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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산업의 융합화와 복합화의 흐름 속에서 불확실성의

증 와 성장이 장기화되어감에 따라 기업들은 지속

성장과 생존을 해 다양한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하나가 인 자원(human resource)의 활용에 한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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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리 본  매개적 역할에 주목하여, 개 -환경 적합  혁신 행동에 미치는 향  조적  통해 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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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직 내 인 자원의 역량을 최 한 효율 으로 발

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에 한 요성은 계속해

서 강조되고 있다.

상호선택의 계에 있는 기업과 구성원들의 계에서

는 구성원과 조직과의 합성, 직무와의 합성, 그리고

상사 동료와의 합성에서 맞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 서로를 떠날 수 있으며, 실제로 이직은 빈번

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경 자총 회(2016)가 국 306

개 기업을 상으로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이 2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사 이유에는 ‘조직 직무

응 실패’(49.1%)가 가장 높았고, ‘ 여 복리후생 불

만’(20.0%), ‘근무지역 근무환경에 한 불만’(15.9%)

순으로 드러났다. 즉, 조직 직무와의 합성에 한 부

분이 가장 큰퇴사 원인으로 등장한 것이며, 기업이 신입

사원의 조기퇴사를 막기 한 방안으로직무역량과 성

등을 감안한 합한 배치가 가장 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에서 개인과 조직, 개인과 직무, 개인과

상사 등 개인과 조직 환경 간의 합성이 구성원의 태도

행동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는 것은 의의를 갖는다.

한편, 기존의조직구성원의태도 행동과 련된 연

구의 부분이 부정 인 향을 미치는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주로 심을 기울 다면, 최근에는 조직 구성원들

의 장 을 극 화시켜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그

역이 확 되고 있다[1, 2]. 조직 구성원의 강 을 부각

하여 잠재력과 활력, 동기부여를 고취시킬 수 있는 정

조직행동의 핵심 개념인 정심리자본은 개인의 발 뿐

만 아니라 조직 성과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에서 인 자원 개발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

목받고 있다[3, 4]. 하지만 이러한 심에도 불구하고 선

행연구들에서는 정심리자본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

직의도 등 조직효과성에 한 향력을 다룬 연구가 많

은 것에 비해, 정심리자본의 선행변인에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5, 6]. 한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에 향을 미치는 정심리자본을 형성하기 한 개인과

조직 차원의 다양한 근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3], 구

성원들이 인지하는 조직의 특성과 개인의특성이 정심

리자본 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와이러한 변인들

간의 향 계를 다각도로 탐색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심리

학에 기 하여개인이 인지하는 조직, 직무, 상사 등조직

환경과의 합성이 정 인 태도 형성과 개발에 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신행동 이직의도 등 조직의 성과

에도 정 인 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

체 으로 먼 , 개인-조직, 개인-직무, 개인-상사 합성

으로 구성된 개인-환경 합성이 정심리자본 신

행동에 한 직 인 향력을 살펴보고, 둘째 개인-환

경 합성과 신행동 간의 구조 계 모형에서 정

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

과는 조직 내 인 자원개발 리와 련된이론 측

면과 실무 측면에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 론적 경

2.1 개 -환경 적합

합성이란 균형과 질서를 추구하여 모순을 배제하여

계를 맺는 상과 잘 들어맞는 상태를 최소한으로 형

성하는 것으로 상호 계에 있는 상과 조화를 이루며

효과성과 련 있다[7, 8]. 합성이 조직효과성 변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개인의욕구와조직, 직무, 타인등 조직의 환경이제공하

는 요소 간 합성이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개인이 속한 조직 환경을 더욱 정 으로 인

식하게 된다고 제하 다[9, 10]. 합성은 환경을 정의

하는 방식에 따라 유사성에 을 맞춘 상호 합성과

보완이나 조화를 부각한 보완 합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한 어떠한 구성원의 요구를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욕구-공 합성과 능력-수요 합성 으로 구분된

다[11]. Kristof(1996)는 개인과 조직 간의 합성

(person-organization fit)을 조직과 개인 어도 어느

한 쪽이 상 가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거

나 서로 간의 기본 특성이 유사하거나 공유될 때, 혹은

이 두 경우를 모두 만족시킬 때 발생하는 합성

(compatibility)이라고 정의하 다[12]. 즉 조직의 가치,

성격, 규범 등과 개인과 일치하는 정도를 개인과 조직간

합이라고 말한다[11, 13]. 개인 간 상호 합성은 집단

간 인 합성에 을 둔 개념으로[14], 성격이나

가치, 목표와 비 , 혹은 인구통계학 변인 등에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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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도를 말하며, 조직 내에유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높은 합성을 나타낸다[8]. 한 Muchinsky와

Monahan(1987)은 개인과 조직이 처한 상황과 조화를 이

루는 유사성을 지닌 경우를 상호일치 합성으로 정의하

고, 조직의 특성은 소속된 구성원들의 특성에 따라 결정

되며, 개인은 본인이 소속된 조직과 구성원 간의 조화를

시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 다. 따라서 상호일치

합성이 높을 경우 개인의 만족감이 커지기 때문에 근속

의도를 높이는 등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용될 수

있다[13].

개인-환경 합(person-environment fit)이란 인간의

행동은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이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주

장하는 Lewin(1935)의 장이론(field theory)에 기 한다

[15]. 개인은 환경과 독립 이지 않으므로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 향을 받으며 행동하게 되는데 합성에 유사,

일치, 상호보완, 조화 등 다양한 의미들이 포함되기 때문

에 인간행동연구에 매우 요한 개념임에도 개인-환경

합성과 일치하는 개념은 아직까지 없다. 개인-환경

합성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여 정의된다. 일치 는 유

사성에 을 둔 상호 합성(supplementary fit)과 보완

는 조화에 을 둔 보완 합성(complementary fit)

이다[10, 13, 16]. 상호 합성은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이

서로 일치하거나 유사할 때 발생하며, 보완 합성은 개

인특성이 환경에 정 으로 기여하거나 환경이개인 특

성의 부족한 부문을 보완해 때 발생한다. 이는 측정방

법에 따라 개인이 지각한 합성을 단하는 주

합성과 실제 합성을 단하는 객 합성으로 구분

하기도 한다[17]. Kristof(1996)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

인과 환경은 한쪽이 다른 쪽을 필요로 할 때 제공할 수

있고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 때 개인-환경 합

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12]. 이는 개인-환경

합성을 측정할 때 상호일치성과 상호보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18].

최명옥과 유태용(2005)은 개인-환경 합성을 개인-

조직 합, 개인-직무 합, 개인-상사 합성으로 분류

하고, 이들 각각이 서로 독립 인 개념임을 검증하고 조

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는데, 실제

구성원들이 개인-조직, 개인-직무, 개인-상사 합성을

구별하여인식하고있음을 밝 내었다[16]. 이는개인-조

직 합성은 조직몰입과 가장 련 있었으며, 개인-직무

합성은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와 큰 연 이 있다고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개인-직무 합성이나 개인-상사

합성의 수 에 따라 개인-조직 합성과 조직몰입 간

의 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합성 변인 간의 상

호작용 효과도 발견하 다.

Chatman(1989)은 개인-조직 합성을 개인과 조직의

가치와 규범의 합 정도라 하 고 조직 구성원이 개인-

조직 가치 과의 조화를 이루며 조직에 한 애착을 느

끼게 되면서 조직에 한 성과가 높아진다고 하 다[7].

Schneider(1987)의 ASA(attraction-selection-attrition)

모형에 따르면 개인가치가 조직과 일치하는 개인은 조직

에 남기를 원하고 조직에 한 호의 인 태도를 갖게 되

며[19], 이러한 태도에 따라 조직이 개인에게 바라는 행

동을 수행하게될 것이라 하 다[9]. 이를 통해 조직은 새

로운 구성원에게 응 조직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은 이를 수용하고 선택하는 매커니즘에 의해 개인-

조직 합성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으며, 그 결과 개인

과 조직 모두에게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

라서 조직은 새로운 인 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

직이 가진 규범이나 성격, 가치와 일치성이 강한 구성원

을 선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일치성이 높은 구성원들

이 조직에 동화되는데 높은 응력을 보임에 따라 특정

한 선택과 수용에 한 개인의 가치 이나 선호도는 조

직 내의 선택과정으로 자리 잡으며 강화된다[15].

개인-환경 합성 에서 가장 범 한 수 의 환경

이 바로 직업(occupation)이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해보면

개인의 특성과 직무 는 수행해야할 업무간의 계로

한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개인-직무의 역이다

[12]. 개인-직무 합성은 개인의 지식, 숙련, 능력이 특

정 직무의요구조건과 일치하는 정도와 계된 개념이며,

수요-능력 합성과 수요-공 합성으로 구성된다

[20]. 수요-능력 합성은 개인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

식, 기술, 능력을 소유한 정도와 련되고, 수요-공

합성은직무의특성 보상이개인의심리 욕구 선

호를 충족시켜주는 정도와 련된다[8]. 개인-직무 합

성(person-job fit)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Caldwell과 O’Reilly(1990)는개인이 직무에 제공할 수 있

는 것과직무가개인에게 제공해 수있는것들 사이의

일치 정도라 하 으며[21], Edwards(1991)와 Kristof

(1996)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능력, 기술과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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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구하는 지식, 능력, 기술과의 합 정도, 개인의 욕

구, 선호, 성 등과 해당 직무가 제공해주고 있는 내·외

인 보상간의 조화라고 정의하 다[12, 20]. 특히

Kristof(1996)는 개인-조직 합성 련 연구들이 일반

인 조직에 한 태도와 련되고, 개인-직무 합성은 직

무만족이나 과업수행과 같은 구체 인 직무에 한 태도

와 련이 깊다고 설명하 는데[12], 이는 조직 효과성에

서 개인과 련된 변수인 직무만족, 직무성과, 이직의도

등과의 계를 설명해 다. 따라서 개인-직무 합성이

특정 직업에 한 개인 합성과 련된 것이라면 개인-

조직 합성은 조직의 가치, 목표, 미션과 개인이 어떻게

일치되는지와 련된다[22, 23]. Lin et al.(2014)은 직무

요구조건이 어떤 목 을 달성할 것이란 기 를 가질 때,

개인에게 요구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심리 인 만족을 얻

게 된다고 하 고, 이를 통해서 직무와의 합성을 인식

하게 된다고 하 다[24]. 즉, 직원의 개인-직무 합성이

높으면 직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지식, 숙련, 능력을 보

유하고 있을 것이고, 직무의 특성이 개인들을 동기부여

하기 때문에 정 인 업무행동을 나타내게될 것이라는

것이다[25]. 하지만 Lin et al.(2014)은 개인-직무 합성

이 높은 종업원들은 직무성과가 높은 반면, 개인들의 능

력과 직무의 성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낮은 직무성과

가 나타난다고 제시하 는데[24], 이는 서비스업종 기업

의 직무를 수행하는 고객 종업원의 경우 개인-직무

합성이 높으면, 고객서비스에 한 다양한 지식, 숙련,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직무의 특성이 종업원을

동기부여하기 때문에 서비스행동이 향상 될것이라는 것

을 보여 다[8].

개인-상사 합성(person-supervisor fit)은개인과작

업 환경이라는 2인 계에서 직속상사와 부하직원간의

합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목표, 가치, 성격 등의

반 인 특성에 한 합성을 말한다[26, 27]. Meglino,

Ravlin과 Adkins(1992)는 상사와 부하가 일에 하여 비

슷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경우 직무만족 는 조직몰입

이 증가하며, 이직의도는 감소한다고 규명하 다[28]. 이

듯 부하와 상사간의 유사성은 상사가평가하는 부하의

직무성과 역할성과에 정 인 향을 다고할수있다.

2.2 긍정심리 본

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은 정

심리학과 정 조직행동에 기 하여 등장한 것으로

정 인 성향을 가진 조직 구성원의 심리 인 역량은 조

직의 성과 향상을 해 개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29,

30]. 정조직행동에서 핵심개념이라 할 수 있는 정심

리자본은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해 가지는 정 심

리태도가 극 인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성과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조직구성원의 복합 인 심리 역량

을 의미한다[30]. 즉 정심리자본의 개념은 개인 조직

구성원의 태도에 향을 주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 복원력(resilience)과 낙 주의(optimism) 등

4개의 하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자본(capital)으로 개

념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29, 30]. 특히 정심리자본의

하 구성요인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이론을 기 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과업의 성공 인 수행을 해 필

요한 행동 과정이나 동기부여, 인지 자원 등을 결집시

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확신이라는 심리 기반

이며[31, 32], 희망은 목표 성취를 향한 의지와 목표 달성

을 한 계획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정 인 동기

부여 상태를 의미한다[33]. 복원력은 불확실하거나 역경,

갈등 는 과 한 업무책임과실패 등문제가생겼을때

유연하게 처하여 문제 발생 이 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수용 능력을 의미하며 낙 주의는 귀인이론

에 근거하여 실 인 제약이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

인 결과를 기 하고 믿는 기 심리라 할 수 있다[1].

이러한 4개의 하 요인을 기 로 타당한 이론 근거

측정도구 개발 등 실증연구를 통해 정심리자본을 체계

화시켜서 정 상태의 네 가지 요인(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 주의)을 통합한 심리 자본(PsyCap)을 소개

하 고, 이는 “4개하 변수의 개별 인효과보다는 각각

의 수용력이 통합될 때, 더 높은 설명력과 효과성을 보일

수 있다”고 하 다[3, 4]. 정심리자본은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 개발이 가능한 유사상태(state like) 변수인

4개의 요인들이개별 으로조직성과나직무 련 태도에

미치는 향보다 더 큰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통

해 단일변수로서 더 높은 측력이 있음을 밝 냈다[3,

34]. 즉, 정심리자본은 주요한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

는 요 지표로서 하 변수의 개별 인 효과보다는 통합

될 때 그 시 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심리자본은 Seligman(1998)에 의해 언 된 이후

다양한 연구 분야의 실증 인 연구로 확 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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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정심리자본은 선행변수로써 구성원의 태도 행

동, 조직효과성에 한 향력을 검증하고자 한 실증연

구에서 시작하여, 2000년 반 이후에는 매개변수로써

그 향력을 악하는 연구들이활발히 진행되었으며[35,

36] 국내외 으로 정심리자본에 향을미치는선행요

인을 밝히고자 개인의 특성과 리더의 행동 특성에 한

변수를 심으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37]. 정심리자

본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 연구들은

정 조직행동(POB)의 차원에서 정심리자본이 조직몰

입,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 등에 해 유의한

향력을 갖고 있음을 밝 냈다[34]. Luthans(2012)는

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정 인 향을 미

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특히 리더가 제공하는 정 행

동특성은 조직구성원들의 성과에 정 향을미치며,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 낙 주의, 자기효능감, 복원

력 등 정심리자본의 네 가지 구성요인들이 모두 직무

만족, 조직 몰입 성과에정 인 상 계를 갖는 것을

확인하 다[3]. 그는 정심리자본이 개인과 조직 차원의

정 성과와 연결되는 핵심개념으로, 지속 인 훈련을

통해 구성원들의 성과에 향을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과 정서 몰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 정심리자본은 정

정서와 만족에는 정 인 향을, 부정 정서에는 부

인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한 정서 몰입과 직무만

족에 유의한 정 인 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38].

장지선과 탁진국(2013)은 국내 기업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직원들을 상으로 정심리자본, 학습목표지향

성, 리더의 비 제시와 정서 조직몰입 사이의 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정심리자본이 정서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이는 구성원이 인지하는 변화이득

과 조직냉소주의에 의해 조 되는 것을 확인하 다[39].

이혜진과 이남겸(2013)은 정심리자본과 직무만족, 직

무소외감과의 계를 분석하면서 정심리자본이 직무

만족에는 정 인 향, 직무소외감에는 부 인 향을

보이며, 개인의 정서가 정심리자본과 직무만족, 직무소

외감 간의 계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직원의 정서를 통

해 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 등 조직효과성에 보다 큰

향력을 가진다고 주장하 다[40]. 한 소기업의 직

원을 상으로 한 박권홍(2012)의 연구에서는 정심리

자본이 직원들의 창의 성향과 직무 몰입에 정

향을 미치며, 창의성이 정심리자본과 직무몰입 사이에

서 부분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 다[41]. 그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성과를 창출하기 해서는

인 자원의 정 심리를 증진시키고, 창의성을 향상시

키기 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41]. Toor and Ofori(2010)는 싱가포르 건설회사에 종사

하는 구성원을 상으로 정심리자본이 조직성과와 유

효성에도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42].

이처럼 최근 정심리자본의 선행요인 결과요인에

한 연구가 활발히 개되고있는 에 비추어, 조직-환

경 합성, 정심리자본과 신 행동 사이의 계를 규

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 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이

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 혁신 행동

신 행동(innovative behavior)이란 자신의 과업

는 소속집단의성과 향상을 해 도움이 되는새로운아

이디어를 개발, 도입, 용을 하여 홍보, 실행, 확산시키

는 활동을 의미한다[43]. 즉, 신 행동은 신을 동 인

으로 구체화시킨 개념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략

로세스, 제품 서비스의 개발과 실행의 과정 속에서

개인이 가진 문제해결 능력을 통해 창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있다[44]. 신행동을 개인차원

으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개인이 문제에 해 인식하

는 것에서 출발하여, 이에 용 가능한 아이디어와 함께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용을

도와 지지자를 찾거나 아이디어를 실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45]. 개인 신행동은 이처럼 복

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지만 그 출발 은 조직 구성

원 개인의 문제 인지(individual recognition)라는 것을 지

함으로서 구성원 개인의 극 인 의지가 요하다는

것을 강조하 다. 한 West(1989)는 신행동이란 자신

의 과업 는 조직의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 다[46]. 일반 으로 창의성이 새롭

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개발에 을 두고 있는 것과 다

르게, 신 인 업무행동은 아이디어 개발에 그치는 것

이 아닌 아이디어의 실행과 확산에 이르기까지를 포 하

고 있기때문에창의성과 비교할 때 그범 가넓은개념

으로 볼 수 있다. Hsiao, Tu, Chang, & Chen(2011)에 따

르면 신행동은 개인의 아이디어 창출(idea generation)



개 -환경 적합 , 긍정심리 본, 혁신 행동 간  조적 계

23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Oct; 14(10): 225-240

아이디어 홍보(idea promotion)와 련이 있다고 했으

며[47], 마찬가지로 내재 통제와 개인 열망을 비롯한

개인 특성이 신행동의 향요인이 된다는것을 지

한 Shi(2012)의 연구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48]. 즉,

신행동이란 “조직의 생존을 한 신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신지각), 이를 해결하기 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거나 외부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창의 활동

( 신개발),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한 구체 인 실행

( 신실행)을 포함하는 일련의 총체 인 행동이다”라고

정의하 다[49].

Scott & Bruce(1994)는 신행동을 문제를 인식하고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만들어 이를 실행하는것으로 정의

내리고, 신 행동의 단계를구분하 다[50]. 그 단계는

첫째,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 둘째, 아이디어의 실행을

한 조직 내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홍보 활동 셋째, 아

이디어를 실행하는 실 등 3단계로 분류하 다. 결국

신을 통해 업무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한 노력

을 수행하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의 변화와 개

의 과정에 있어서 조직 구성원들의 신 행동은 매우

요하며, 이는 신의 성공을 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조직에 용되어 체 조직으로의 확산을 통한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51].

2.4 직 도

조직이 설정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 자원은

가장 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소속된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인 이직 의

도는 조직의 효과성을 확인하는데 요한 기 하나

이다[52].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를 구성원이 갖고 있다면

개인의 성과와 더불어 조직이 달성하려는목표를 수행하

는 것에도 향을 수 있으며, 이직은 경제 인 손실도

가져오기 때문에 이직 의도는 조직 효과성을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 의 하나이며, 이직의도를 최종 종속변인

으로 다양한 실증 연구들이 수행되었다[53, 54, 69]. 이

에 본 연구는 개인-환경 합성과 정심리자본의 종속

변인으로 이직 의도를 이용하고자 한다.

3. 연 형  연 가

본 연구의 첫 번째 목 은 개인-조직, 개인-직무, 개

인-상사 합성으로 구성된 개인-환경 합성이 구성원

들의 신 행동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

하는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개인과 조직 간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조직 합성이 조직 구성

원의 조직몰입과 조직 응, 이직률 감소 등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이 확인되었다[55, 56, 57, 58, 59]. 한

복환(2010)은 구성원의 욕구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상황

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 이들의 이해 계와

갈등을 합리 으로 조율하여 일체감을 조성하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고 밝혔고[60], Choi(2004)는 개인과 조직 환

경 간의 합성이 창의 행동이나 신에 향을 다

고 제시하 다[61]. 정연화와 홍아정(2015)은 개인-환경

합성이 신 업무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밝히면서, 조직원의 신 업무행동을 불러일으키기

해서 조직원과의 합성을 높이기 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8]. 개인-환경 합성과 신행동 이직의

도의 계를 입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이론 논의를

토 로, 본 연구는 개인과 조직, 직무, 상사와의 합성

등 개인-환경 합성이 신 행동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해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 1과 2를 제

시하 다.

연구가설 1 : 개인-환경 합성은 신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 개인-환경 합성은 이직의도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과 조직 간의 가치나 반 인 조직 분 기 등과

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합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정 인 태

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한 개인－조직

합성은 조직 구성원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것으로 확인되었다[62]. 즉, 개인과조직 간, 개

인과 직무 간, 개인과 상사 간의 합성이 높다고 인식할

수록 정 인 심리가 형성될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러한 개인-환경 합성과 정심리자본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합성과 정심리자본의 계에 한 실증

인 분석은 드문 실정이며, 김은지(2016)의연구에서 개인

-조직 합성만이 정심리자본에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드러났다[33]. 이에본 연구는개인-조직, 개인

-직무, 개인-상사 간 합성으로 구성된 개인-환경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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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정심리자본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연구가

설 3을 설정하 다.

연구가설 3 : 개인-환경 합성은 정심리자본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다수의 연구들에서 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 조직몰

입,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 등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34, 38, 40]. Luthans(2012)

는 희망, 낙 주의, 자기효능감, 복원력으로 구성된 정

심리자본이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 다[3]. 한 박권홍(2012)은 정심리자본

이 직원들의 창의 성향과 직무몰입에 정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41].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라

정심리자본이 신 행동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고, 정심리자본이 개인-환경 합성과 신 행동

간의 계를 매개하는지 악하기 해 다음과 같이 연

구가설 4와 5, 6을 제시하 다.

연구가설 4 : 정심리자본은 신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5 : 정심리자본은 이직의도에부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6 : 신 행동은 이직의도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은 개인-환경 합성이 정심리자본

과 신 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심

리자본이 개인-환경 합성과 신 행동 이직의도 간

의 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하는 것이

다. 이러한 연구목 과 연구가설을 도식화하면 [Fig. 1]

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4. 연

4.1 변수  조 적 정  지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개인－환경 합성(person-

environment fit)은 개인이 원하는 바와 환경 요소(조직,

직무, 상사)의 유사성이 높다고 느낄수록그 환경에 정

인 태도와 선호도를 보인다는 것으로, 개인－조직

합성, 개인-직무 합성, 개인-상사 합성으로 구성하

다. 개인-환경 합성은 Saks & Ashforth(2002)의 척

도를 기 로 측정했는데[62], 개인-조직 합성은 조직의

가치 등과 개인과의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직무

합성과 상사 합성은 조직 합성 문항에서 조직에 해

당되는 부분을 직무와 상사에 합하게 수정해 사용했으

며, 각 요인별 6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매개변인인 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은 정 인 심리 상태로서, 구성원의 강 을 부각하여

잠재력과 활력, 동기부여를 고취시킬 수 있는 정조직

행동의핵심개념으로정의된다. 정심리자본은Luthans와

동료들(2007)이 개발한 심리자본 질문지(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PCQ)를 활용해[4],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희망(hope), 복원력(resilience), 낙 주

의(optimism) 등 4개의 하 요소와 총 24문항으로 구성

하 다.

종속변인으로설정한 신행동(innovative work behavior)

은 자신의 과업이나 소속 집단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

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도 으로 창조, 도입, 용하는

활동으로 Janssen(2000)이 개발한 설문문항을 토 로 5

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63]. 마지막으로 이직 의도는

재 소속된 조직의 구성원임을 포기하고,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며, Mobley(1977)와

Singh 등(1994)의 척도를 이용해 4문항으로 구성하 다

[64, 65].

한편 응답자의 특성을 악하기 한 인구 통계 변

수에는 성별, 연령, 업종, 직무, 최종학력, 직 , 근속기간

등이 포함되었다.

4.2 조사 개   

본 연구의 데이터는 국내 기업의 직원을 상으로

2016년 8월에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수집되었다. 총 357

부의 자료를 수거했으나,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 1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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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 총 344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이용하 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0.0과 AMOS 18.0을 활용했으

며, 조직-환경 합성, 정심리자본, 신 행동과 이직

의도의 구조 계를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연구 모형을 검

증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여러 개의 측정변수를 이

용해 추출된 공통분산을 잠재변수로 사용해 측정오류가

통제되므로, 구조방정식 모델을 용해서 잠재변수를 바

탕으로 추정한 계수 값은 특정변수를 바탕으로 구한 값

보다 정확하다는 장 을 갖는다. 한 잠재요인이 갖는

체의 효과를 직 효과와 간 효과로 구분하여 제시해

으로써 매개변인의 효과를 정확히 악할 수 있다는

장 도 가지고 있다[6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 을 지닌 구조방정식을 통해 정심리자본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고, 설정한 연구모형의 인과 계를 검

증하 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과 확인 요인분석

을 실시한후, 주요한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이 포

함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5. 연 결과

5.1 표본  특

본 연구는 총 344개의 데이터를 통해 최종 분석을 실

시했으며, 성별, 연령, 학력, 직 , 직무 등 인구통계학

변수를 통해 표본의 특성을 악하 다. 먼 성별은 남

성이 73.3%로 여성(26.7%)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이는

상 기업의 업종이 제조업(73.8%)이 많았던 에 기인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 는 30 가 45.9%(158명), 20

26.2%(90명), 40 22.1%(76명) 순으로 나타났고, 평

균 나이는 35세로 드러났다. 최종학력은 학졸업이

65.1%로 가장많았고, 석사 20.3%로 뒤를 이었다. 직 은

과장/차장이 41.9%, 사원 26.2%, 주임/ 리 19.8% 순으로

나타났고, 근속기간은 5-10년차 25.0%, 2년 미만 24.1%,

2-5년차 22.4%, 10-15년차 14.5% 등이었고, 평균 근속기

간은 략 7년 2개월로 드러났다. 직무는 업/마 이

47.7%로 가장 많았고, 생산/ 리 20.1%, R&D 19.5% 순

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Categories N %

Total 344 100

Sex
Man 252 73.3

Woman 92 26.7

Age

20s 90 26.2

30s 158 45.9

40s 76 22.1

50s 20 5.8

Mean 35.4 (S.D=7.94)

Scholarship

high school 3 .9

college 23 6.7

university 224 65.1

master degree 70 20.3

doctoral degree 24 7.0

Career

below 2 years 83 24.1

2∼5 years 77 22.4

5∼10 years 86 25.0

10∼15 years 50 14.5

15∼20 years 23 6.7

over 20 years 25 7.3

Mean 7.17 (S.D=6.46)

Position

staff 90 26.2

assistant manager 68 19.8

manager 144 41.9

general manager 26 7.6

director 16 4.7

Team

sales/marketing 164 47.7

HR/planning 20 5.8

general affairs/ accounting 15 4.4

R&D 67 19.5

business management 69 20.1

etc. 9 2.6

Industry
manufacturing 254 73.8

service/financial 90 26.2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5.2 신뢰도  타당  검

5.2.1 신뢰도 검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 분석을 통해 각 잠

재요인의 신뢰도를 검증하 다. 분석결과 Cronbach α 계

수는 .81 이상에서 .95 사이로 드러나, 문항의 신뢰도는

반 으로 안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66, 67].

Latent variables N Mean S.D
Cronbach’s

alpha

P-E

fit

Fit1 6 3.47 0.80 .908

Fit2 6 3.67 0.80 .932

Fit3 6 3.28 0.95 .955

PPC

PPC1 6 3.79 0.72 .919

PPC2 6 3.74 0.64 .883

PPC3 4 3.76 0.69 .830

PPC4 5 3.72 0.60 .819

IWB 5 3.54 0.72 .926

TI 4 2.39 1.05 .930

<Table 2> Reliability for meas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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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측정  타당   적합도

측정모델의 타당성 합도를 확인하기 해, 먼

개인-환경 합성과 신행동 등 잠재요인들에 한 집

타당도를 분석하 다. 2차 요인모형의 확인 요인분

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표 화

요인 재치(standardized factor loading)를 검증한 결과

모두 0.5 이상으로드러나, 집 타당도는 수용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재치와 오차를 이용한

계산공식을 통해 잠재요인의 개념 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구한 결과, CR 값은 기 치인 0.7를 넘었고, AVE

역시 정 기 인 0.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

가 확보된 것으로 단하 다. 한 요인들 간 상 계수

의 제곱 값과 AVE 값을비교했을 때, 모든 AVE 값이상

계수의 제곱 값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별타당도

한 확보되었다.

Latent Factor　
factor

loading
S.E. C.R. p

Construct

Reliability
AVE2nd

factor

1st

factor

P-E

fit

Fit_F1 .805 　 　 　

.887 .725Fit_F2 .893 .093 12.252 ***

Fit_F3 .716 .102 11.297 ***

PPC

PPC_F1 .914

.984 .938
PPC_F2 .985 .077 13.889 ***

PPC_F3 .897 .089 11.846 ***

PPC_F4 .898 .079 12.375 ***

IWB

IWB1 .852 　 　 　

.949 .787

IWB2 .854 .050 20.253 ***

IWB3 .845 .049 19.907 ***

IWB4 .860 .049 20.515 ***

IWB5 .814 .052 18.705 ***

TI

TI1 .843

.910 .718
TI2 .951 .046 24.251 ***

TI3 .886 .045 21.566 ***

TI4 .83 .050 19.287 ***

χ²=1966.651(df=1067, p<.001), χ²/df=1.843, RMSEA=.050,

CFI=.934, GFI=.863, RMR=.044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IT PPC IWB TI

FIT .725

PPC .845 .939 　

IWB .624 .793 .787　

TI -.641 -.478 -.315 .718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and AVE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합도 지수를 통

해 모형의 합성을 단할 때는 가 여러 지수를 제

시하는 것을 권고하며, 합도지수인 RMSEA와

표 인 증분 합도 지수인 CFI가 상 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추천되고 있다[68]. 본 연구의 측정모델에 한

합도 지수 검증 결과 χ²=1966.651(df=1067, p<.001), χ

²/df=1.843, RMSEA=.050, RMR=.044, CFI=.934, GFI=.863로

나타났다. 표본의 크기에 향을 받아 기각된 것으로 해

석되는 χ²의 값을 제외하고, χ²/df의 값은 1.843으로바람

직한 기 인 3 이하로 나타났고, RMSEA는 최 모델기

인 .8 이하 고, CFI도 .9 이상으로 나타나 반 으로

양호한 것으로 단하 다.

5.3 연 가  검

먼 기에 설정한 연구모형에 해당하는 이론모형을

분석하 고, 이론모형에 한 합도 지수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χ²=76.04(df=23, p<.001), χ²/df=3.306, RMSEA=.082,

RMR=.018, CFI= .975, NFI=.965, GFI=.952 등으로 나타

났다. χ²/df의 값과 RMSEA 지수 등에서 최 의 합도

기 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카이자승 통계

량을 낮추고 경로 간의 유의성을 찾아내는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ex; M.I.)의 사용을 검토하 다. AMOS

로그램에서는 수정지수 4 이상을 제시해주며, 본 연구

는 Byrne(2010)이 제시한 보수 인 기 에 따라 수정지

수 10 이상으로 한정해 연결을 검토하 다[67]. 제시된

수정지수에 따라 잠재변인 간의 오차 항을 하나씩 연결

하는 과정을 반복하 다.

Fit

Index

Absolute fit measures
Incremental

fit measures

χ² χ²/df RMSEA RMR GFI CFI NFI

Theoretical

model

76.04

df=23

p=.000

3.306 .082 .018 .952 .975 .965

Fix model

43.13

df=21

p=.000

2.054 .055 .015 .973 .990 .980

optimum

standard

.05

over

3.0

below

.08

below

.08

below

.90

over

.90

over

.90

over

<Table 5> Fit Index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정된 모형을 확인한 결과, χ²=

43.13(df=21, p=.000), χ²/df=2.054, RMSEA=.055, R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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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GFI=.973, NFI=.980, CFI=.990의 결과로 나타났다.

수정모형의 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χ² 값의 유의성

은 표본의 크기가 크다는 에서 기각이 된것으로볼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 다른 지수들은 최 의 기 치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모형과 수정모형의 카

이자승 통계량 차이 32.91(76.04-43.13)과 자유도 차이

2(23-21)는 통계 으로 유의하여(p=.000), 수정모형을 채

택하 다.

각변인 간인과 계에 한검증결과는 <Table 6>과

같다.

Paths β B S.E.
C.R.

(t)

p

(sig.)

FIT → IWB .079 .094 .121 .774 .439

FIT → TI -.875 -1.505 .253 -5.949 ***

FIT → PPC .860 .874 .062 13.992 ***

PPC → IWB .806 .940 .117 8.033 ***

PPC → TI -.228 -.387 .267 -1.994 .047*

IWB → TI .059 .086 .105 .819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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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Path model results

<가설 1>은 개인-환경 합성이 신 행동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한 것으로, 분석결과 기각되었다. 개

인-환경 합성은 신 행동에 직 인 향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79, t=.774, p>.05).

개인-환경 합성과 이직의도 간의 계를 검증하고

자 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직

무, 상사와의 합성에 해 정 으로 평가할수록 이

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β=-.875, t=-5.949,

p＜.001).

개인-환경 합성의 정심리자본에 한 향력을

검증하기 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개인-환경 합

성에 해 정 으로 인식할수록 정심리자본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860, t=13.992, p＜.001).

다음으로 정심리자본과 신행동 간의 계를 살펴

보고자 한 <가설 4>와 정심리자본과 이직 의도 간의

향력을 검증하고자 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정

심리자본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신 행동을 증가시키고

(β=.806, t=8.033, p＜.001), 이직의도를 낮출 수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β=-.229, t=-1.994, p<.05).

마지막으로 종속변인 간의 계에서 신 행동이 이

직 의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가설 6>은 기각되었

다. 조직구성원들의 신 행동과 이직 의도 간에는 유의

한 향력이 나타타지 않았다(β=.059, t=.819, p>.05).

한편, 정심리자본에 한 인식이 개인-환경 합성

과 신 행동 이직의도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

는지 확인하 다. 간 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해 검증했는데, 이는 모집단

으로부터 무작 로 추출한 표본 데이터를 상으로 재표

본 추출을 통해 표 오차를 추정하는 것이다. 정심리

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환경 합성은

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신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었고(β=.693, p<.05), 개인-환경 합성은 정심리자

본을 매개로 이직의도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β=-.233, p<.05).

DV

ID
IWB TI

FIT .693* -.233*

PPC -.048

* p<.05

<Table 7> Indirect effect

개인-환경 합성과 신 행동의 계에서 정심리

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1단계로 개인-환경

합성이 정심리자본에 미치는 향력은 <가설 3>에

서, 2단계로 정심리자본이 신 행동에 미치는 향의

유의성은 <가설 4>에서 검증되었다. 하지만 3단계로 개

인-환경 합성이 신 행동에 미치는 직 인 향력

을 검증한 <가설 1>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신 행동에 한 개인-환경 합성의 직 효과는 유의

미하지 않았고 정심리자본을 매개로 하는 간 효과만

유의한것으로드러나, 개인-환경 합성과 신 행동 간

의 계에서 정심리자본은 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개인-환경 합성과 이직의도 간의 계에서

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차는, 1단계로 개

인-환경 합성이 정심리자본에 미치는 향은 <가설

3>에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2단계 정심리자본에서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 인 향력을 검증한 <가설 5>

도 유의한 것으로드러났다. 한 3단계로<가설 2>에서

개인-환경 합성의 이직의도에 한 향력도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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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개인-환경 합성과 이직의도 간

에는 직 효과와 더불어 정심리자본을 매개로한 간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환경 합

성과 이직의도 간의 계에서 정심리자본은부분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6. 결론

6.1 연 결과  약  

본연구는 국내기업의 직원을 상으로 개인-환경

합성, 정심리자본, 신 행동 이직의도의 구조

계에 해실증 으로 분석하 다. 특히, 정심리자본의

매개 역할에 주목하여 개인-환경 합성이 개인의

신 행동과 조직효과성의 결정 기 이되는 이직의도

에 미치는 향을 구조 모델을 통해 검증하 다.

본연구의 구체 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과

조직 합, 직무 합, 그리고 상사와의 합으로 구성된

개인-환경 리더십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기업 환경과의 유사성

에 해 정 으로 인식할수록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이직의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개인-환경 합성과 이직의도 간의 계를 검증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 다[58, 59]. 반면, 개인-환경

합성은 신 행동에 유의한 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환경 합성과 신 창의

행동의 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나타냈다[8, 61].

둘째, 개인-환경 합성은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 주의 등 정심리자본에 정 인 향력을지닌 것으

로 드러났다. 즉,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직무 상사와

합하다고 평가할수록 목표 달성 과정에서혹시 실패하

게 되더라도 회복할 수 있으며자기효능감을 고양시키는

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개인과 조직 간의 합성이 조직구성원들의 정

심리 상태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김은지(2016)의 연

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33].

셋째, 정심리자본은 직원들의 신 업무 행동을

증가시키고, 이직 의도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력과 활력, 동기부여를 고취시킬 수 있는 정심리

자본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업무와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신 행동이 향상되고,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

났으며, 이는 선행연구들[34, 38, 40, 41, 70]의 결과와 유

사하 다.

넷째, 신 업무 행동에 한 개인-환경 합성의

직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

심리자본을 매개로 한 간 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

다. 이는 개인과 환경의 합성 자체가 신 행동을증가

시키는 것이 아니며, 구성원들이 자신의 심리에 해

정 으로 인식하는 정심리자본이 먼 형성될 때,

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개인-환경 합성과 이직의도 간의 계에서

는 직 효과 이외에 정심리자본을 매개로 한 간 효과

도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직 효과와 간 효과

의 향력의 크기가 유사하게 나타난 을 고려하면, 개

인-환경 합성과 정심리자본에 한 인식 제고가 함

께 이루어질 때 조직 효과성의 결정 기 이 되는 이직

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 조직-환경 합성과 개인 조직의 성과에 한

향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 등 조직의 태도 변인에만 집 된 것과 다르게, 본

연구는 조직-환경 합성의 효과를 신 행동과 이직의

도 등 개인의 행동 차원으로 확장해 검증한 에서 의

의를 지닌다. 개인-환경 합성이 정심리자본을 높이

고 이직의도를 낮추는 정 인 효과를 지니고 있는

을 실증 으로 분석한 에서 실무 차원에서 기여한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 자원 리 차원에서 개인과 조

직과의 일치성, 개인에게 합한 직무 배치, 상사와의 유

사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개인-환경 합성의 신 행동에 한 효과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심리자본이라는 매개변인을 통

해, 개인-환경 합성의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 계에

해 실증 인 결과를 제시한것도 의미가있다. 즉, 조직

은 구성원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반응과 태도를

리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 차원에서 개인과 조직의

반 환경과의 합성을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

요한 을 확인하 다. 조직과 상사에 해 높은 합성

을 가지고 한 직무에 배치된다면 자기효능감,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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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희망 등 조직구성원들의 태도에 정 인 향을 미

치고, 이는 개인의 성과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

여할 수 있다는 메커니즘에 한 이해를 높 다는 에

서 학술 차원에서 기여하고 있다. 본연구의 이러한 결

과는 기업의 조직목표와 직무의 특성에 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리하는 차원에서 실무 인 도움을 수 있

을 것이다.

6.2 연  한계  제언

본연구의 결과가 지니는이론 인 기여 실무 함

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 도 지니고 있다. 첫

째, 본 연구의 상기업은 견기업 주로 이루어져,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조직에 일반화하기에는무리가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고 정부

기 과 같은 다른 유형의 조직에 용하거나, 고객

서비스업 등으로 업종을 세분화하고 고객에게미치는

향력 등을 포함해서 연구모델의 타당성을재확인할 필요

도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정심리자본 등 주요 변인들을 측정

하는 과정에서 주 인 평가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개

인의 인식에 근거한 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측정가능한 실제 조직의 객 성과에 미치

는 향력을 검증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객

성을확보하려는 노력을 통해, 개인-환경 합성 정

심리자본의 효과 연구의 이론 인 기여와더불어 실무

차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인-환경 합성과 신 행동

이직의도 간의 계에서 정심리자본을 매개변수로 투

입한 은 본 연구의 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외에 다른 매개변인을 포함시켜 보다 다양한 측면에

서 변인 간의 구조 계를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변인 간 인과 계 차원에서 개인-환경 합성과

정심리자본의 향력의 방향을 확인해보려는 노력도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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