가 높을수록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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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쌓아 직무가 동일한 다른 산업이나 더 큰 규모의 회사로 이직하려는 의도가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5 개인-조직 적합성과 이직의도에 관한 것이다. 개인이 조직에 적합수록 이

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는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Chatman, 1991; O'Reilly, Chatman & Caldwell,

1991; Cable & Judge, 1996; Lauver & Kristof-Brown, 2001; Cable & DeRue ,

2002; 최명옥·유태용, 2005; 이인석·백종훈·전무경, 2010; 최보인·장철희·권석균,

2011; 주효진, 2012; 김태성·허찬영, 2012; 오태곤, 2013; 김우진, 2013; 양지혜·김종

인, 2013; 강성수·이택호, 2013; 조운상·정재윤·박경원, 2015; 김동희·하규수, 2016).

또한 개인과 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Kristof-Brown(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6은 개인-직무 적합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변수 역할

에 관한 것이다. 검증결과, 개인-직무 적합성이 매개변수인 직무열의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설 4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개인-직무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설 6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7은 개인-조직 적합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직무열의의 매개변수 역할

에 관한 것이다. 검증결과, 개인-조직 적합성은 직무열의를 부분 매개로 하여 이직

의도에 유의한 부(-)의 효과를 주고 있다. 직무열의는 조직 구성원이 직무보다 몰입

하고 활력을 갖는 상태가 되는 지표로써 이를 높일 수 있도록 개인-조직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조직 적합성의 개념은 추상적이므로 조

직 몰입을 통해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조직을 가치와 목표, 규범 및 분위기

에 맞는 구성원으로 구성하거나 조직구성원들에 맞게 조직의 목표, 분위기를 바꾸

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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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사점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 신입직원의 채용과정에 있어서 개인-조직 적합성이 개인-직무 적합성

보다 이직의도에 주는 영향이 더 크며, 부(-)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결과를 확인하

는 데에 의의가 있다. 채용과정에서 조직에 적합한 구성원을 채용함으로써 조직의

전체적인 이직의도를 낮추고 직무몰입을 증가시켜 활력 있고 의욕적인 조직으로 구

성할 수 있다. 둘째, 개인-조직 적합성이 직무열의를 부분 매개로 하여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활력을 갖고 직무에 몰입, 열

중하는 요인의 중요성에 대해 검증하였고 이러한 직무 몰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

로 개인-조직 적합성의 향상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개인이 갖

는 목표, 가치와 조직의 목표, 가치, 분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을 통

해 개인이 조직에 갖는 유사성을 측정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및 조직 규

범의 변화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조직구성원의 직무열의를 통해 혁신행

동을 이끌 수 있고 이직의도를 낮추어 기업의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직무열의에 대한 결과변수로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의 경우 주로 특수 직무 환경의 조직원으로 실증연

구 하였으나 본 연구는 다양한 업종과 직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연구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 남녀의 성비도 기존 연구들에 비해 53:46으로 남성

과 여성의 비율로 편중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포괄적인 영역에서 연구된 결과로써

그 의의가 있다. 나아가 넷째, 본 연구를 통해서 개인-직무 적합성개념은 서양의 직

무 중심주의의 채용, 관리 환경에서 영향력이 크지만 한국에서는 직무 순환, 배치전

환 등으로 개인-조직 적합성이 직무열의와 이직의도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

인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대졸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율 및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

해서 또는 신입사원의 채용과정에서 개인-조직 적합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시켰

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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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이 이직의

도에 미치는 영향 및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실증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설문조

사를 신입직원 대상으로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설문대상이 대졸

신입사원으로 국한되며 또한 설문응답 표본이 241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모집단의 다양성에 한계가 있으며 표본이 충분치 않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의 연령층과 근무기

간을 다양화해야 하며 표본의 수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설문지는 온라

인상으로 이루어져 설문응답에 성의 없는 답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응

답자가 설문지의 질문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하여 의도하지 않은 응답을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제된 환경에서 응답자에게 설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설문의의에 대해 이해를 시킨 후 설문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업종과 직무 특징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에 있다. 제약 영업 인력

을 대상으로 한 연구(차재빈·류가연·이훈영, 2013)의 연구에서는 개인-직무 적합성

과 이직의도가 정(+)의 관계를 가졌고, 보험설계 영업 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

동희·하규수, 2016)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주효진, 2012)에서

도 개인-직무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또한 차재빈·류

가연·이훈영(2013)의 연구와 항공사 객실 승무원을 이종호(2016)의 연구에서는 개인

-조직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앞의 선행연구와 같이

이직의도에 주는 영향에 주는 요소 중에서 특정 직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직의

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업종과 직무를 대상

으로 하여 업종과 직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직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

석되지 않았으며 그 영향이 결과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업종과 직무별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제하여 후속 연구의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고용계약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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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특징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에 있다.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성수·이택호, 2013)에서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이직의도가 정(+)의 영향을

미쳤다. 즉, 비정규직의 경우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을수록 경력을 쌓아 정규직이

되기 위해 이직하려는 의도가 높아지므로 고용계약 형태에 대해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고용계약형태와 관련한 설

문항목을 추가하고 개인-직무 적합성, 개인-조직 적합성, 직무열의, 이직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여야 한다.

나아가 선행연구(오아라, 2013)에서 검증된 직무열의의 결과변수인 조직시민행동

과 혁신행동에 대해 개인-조직 적합성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에 추가적으로 연구

할 필요가 있고, 이 종속변수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직무 적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직무별과

업종별로 분석하여 이직의도를 조절하는 요소를 규명하고, 채용과정과 채용환경에

서 서양과 동양권의 차이를 구분하는 요소를 탐색하여 본 연구의 독립변수, 종속변

수 및 매개변수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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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런

편

이다

매우

그렇

다

1
일을 할 때, 나는 넘치는 에너지를 느낀

다.

2
내 일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다.

3
직무를 수행할 때, 나는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4
일을 할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

는 언제나 인내심을 갖는다.

5
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열정적이

다.

6
직무를 수행할 때 나는 직무 이외의 주변

의 모든 것을 잊는다.

7
나는 한 번에 장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8
나의 직무는 나를 열심히 일하도록 만든

다.

9
나는 집중해서 일을 할 때면 행복감을 느

낀다.

10
나는 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쉽게 원기

를 회복한다.

11 나는 내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12 나는 나의 직무에 푹 빠져 있다.

13 나는 일을 하면서 원기 왕성함을 느낀다.

14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일은 도전적이다.

15
직무를 수행할 때, 나는 일에 매우 몰입

해서 한다.

1. 다음 항목들은 귀하께서 직무열의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유사한 곳에 표시(V)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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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항목들은 귀하께서 개인-직무 적합성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유사한 곳에 표시(V)해 주십시오.

설 문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런

편

이다

매우

그렇

다

1 내 직무는 나의 적성에 잘 맞는다.

2

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할 경우 제공되는

물질적 보상은 내가 원하는 보상과 잘 부

합한다.

3

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할 경우 제공되는

심리적 보상은 내가 원하는 보상과 잘 부

합한다.

4
나는 현재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적합한

지식(Knowledge)을 보유하고 있다.

5
나는 현재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적합한

기술/기능(skills)을 보유하고 있다.

6
나는 현재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적합한

능력(ability)을 보유하고 있다.

3. 다음 항목들은 귀하께서 개인-조직 적합성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유사한 곳에 표시(V)해 주십시오.

설 문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런

편

이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선호하는 가치들은 우리 회사의 조

직 가치에 부합한다.

2
나는 우리 회사에서 나의 가치를 지켜나

가는데 무리가 없다.

3
나의 가치와 우리 회사의 조직 가치가 많

이 달라서 회사 적응이 어렵다.

4
나의 개인적 목표는 우리 회사의 조직 목

표와 잘 부합한다.

5
종합적으로 볼 때, 나는 우리 회사와 적

합성이 높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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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항목들은 귀하께서 이직의도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유사한 곳에 표시(V)해 주십시오.

설 문 항 목

전혀

그렇

지

않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런

편

이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2
만일 다른 직장을 선택할 수 있다면 현

직장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3
만일 직장을 옮긴다면 지금보다 나은 직

장에 입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4
나는 현 직장의 구성원으로 계속 남아있

기를 희망한다.

5
종종 현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6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여건이 나빠진다면

나는 현 직장을 떠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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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항목들은 인구 통계적 특성과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4년제) ④ 대학원졸

4. 현재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하였습니까? ( ) 년 ( )개월

5. 현재 직무를 귀하가 담당하게 된 기간은? ( ) 년 ( )개월

6. 귀하의 결혼 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7.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① 조선,해양 ② 석유,화학 ③ 전기,전자 ④ 자동차,부품 ⑤ 교육업

⑥ 건설업 ⑦ IT,웹,통신 ⑧ 미디어, 디자인 ⑨ 은행금융업

⑩ 기관, 협회 ⑫ 서비스업 ⑬ 판매/유통 ⑭ 기타( )

8. 현재 회사에서 맡고 있는 직무는 무엇입니까?

① 인사/교육/총무 ② 재무/회계 ③ 전략/기획 ④ 연구/개발/설계

⑤ 품질/생산/조립 ⑥ 영업/마케팅 ⑦기타( )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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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Effect of Newcomer’s Person-Job Fit and

Person-Organization Fit on Turnover Inten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Work Engagement-

Hee-tae Ya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Ulsan

(Supervised by Professor Hae R. Kim)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erson-job fit and person-organization fit on

turnover intention through on-line and off-line surveys centering on new college

graduates who are 36 months old or younger. This study also verifies mediating

effect of work engagement between person-job fit and person-organization fit on

turnover intention. Results shows that person-organization fit had a nega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and person-organization fit and job enthusiasm

showed positive effect.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work engagement has

mediating effect between two variables : person-organization fit and turnover

intent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concept of Person-Job Fit

has focused on the recruitment and management environment of western job

culture, but in case of korea, this study is confirmed that person-organization fit

effected to work engagement and turnover intention by job rotation and circular

arrangement. Therefore, it would be meaningful that it is recogniz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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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organization fit is an important factor in lowering early retirement rate

and turnover intention of new graduates of manufacturing industry, or in

recruitment process of new employees.

Key words : Person-Job Fit, Person-Organization Fit, Work engagement,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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