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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environment and quality of life 
of fashion vendor company workers by using working environment variables such as job stress, job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Preliminary test was conducted by interviewing fashion vendor company 
workers in order to find out factors that were more suitable for their working environment. Main survey was 
conducted to 200 fashion vendor company workers and 194 response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job stress, job burnout,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and factors of quality of life had 
significant relationships. Boss stress, role stress, achivement decrease, and personal condition satisfaction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urnover intention.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showed that job stres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job burnout and job burnout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job satisfaction. Both job stress and 
job burnout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urnover intention, whereas job satisfaction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urnover intention. Also, the results showed that job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quality of life of fashion vendor company workers, whereas job satisfaction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quality of life of fashion vendor company workers.

Keywords: job stress(직무스트레스), job burnout(직무소진), job satisfaction(직무만족), turnover intention(이직

의도), fashion vendor company(패션 벤더회사) 

I. Introduction  

의학과 문명이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현대사

회에서의 개인의 삶을 조명해 보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잘 살아가느냐의 문제

가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개인의 삶은 크

게 일과 관련된 영역과 생활과 관련된 영역으로 나

눌 수 있는데, 한 개인의 일과 관련된 영역은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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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된 가치관, 업무여건을 포함하여 직무환경에서

부터 자신의 직무에 대한 몰입정도와 소속된 집단

에의 몰입을 포함하는 직무태도, 직무스트레스나 

직무만족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생활의 영역은 

한 개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영역을 의미하며, 인
간의 삶에서 생활의 영역에 관련된 생활만족도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 또는 생활 전반에 걸쳐 경험

하게 되는 감정적 반응으로써 긍정적이고 즐거운 

감정상태를 의미한다(Kim & Lim, 2009). 이 두 개

의 영역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서 현재 자신

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환경(Working environment)
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도 달

라진다고 할 수 있다(Sirgy, 2001). 
패션 벤더회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섬세하고 숙

련된 기술을 요하는 전문 직종이므로(Oh, 2001) 인
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으

로 인해 제대로 된 연구가 미비할 뿐 아니라 직무

환경에 대한 불만족과 직무소진, 스트레스 등의 문

제로 패션 벤더회사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

고 있으며 이들의 잦은 이직과 전직으로 인해 조직

의 인사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이익실현도 저해

되고 있다. 따라서 패션 벤더회사 종사자들의 신체

적․정신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처한 직무환

경을 파악하고 직무환경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패션

산업의 인건비 상승과 3D 기피현상에 따른 인력난 

등 경제 및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패션 벤더회사 

종사자들의 인적자원관리 활용이 복잡해지고 복합

적인 직무환경 관련 변수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직무환경(Working environment)은 조직 구성원

들의 경험과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

성들의 총체로서 내부적, 외부적 조건의 총체를 나

타낸다(Goo, 1990). 본 연구에서는 직무환경을 측

정하기 위한 변수로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직무

만족, 이직의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직무스트레스

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위협적인 환경특성에 대

한 개인의 신체적, 감정적 반응을 의미하며(Kim & 
Lim, 2009), 직무소진은 개인의 역량보다 너무 많

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힘들게 일할 때 발생하는 탈

진상태라고 할 수 있다(Maslach & Schaufeli, 1993).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인식하는 심리적인 

상태로 자신의 직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며(James 
& Tetric, 1986), 이직의도는 이직행위 직전의 선행

변수로서 종사원은 현재 직장을 다른 직장과 비교

하여 남을 것인지 이직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단계를 말한다(Mobley, 1982). 직무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패션분야에서는 판매사원

이나 샵마스터의 직무환경 관련연구(Ahn, 2005; Kim, 
2005; Jo, 2013; Lee, 2007; Lee, 2011; Park, 2014)만 

존재하며, 패션 벤더회사 종사자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은 1960~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으

며, 개인의 복지의식 혹은 삶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

족 혹은 행복과 불행과 같은 심리적 상태(Schuessler 
& Fisher,1985), 신체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 개인의 

질병에 대한 태도, 안녕감, 성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 일상생활에 따른 만족감(Torrance, 1987)을 

뜻한다. 삶의 질을 연구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노인

복지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Kang, 2009; Min, 2007; 
Park, 2011; Chung, 2009; Choi, 2011), 보건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Kim, 2005; Kim, 2007), 생활체육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Shin, 2010; You, 2008; Lee, 
2009) 등이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직무환경이

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따로 진행되었고 

패션관련 종사자들의 직무환경과 삶의 질 간의 상

관관계를 연구된 자료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특히 

패션 벤더회사 종사자들의 직무환경과 삶의 질 간

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벤더회사 종사자들의 직무

환경(Working environment)이 개인의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

하여 패션 발전에 필요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패션 벤

더회사 종사자의 직무환경 요인(직무스트레스, 직
무소진, 직무만족, 이직의도)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

고, 직무환경 요인들이 패션 벤더회사 종사자들의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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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를 통해 패션 벤더회사 종사자들의 잦은 

이동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조사함으로써 효율적인 인

적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Background

1. 직무환경

환경이란 ‘주위의 사물, 생활체를 둘러싸고 그것

과 일정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외계(外界)’를 말

한다(Minjung essence Korean dictionary, 1992). 환
경은 가시적이고 유형적인 물리적 환경과 비가시

적이고 비유형적인 심리적인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패션산업에서의 시설물이 물리적 환경이

라고 한다면 종사원들이 근무하면서 느끼는 감정 

및 인식은 심리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직무환경

(Working environment)은 조직 구성원들의 경험과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의 총체

로서 내부적, 외부적 조건의 총체를 나타내며, 조직

구성원과 함께 환경에 대한 대응방식에서 표출된 

특정조직이나 하위조직에 대하여 지각할 수 있는 

고유의 속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Goo, 1990). 직
무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Miles(1975)는 직장의 전체 영역 가운데 조

직을 대표하는 하위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직장의 직무환경에 속한다고 하였으며, Kim and Lim 
(2009)는 직무환경, 직무태도, 직무스트레스 및 생

활만족도 간의 인과적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직

무환경을 개인지향, 공공지향, 직무여건 등으로 나

누어 상관관계를 밝혔다. Choi(2010)은 피부미용사

의 스트레스, 근무환경이 직업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근무환경이 

직업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패션 벤더회사 종사자의 삶의 질과 관련한 연구

는 전무한 실정이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패션 벤

더회사 종사자의 삶의 질과 직무환경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패션업계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를 살펴

보면, 패션업계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이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직무성과를 낮게 지각하

고 직무에 만족하고 직장에 몰입할수록 이직하려는 

의사를 적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a & Chung, 
2000). 특히 직무스트레스는 장기간 누적되면 생리

적, 심리적 징후라는 개인적 결과로 나타날 뿐만 아

니라 직무만족의 상실 및 직무성과의 감소 등 조직

차원의 부적정 결과를 초래함으로(Yoo & Park, 
2003)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패션 벤

더회사 종사자들의 직무환경을 연구하기 위해 이를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직무만족, 이직의도의 하

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
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직무환경과 관련된 각각의 하위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정신보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서 직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업

무과중이나 역할갈등, 업무자율성 결여 등으로 인

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

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Chang, 2001). 직무스트레

스(job stress)란 일반적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위협적인 환경특성에 대한 개인의 신체적, 감정적 

반응을 의미하며 환경이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된다(Kim & Lim, 2009). 스트레스 유

발요인을 Quick and Qucik(1984)은 과업 요건(직업

범주, 관리직무, 경력발달, 일상직무, 작업과적, 직
무불안정), 물리적 요건(온도, 조명, 음파 및 진동, 
사무실 설계), 역할 요건(역할갈등, 역할 모호성), 대
인관계 요건(지위부조화, 사회적 밀도, 조급한 성격, 
지도유형, 집단압력)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Yang 
and Kwon(2005)은 직무환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스트레스 요인을 과업특성,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리더십, 의사결정 참여 등으로 구분하였다. 의류학 

분야에서의 직무스트레스 관련연구에서는 Ha and 
Chung(2000)가 어패럴 업계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직무특성요인, 대인관계요인, 
경력관계요인으로 정리하였으며, 섬유패션산업 종

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Yoo and Park (2003)의 연구

에서는 물리적 환경관련 요인, 직무관련요인, 조직

관련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Jung (2004)은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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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의 직무스트레스 관련연구를 통해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을 직무특성, 역할

관련, 대인관계, 조직관련 요인으로 세분화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유발시키

는 요인은 다양하며 개인과 집단 및 조직차원에서

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 직무몰입, 직무성과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직무소진(job burnout)은 종사자 개인의 역량보다 

너무 많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힘들게 일할 때 자주 

발생하는 탈진상태를 말하며, 대인접촉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직무들에서 직무담당자가 장시간 스트

레스 요인에 노출됨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을 의미한다(Maslach & Schaufeli, 1993). 
Lee and Ashforth(1996)는 직무소진에 대한 분석에

서 직무스트레스의 요인들 중 역할갈등, 업무과중, 
자율성의 결여와 결과변수들(직무소진의 감소, 자
아존중감의 감소, 조직몰입의 감소, 이직의도와 이

직의 증가)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역할

갈등, 역할스트레스, 업무량과 같은 직무요구는 정

서적 소진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직무

소진에 대한 개념화가 이뤄진 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직무소진의 직무스트레

스, 사회적 지지와 같은 선행변수와 소진의 결과로 

일어나는 결근, 이직, 직무만족과 같은 연구로까지 

확대되었다(Choi, 2006).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은 사회 전체의 구성원

들이 조직 내의 직무참여자로서 지니는 감정적 성

향으로 정의(Price, 1972)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직업

에 대해 인식하는 심리적인 상태로서 자신의 직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James & Tetric, 
1986). 1940년대에 근로자의 감정과 생산성 향상이 

직접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직무

만족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는데 최근에는 직원의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에 초

점을 두고 직원들의 경제적 풍요나 물질적 성장보

다는 근로생활의 질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
무만족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업무에 만족하는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조직에

서 계속 일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이직률이나 결근율도 떨어뜨릴 수 있

기 때문이다(Oh, 2001). 패션산업 종사자의 직무만

족에 관한 연구를 보면, Kim(2002)은 스포츠 캐주

얼 브랜드의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직무 관련 의사

소통이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유의한 관계가 있

다고 하였다. Kim(2005)은 샵 마스터 직무만족의 

영향요인 및 직무만족과 성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

구에서 전문가 의식이 높을수록 직무 자체의 만족도

와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Park 
(2006)은 패션기업 종사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과 

근무여건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직무만족도 

중 직무 자체만족도는 직위, 근무분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는 이직행위 직전의 

선행변수로서 조직에 불만족인 구성원은 현재에 

대한 대안적 직업이 가능한 경우 현재 직장 대신 

다른 직장을 선택하게 되고, 종사원은 현재 직장을 

다른 직장과 비교하여 남을 것인지 이직할 것인지

를 결정하게 되는(Mobley, 1982) 단계이다. 최근 들

어 태도이론분야에서 이직의도가 ‘이직’이라는 직

접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변수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이후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류제조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직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

중이 높고(75%), 미혼여성으로부터의 노동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의류산업으로의 노동공급의 절대량이 감소하

고 있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근로자 사

이에 고착성이 약해 이직률이 높아 제조업 중 의류

산업이 가장 심각한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다(Ha & 
Chung, 2000). 패션기업 종사자들의 이직의도 관련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며, Choi(2015)의 연구에 의

하면 패션업계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근무부서에서는 영업부, MD가 디자이너보다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높았으며 이직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삶의 질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에 대한 연구는 20
세기 초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개인 권리의 착취, 
자기개발 기회 상실, 박탈된 생활의 여유 등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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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1960~1970년대 이후부

터이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 

개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생활의 양적인 측

면보다 질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고조되고 있다

(Kim, 1984). 현재 OECD의 국제사회지표는 국민건

강, 교육과 학습, 고용과 작업환경의 질, 시간과 여

가, 서비스의 질,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그리고 

개인의 안전을 포함한 관심영역에 대한 구체적 지

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경제적이고 물질적

인 영역보다는 개인의 복리와 안전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Kwon, 2002). 90년대 이후에는 

‘삶의 질’이라는 용어를 개인이나 집단의 행복 정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었다. 삶의 질은 인간의 가치체계와 

결부된 만족감 또는 행복감을 파악하는 것으로부

터 주관적인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연구하

게 되었다(Kim et al., 2009). 
Schuessler and Fisher(1985)는 삶의 질은 정신적 

삶의 등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한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정신적 삶은 개인의 복지의식 혹은 삶에 대

한 만족이나 불만족 혹은 행복과 불행과 같은 심리

적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Rice(1992)와 

동료 연구자들은 삶의 질이란 개인의 역할과 활동

을 구성하는 생활 경험의 질에 대한 총합으로 결정

된다고 하였다. 삶의 질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Noh(1988)는 삶의 질을 신체적, 정신

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이라 하였으며, Kim(2006)은 경찰공무

원의 스포츠 활동이 정신건강 및 삶의 질, 직무만

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면서 삶의 질이 여가관

계, 사회여건 만족도, 가정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Kim(2005)은 서울지역 치과위생사의 삶의 

질을 연구하면서 개인여건 만족도, 조직여건 만족

도, 사회여건 만족도로 세분하여 연구하였다. Kim 
and Lim(2009)는 직무환경, 직무태도, 직무스트레

스 및 생활만족도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연구하면

서 삶의 만족도를 한국경제상황, 가계상태, 한국정

치상황, 일에 대한 만족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패션산업 분야 외의 분야에서만 연구되었으며, 특

히 패션산업 종사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매

우 부족한 실정이다.

III. Methods

1. Research subjects and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이루어졌다. 예

비조사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 인터뷰를 수

행하여 여러 선행연구의 문항들을 패션 벤더회사 

종사자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에서

는 패션 벤더회사 종사자가 근무하는 3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산업체에 의뢰하여 실질적으로 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 패션 벤더회사 종사자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설명 한 후 설문지를 배포․회수하였다. 본조사에

서는 패션 벤더회사 종사자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

포․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자료 중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한 19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Measurement instrument
본 연구의 직무환경은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보

완된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직무만족, 이직의도

를 포함하며, 이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

다. 직무스트레스는 선행연구(Parker & Decoti, 1983; 
Quick, 1984; Park, Ahn, & Lee, 2009)를 참조하여 

업무스트레스, 역할스트레스, 상사스트레스로 세분

화한 20개 항목을 포함하며, 단일차원 검정결과 신뢰

도가 .88로 높게 나타났다. 직무소진은 Maslach and 
Jackson(1981)에 의해 개발된 MBI(Maslach Boumout 
Inventory)와 Kim(2009)과 Kwon and Jeon(2011)이 

사용한 직무소진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

정․보완하여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감소

로 구분하여 11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단일차원 검

정결과 신뢰도가 .85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선행

연구(Ahn & Jun 2010; Lauver & Kristof, 2007; Price 
& Mueller, 1986; Song, 2011; Wheeler, Gallagher, & 
Brouer, 2007)에서 검증된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

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개인적성만족, 인
사공정성만족, 직무환경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1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단일차원 검정결과 신뢰도

가 .92로 높게 나타났다. 이직의도는 선행연구(Ahn & 
Jun, 2010; Lee, 2007; Shafer, 2002; Shin, 2011;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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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alle, 1984)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단일차원 검

정결과 신뢰도가 .84로 나타났다. 삶의 질 측정을 위

한 설문문항은 관련 연구들(Kim, 2005; Chung, 2000)
에서 개인여건 만족도 조직여건 만족도, 사회여건 

만족도로 세분하여 2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단일차

원 검정결과 신뢰도가 .87로 나타났다. 직무환경 및 

삶의 질에 관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

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과 분야별 직무특성을 포함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연령, 성별, 결혼여부, 소득수준, 학력 등 5
개 항목을 측정하고 분야별 직무특성을 위한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들(Kim & Lim, 2009; Hong, Lee, & 
Rhee, 2006; Song & Mo, 2011; Kwak & Yoo, 2000; 
Lee, 2011; Choi, 2010)에 제시된 문항을 토대로 하

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이직 횟

수, 직장형태, 세부 업무, 경력, 직위, 1일 근무시간, 
4대 보험 가입여부, 교대근무 여부 등 8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프
로그램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행하였다.

3. Data analysis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경
로분석을 실행하였다.

IV. Results and Discussion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194명의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종합해보면 <Table 1>과 같

다. 성별은 여성(121명, 62.4%), 남성(73명, 37.6%)
으로 여성의 비율이 더 많았다. 연령은 30대(85명, 
43.8%), 20대(76명, 39.2%), 40대(25명, 12.9%)의 순

서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결혼 여부는 기혼

(128명, 66.3%)이 미혼(63명, 32.6%)보다 많았고, 교
육수준은 대학교 졸업(140명, 72.9%)이 가장 많았

다. 월 평균 수입은 200~300만 원 미만(109명, 55.9%)
이 가장 많았으며, 300~500만 원(60명, 30.8%), 100~ 
200만 원(20명, 10.3%)의 순서를 보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19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73 37.6

Female 121 62.4

Age
(year)

Under 20   7  3.6

20~29  76 39.2

30~39  85 43.8

40~49  25 12.9

50~59   1   .5

Marriage

Married 128 66.3

Unmarried  63 32.6

Others   2  1.0

Education

Middle school   6  3.1

High school  15  7.8

Vocational school  21 10.9

Undergraduate school 140 72.9

Graduate school   5  2.6

Others   5  2.6

Average 
monthly 
income
(KRW)

Below 1,000,000   1   .5

1,000,000~2,000,000  20 10.3

2,000,000~3,000,000 109 55.9

3,000,000~5,000,000  60 30.8

5,000,000~7,000,000   4  2.1

Above 7,000,000   1   .5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194명의 응답자들의 

직무 특성을 종합해보면 <Table 2>와 같다. 이직횟

수는 1~2회(80명, 41.5%), 없음(56명, 29%), 3~5회
(51명, 26.4%)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직장형태는 30
인 이상 중소개인사업체(162명, 83.5%)에 다니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업무분야는 해외영업부(84명, 
43.5%)가 가장 많았고, 사무직(41명, 21.2%), MR(20
명, 10.4%)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경력은 5년 이

상~10년 미만(44명, 22.6%), 1년 이상~3년 미만(42
명, 21.5%), 1년 미만(40명, 20.5%)이 비슷한 비율

을 보였다. 직위는 대리급(41명, 21.5%), 주임급(33
명, 17.3%), 사무관리직(30명, 15.7%)의 순서로, 일
일근무시간은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83명, 42.8%),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76명, 39.2%)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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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Job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19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Turnover 
numbers

N/A  56 29.0
1~2 times  80 41.5
3~5 times  51 26.4
More than 10 times   6  3.1

Form of job

Below 10 people   8  4.1
Between 10~30  15  7.7
Above 30 people 162 83.5
Franchise   9  4.6

Work field

Office work  41 21.2
Production  10  5.2
MR  20 10.4
Sales  84 43.5
Design  18  9.3
Finance   1   .5
Business management   5  2.6
Others  14  7.2

Job 
experience

(year)

Below 1  40 20.5
1~3  42 21.5
3~5  28 14.4
5~10  44 22.6
10~15  27 13.8
Above 20  14  7.2

Job level

Clerk  30 15.7
Senior clerk  33 17.3
Assistant manager  41 21.5
Deputy general manager  10  5.2
General manager   2  1.0
Team manager   1   .5
Department manager   3   1.6
Director  23 12.0
CEO   2  1.0
Others  46 24.1

1 day 
working 

hours
(hours)

Below 8   9  4.6
8~10  83 42.8
10~12  76 39.2
Above 12  26 13.4

4 major 
insurance 

status

Join 186 95.4
Did not join   8  4.1
Others   1   .5

가입한 사람(186명, 95.4%)이 가장 많았다.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Table 3>은 본 연구에 포함시킨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변

인 중 업무스트레스는 역할스트레스, 상사스트레

스,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감소, 이직의도

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개인적성만족, 
인사공정성만족, 직무환경만족, 개인여건만족도, 조
직여건만족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직
무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역할스트레스는 상사스

트레스,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감소, 이직

의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개인적성

만족, 인사공정성만족, 직무환경만족, 개인여건만족

도, 조직여건만족도, 사회여건만족도와는 부적인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상

사스트레스는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성취감 감소, 
이직의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개인

적성만족, 인사공정성만족, 직무환경만족, 개인여건

만족도, 조직여건만족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직무소진의 하위변인 중 정서적 고갈은 비인격

화, 성취감감소, 이직의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개인적성만족, 인사공정성만족, 직무

환경만족, 개인여건만족도, 조직여건만족도, 사회

여건만족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직무

소진의 하위변인 중 비인격화는 성취감감소, 이직

의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개인적

성만족, 직무환경만족, 개인여건만족도, 조직여건만

족도, 사회여건만족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직무소진의 하위변인 중 성취감 감소 변인은 

이직의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개

인적성만족, 직무환경만족, 개인여건만족도, 조직여

건만족도, 사회여건만족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직무만족의 하위변인 중 개인적성만족은 직무환

경만족, 개인여건만족도, 조직여건만족도, 사회여

건만족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이

직의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직무만족

의 하위변인 중 인사공정성만족은 직무환경만족, 개
인여건만족도, 조직여건만족도, 사회여건만족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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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Work
stress

Role
stress

Boss
stress

Emotional 
burnout

Deperson
-alization

Achieve-
ment 

decrease

Individual 
aptitude 

satisfaction

Personnel 
manage-

ment 
fairness 

satisfaction

Working 
environ-

ment 
satisfaction

Turnover 
intension

Personal 
condition 
satisfaction

Organi-
zational 

condition 
satisfaction

Social 
condition 
satisfaction

Work
stress  1.00

Role
stress   .23*  1.00

Boss
stress   .18*   .14*  1.00

Emotional 
burnout   .21*   .54**   .60***  1.00

Depersonali-
zation   .16*   .44**   .22*   .62**  1.00

Achievement 
decrease   .37**   .15*   .23*   .40**   .42**  1.00

Individual 
aptitude 

satisfaction
－.33** －.64** －.29* －.46** －.22** －.52***  1.00

Personnel 
management 

fairness 
satisfaction

－.37** －.52** －.39* －.23* －.07 －.04   .08  1.00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57** －.21* －.60** －.54** －.30* －.24*   .38*   .51**  1.00

Turnover 
intension   .39* .57**   .67***   .45**   .21*   .60** －.48** －.61** －.34*  1.00

Personal 
condition 

satisfaction
－.22* －.31* －.26* －

.64*** －.58** －.36*   .52**   .56**   .36* －.58**  1.00

Organizatio-
nal condition 
satisfaction

－.42** －.44** －.52** －.34* －.24* －.41**   .32*   .60**   .34* －.64**  .06 1.00

Social 
condition 

satisfaction
－.03 －.32* －.05 －.22* －.19* －.32*   .30*   .40*   .52** －.41**  .04   .22* 1.00

*p<.05, **p<.01, ***p<.001

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이직의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직무만족의 하위변인 

중 직무환경만족은 개인여건만족도, 조직여건만족

도, 사회여건만족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으나 이직의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분석결과 이직의도는 개인여건만족도, 조직여

건만족도, 사회여건만족도와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삶의 질 하위변인 중 조직여건만족도

는 사회여건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Results of path analysis
경로분석 적합도 지수는 <Table 4>에 나타난 바

와 같이 본 연구 모형의 부합도를 분석한 결과 χ2= 
97.254(df=193, p<.001), GFI=0.924, AGFI=0.917, NFI= 
0.922, RMR=0.046으로 GFI와 AGFI가 모두 .9 이
상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관찰 자료에의 적합도

가 인정되었다. 
패션산업 종사자의 직무환경과 삶의 질 간의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한 결과, 모든 경

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로분석 결과는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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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ittness test of path analysis 

Criteria for evaluation

χ2 RMR RMSEA GFI AGFI NFI CFI

97.254 .046 .033 .924 .917 .922 .922

<Table 5> Results of path analysi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Adjusted R2 F value

Job burnout Job stress   .74*** .34  187.84***

Job satisfaction Job burnout －.23** .07  98.57**

Turnover intention

Job stress   .27***

.57  116.75***Job burnout   .47**

Job satisfaction －.13***

Quality of life

Job burnout －.24***

.45  304.76***Job satisfaction   .48**

Turnover intention －.27***

**p<.01, ***p<.001

5>와 같으며, 유의한 경로계수를 경로모형에 따라 

제시한 내용은 <Fig. 1>에 제시되어 있다. 경로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소진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β=.74, Adj. R2=.34, F=187.84***), 
직무소진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β=－.23, Adj. R2=.07, F=98.57**). 또
한,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이 높을수록 이직의

도가 높아진 반면(β=.27, β=.47, Adj. R2=.57, F= 
116.75***), 직무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이직의도는

Job
stress

Job
burn out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sion

Quality
of life

.74***

.27***

－.23**
.47**

－.24***

.48**

－.27***

－.13***

<Fig. 1> Path coefficient in the model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β=－.13, Adj. R2=.57, 
F=116.75***). 패션산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에 영

향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직무소진과 이직의

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낮아졌으며(β=－.24, β=
－.27, Adj. R2=.45, F=304.76***) 직무만족이 높을

수록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48, 
Adj. R2=.45, F=304.76***). 이러한 결과는 Choi(2010)
은 피부미용사의 근무환경이 직업만족도 및 생활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Choi(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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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호텔 및 외식사업체 

종사원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Shin(2011)
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V.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타 분야에서 각각의 다른 주제로 

연구되고 있는 직무환경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패션산업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

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

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 직무소

진, 직무만족, 이직의도 및 삶의 질 하위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중 특히 패션 벤더

회사 종사자들의 이직의도와 관련이 높은 변인으

로 상사스트레스, 역할스트레스, 성취감 감소 등이 

나타났으며, 삶의 질 관련 변인으로는 개인여건만

족도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패션 벤더회사의 경우 잦은 해외출장으로 인한 상

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상사와 부하직원과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의 설립을 위해 일부 벤더회사에

서 시행하고 있는 직급을 없애는 방안 등을 적극적

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업무에 따

른 스트레스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성취감이 감소

되지 않도록 직원들로 하여금 소속된 직장에 효과

적인 기여를 하고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나 포상제도

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 이러한 역할 스트레스는 직원들의 정서적 고

갈, 개인적성만족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해서

는 타부서와의 업무상 책임한계가 분명하고 부서

들간의 정보교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업무분담표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잦은 이직으로 인사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션벤더 회사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패션 벤더회

사 종사자들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하위변인 중 개

인여건만족도가 직원들의 이직의도 뿐 아니라 정

서적고갈, 비인격화, 인사공정성만족, 직무환경만

족 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패

션 벤더회사 종사자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하

고 직원들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야유회, 독
서토론회, 등산회 등 사내 여러 행사들을 인사팀에

서 기획하여야 하며, 특히 공정한 인사에 대한 기

준 및 과정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경로분석 결과 패션 벤더회사 종사자들은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소진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와 직

무소진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진 반면,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패션 벤더회사 종사자들의 삶의 질

에 영향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직무소진과 

이직의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낮아졌으며 직무

만족이 높을수록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패션산업은 특성상 항상 납기시간을 중요시

하며 최근 fast fashion의 등장으로 생산 사이클이 

점점 빨라져서 제품의 생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패션 벤더회사 종사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점

점 심해져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

고 업무의 질 또한 감소하고 있음을 본 연구의 결

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회사

의 인사 관리 시 패션 벤더회사 종사자들의 직무스

트레스나 직무소진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을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불필요한 이직률을 낮추고 회사의 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패션 벤

더회사는 직원들의 직무불만족과 이직의도를 줄이

기 위해 근무환경(휴식공간 확보, 적정근무시간 배

정 등)을 개선하고 직무소진을 상쇄할 수 있는 공

평한 교육 및 훈련의 기회 및 직원을 위한 회사의 

복지후생시설에 투자를 하는 동시에 적절한 급여

체계 등에 집중하여 패션산업 종사자들의 이직의

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직

원이 이직을 할 경우 새로운 직원을 선발, 교육, 훈
련하는데 적지 않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

로 이직의도에 대한 조사가 많이 행해짐으로써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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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이직을 줄이고 피치 못한 이직을 대비하여 

패션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

상자가 서울의 패션 벤더회사 종사자로 한정되었

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패션산업 종사자

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둘째,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직무환경 관련 변수들은 직무스트

레스, 직무소진,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직무환경 외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자기통제력, 경쟁성향 등과 같은 심리적

인 변수와 삶의 질 간의 인과적 관련성에 대한 연

구, 패션 벤더회사 외에도 다른 유형의 패션산업체

의 직무환경에 따른 경영성과 개선방안 연구 등 패

션 종사자의 이직의도 및 삶의 질을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패션 벤더회사의 규모

와 업무 분야에 따른 근무 환경이나 만족도의 차이

를 살펴보지 못하였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세

분화된 규모와 업무 분야 등의 변수를 고려한 근무 

환경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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