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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외식업체에 종사하는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직업가치가 이직의도에 미

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조직후원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

다.

첫째, 직업가치 중 내재적 가치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내재적 가치 중 사회헌신만이 이직의도

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직업가치 중 외재적 가치와 이직의도의 관계

를 검증한 결과 외재적 가치 중 체면유지와 안정추구만이 이직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적 후원에 따라 내재적 가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내

재적 가치 중 지식추구에 대해 높게 지각한다면 정서적 후원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더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내재적 가치 중 인간관계중심에 대해 높게 지각한다면 정서적 후원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서적 후원에 따라 외재적 가치가 이직의

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외재적 가치 중 경제우선에 대해 높게 지각한다면 정서적 후원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외재적 가치 중 체면유지에 대해

높게 지각한다면 정서적 후원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수

단적 후원에 따라 내재적 가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내재적 가치 중 지식추구

에 대해 높게 지각한다면 수단적 후원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수단적 후원에 따라 외재적 가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외재적 가치

중 경제우선에 대해 높게 지각한다면 수단적 후원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외재적 가치 중 체면유지에 대해 높게 지각한다면 수단적 후원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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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개인에게 직업은 매우 중요한 삶의 수단이며

개인의 발달과제이다.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사

회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에게 있어

서 직업은 새로운 경험이면서 동시에 인생에 있

어서 자신의 경력을 쌓아가게 되는 발판이다(남

순현, 2005). 하지만 개인들은 조직진입단계와 같

은 역할이행 과정에서 역할요구에 대한 많은 불

확실성에 맞닥뜨리게 되면서(Ashforth & Saks,

1996) 조직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될 수 있으며 혼

란과 불안감속에서 방향감각을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서철현․허양회, 2009). 이러한 현

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조직차원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개인의 문제일 것이

다. 이는 개인이 무엇을 선호하고 싫어하는지를

본인 스스로 파악하고 거기에 적합한 무엇인가

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송수용(2005)의 연구에서 사람

이 무엇을 선호하고 그것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

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

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는지를 총체적으로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업에서

는 우수한 종사원들을 충원하고 잔류시키기 위해

서는 종사원들의 직업과 조직에 몰입하게 할 수

있는 영향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한 과제이다(최우성,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사원들이 자신의 직업과 관련하여 무엇에 대해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조직과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직업가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기존의 직업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직자

와 재직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다(김병숙․김

덕환․김민정, 2011). 먼저 청소년 및 직업선택의

시점에 놓여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가치

가 직업선호도, 직업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연

구(Timothy & Robert, 1992; Lee, Landberg &

Lee, 2016; 김현주, 2008; 김남이, 2010)와 재직자

를 대상으로 직업가치에 따른 직무만족, 직업적

응 등에 관한 연구(Frieze, Olson, Murrell &

Selvan, 2006; Ucanok, 2008; Froese & Xiao,

2012; Liao, Lu, Huang & Chiang, 2012; 박경혜,

2005; 안광영, 2010) 등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직의도와 같이 조직에 남아 있을 것

이냐, 아니면 새로운 직업이나 진로를 찾아 떠날

것이냐와 같은 행동차원의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신입사원들의 경우 이

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가치

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일 것이다. 또한 기업차원

에서도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들이 성공적인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는 뛰어난 스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보다 구직

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가치가 어떠하느냐가 중요

한 관건일 것이다. 즉, 과거의 기업의 채용정책이

다수의 구직자 중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

는 것 이였다면 앞으로는 구직자의 입장에서 구

직자가 원하는 직업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

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가치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식산업체에 근무하는 신

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는 관광산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적자원이 경쟁우위의 원천이며, 우수

한 인재를 육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외식산업의

핵심목표이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2014년도 통

계청자료에 의하면 외식산업의 분류인 음식업의

경우 전체 도소매업 중 업체수가 69%, 종사자수

가 71%로 도소매업의 대부분을 음식업이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연구(Kusluvan

& Kusluvan, 2000; Jenkins, 2001; 고동우․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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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2002; 차석빈․노정희, 2010)에 의하면 관광

산업에 대한 직업으로서의 이미지는 낮은 수준

의 월급과 숙련도, 정규근무시간 이외의 긴 근무

시간, 부정적인 이미지, 높은 이직률 등의 이유

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직

을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1년 미만 신입사원을 대

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고용정보원

(2012)의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이동 경로조

사에서 취업 후 1년 미만 이직자가 47.3%, 1～2년

이내 이직자가 28.1%로, 첫 직장 취업 후 1년 이

내에 대부분이 직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에 입사하여 새로운 조직문화와 조

직 속에서 적응하여 이직의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후원인식의 조절효

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조직후원인식이 사

회교환관점에서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에 대한

긍정적이고 유익한 행동을 유발함으로써 조직에

호혜적인 의무감을 형성하게 되고 구성원들은

직업과 관련된 조직목표 수행을 통해 조직에 보

답하기 때문에(김상범, 2003) 직업가치를 더욱

높게 만들고 그 결과 이직의도를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신입사원들의 직업가치에

따른 복리후생이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업차

원의 인사관리시스템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직업가치
직업가치는 한 개인의 직업적 발달에 가장 중

요한 변인 중에 하나로(Ben-Sham & Avi-Itzak,

1991) 개인이 직업과 진로에 대해 바라보는 가치

를 말하며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생활을 영위하

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체계라고 할

수 있다(양동은, 2012).

특히 직업가치에 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교육적 성취나 이후의 직업에 있어서의 직업적

보상 수준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

며(Johnson, & Elder, 2002). 직업인들에게 중요

한 동기의 자원으로 여겨져 왔으며, 직업가치와

직업특성과의 조화가 직업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Brown, 2002).

직업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연령별 혹

은 세대별 직업가치의 변화, 성별에 따른 직업가

치의 차이, 그리고 직업가치에 대한 문화적 차이

등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김수정, 2012).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직업가치와 직업만

족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가치에 따라 직장

내에서의 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다르며 나아가

직업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

인의 가치에 부합한 직업선택이 이루어질 때, 직

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직

업가치는 직업선택과 직장 내에서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전․이직 등 진로과정에서의 행위와 밀

접한 관계가 있다. 즉, 개인은 직업가치와 조화

를 이루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며, 그렇지 않았을

때 자신들의 직업가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후에 그들의 직업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다(이주희, 2013). 특히 Hyot(1973)은 직업 가치

가 진로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업가치가

직업만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특정한 직업

에서의 종사자의 적응과 관련된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업 적응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

됨을 밝힌 바 있다(박정란, 2006).

또한 직업가치는 학자들 간에 논의되는 관점

과 연구의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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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되며 차이를 보여 왔는데, 직업선택에 있어 어

떠한 가치가 행동규준으로써 중시되는 가를 기

준으로 직업가치의 유형들이 구분되고 있다(김현

주, 2008). 이러한 직업가치의 유형에 대해 최우

성(2014)의 연구에서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

과 직업가치는 크게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먼저 내재적 직업가치는

지식추구, 사회헌신, 인간관계중심주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외재적 직업가치는 경제우

선, 체면유지, 안정추구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

였다(최우성,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적 직업가치를 일을 통

해서 또는 사람들이 작업활동에 전념하는 과정

에서 일어나는 궁극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성취감, 보람, 만족 등과 같이 직무내용과 관련

된 것으로 자기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헌신하

며,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이상을 추구하며, 직업

을 통하여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직업 그 자

체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정의하고(이진규․권상

순․이창엽, 2009) 하위요인은 지식추구, 사회헌

신, 인간관계중심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그

리고 외적 직업가치는 일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일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궁극적인 상태를 말하

는 급여만족, 직업안정 등과 같은 것들로 경제적

인 도구, 권력추구, 개인주의와 사회인을 중시하

는 등 직업을 도구적 가치로 정의하고(김병숙,

2007) 경제우선, 체면유지, 안정추구 등으로 하위

변수를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조직후원인식
Eisenberger, Huntington, Hutchinson & Sowa

(1986)은 후원적 조직이란 조직이 구성원들의 복

지와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조직구성원들의

공헌을 소중하게 여기며 구성원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조직후원인식은 조직이 구성원들의 복지에 관심

을 가지고 조직구성원들의 불평에 귀를 기울이

며 구성원이 난관에 직면했을 때 도와주기 위해

서 노력하고 조직구성원올 공정하게 대우하는지

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인식을 말하며(윤인한․

장영철, 2015) 이런 정도는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마치 인간과 같은 속성을 부여하고 조직이

자신들의 기여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들의 복지를 촉진시키는데 어느 정노의 관

심을 두고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형성

하게 된다는 것이다(이경호, 2010).

특히, 구성원의 심리적 태도요인의 강화차원에

서 조직후원인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구성원들이 조직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지각을

통해 조직에 대해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태도

가 바로 조직후원인식이기 때문이다. 조직후원인

식을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직무관련 행동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조직은 구성원에게 조직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 지원

을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조직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무감을 스스로 갖게 하는 것이다

(Eom, 2012).

또한 Epitropaki & Martin(2013)는 조직구성원

의 높은 조직후원인식은 다양한 자원에 대하여

높아진 접근성에 대한 관점을 수반하게 되며, 그

결과로 높은 조직후원인식은 풍부한 자원 환경

을 구성하게 되는 반면 낮은 조직후원인식은 제

한된 자원 환경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후

원인식이 높을 때 종사자는 많은 가치 있는 자

원을 제공하고 접근하는데 있어 조직을 믿을 것

이라 주장하였다(박철원, 2015). 즉, 구성원이 조

직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면 조직후원

인식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구성원을 조직에 몰

입하게 함으로써 참여와 작업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노현우, 2013).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일부의 연구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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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원인식은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교환이론에서는 조직이 구성

원에게 특정의 보상을 제공하는 순간부터 개인

과 조직사이에는 교환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이론은 조직후원 인식과 바

람직한 결과물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즉 조직이 지원적이고

구성원에게 관심을 보일 때 구성원은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적 의도를 가지고 보답하려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갖는

조직은 그들의 자아가치에도 영향을 미쳐 구성

원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만든다(이규만,

2010). 즉, 조직후원인식은 변수들간의 관계를 조

절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직후원인식은 조직과의 관계에 기초

한 개인의 태도란 점에서 조직몰입과도 유사하

지만,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몰입을 의미하는 조

직몰입에 비하여 조직후원인식은 역으로 구성원

에 대한 조직의 몰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양자

는 차이가 있다(김동산․정종태, 2013). 이와 같

이 조직후원인식은 조직몰입과 같이 단일차원으

로 구성되기보다는 다차원으로 구성된 요인이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조직후원인식과 관련하여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조직후원인식을 구성하는 요소

로 비금전적인 보상차원의 정서적 후원과 금전

적 차원의 수단적 후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표

적으로 Eisenberger et al.(1986)은 개인이 조직

의 보상으로 기대하는 것은 단기간의 교환을 포

함하고 있는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가치에

기초를 두고 있는 장기적인 교환을 포함하고 있

다는 면에서 조직과의 가치일치적 관계에 기초

하고 있는 정서적 관계뿐 아니라 조직이 주는

보상에 기초를 두고 형성되는 계산적 관계도 포

함하는 포괄적인 개인의 태도로 구분하였다. 그

리고 McMillan(1997)의 연구에서도 Eisenberger

et al.(1986)의 연구를 중심으로 조직후원인식을

정서적 후원과 수단적 후원으로 구분하였다(양현

교,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Eisenberger et

al.(1986)와 McMillan(1997)의 연구를 중심으로

조직후원인식을 정서적 후원과 수단적 후원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3. 이직의도
이직의도란 개인이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

하고 현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정이상․김희길․

추선애․이동호, 2013)로써 실제 그만두기 전에

나타나는 예고로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는 사회

시스템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의 경계를 넘나드

는 개인의 이동 정도라고 할 수 있다(Meyer &

Allen, 1991).

이직의도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조직의 구성원의 이직의

도라는 것은 이직 직전의 단계에서 이직행동을

예측하는 지표(하민애․장영철․김진욱, 2015)로

서 구성원 자신들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나 성취감을 저하시키고, 결과론적으로는 조

직과 개인의 발전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다주는

요인이지만, 조직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성에 대

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시키기 위한 주요한 예측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형섭, 2005). 특히 조직의 경

영자나 상위 관리자가 구성원의 이직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변화를 계획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평가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하게 하여 조직에 남게 하거나 혹은 조직

을 떠나지 않도록 결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하여 신입사원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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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연구에서 이직의도가 중요한 결과변수

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는 조직적응의 하위요

인으로서 이직의도는 조직사회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직적응의 연구방향이 조직구성

원의 조직 진입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응으

로 인한 자발적 이직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 원

인을 밝히고자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

다. 즉 조직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와 충족되지

않은 기대로 인해 신입종사원들이 조직에 만족

하지 못하고 조직을 떠나는 현상과 관련하여 연

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장철호, 2012).

Ⅲ. 연구설계
1. 가설의 설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외식업체에 종사하는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직업가치가 이직의도

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조직후원인식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

적을 설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설정하게 된 것이다.

먼저 직업가치관은 조직변화와 관련한 구성원

의 태도와 행동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이진규․권상순․이창

엽, 2009). 왜냐하면 직업가치관은 개인이 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직무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동기부여와 성취에 있어

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Nord, Brief,

Atieh & Doherty, 1988). 하지만 직업가치와 조

직몰입 및 직무만족 등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연구들은 많은 편 이었지만, 직업가치와 이직의

도에 대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는 선행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김태형․신용존․

김동룡(2014)의 연구에서 여러 연구들에서 직업

가치와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이 상관관계가 있

다고 밝혀진 이상 이들 즉,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과 역상관관계가 있다고 입증된 이직의도와 직

업가치간의 관계는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하면

서 다음과 같이 유추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맡은

바 직무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조직에 몰입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이들 변수와 역 상관

관계에 있는 이직이나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난

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러면서 실증적으로 직업가치와 이직의도사이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직업가치와 이직의도는 유

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

적 기업 종사자들은 대상으로 한 이주희(2012)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가치 중 사회헌신은 이직의

도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기능력,

사회인식중시는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종사자들은 대체

적으로 직업을 도구적인 가치로 보는 측면보다

는 직업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실현하

여 자기능력을 발휘하고, 사회헌신하고, 인간관

계를 중시하고 일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

이 크다고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1: 직업가치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내재적 가치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외재적 가치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후원인식은 사회교환이론의 상호호혜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종업원들이 조직으로부터 어떠

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게 되면 이

에 대해 보답하고자 하는 의무가 생기며, 그 의

무감에 의해 조직을 위해 노력하고 충성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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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직지원을 자신의 기

대대로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

한 사람은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의미이

다. 이를 직업가치의 인식차이와 종업원의 태도

의 관계에 적용하게 되면, 이들 사이에서 조직-

개인 간 상호호혜성의 원칙에 입각한 조직지원

에 대해 개인이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그 관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직업

가치 인식 차이 선행변수와 결과변인인 종업원

의 태도와의 관계에서 조직-개인차원에서 느끼

는 조직지원의 인식수준이 이들의 관계를 조절

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김

태형․신용존․김동룡, 2014).

특히, Stamper & Johlke(2003)의 연구에서 조

직후원인식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후

원인식이 강할수록 조직 내에서의 잔류의사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Eisenberger, Fasolo &

Davis-LaMastro(1990)의 연구에서 조직후원인식

은 종사원의 참여와 헌신을 증가시키는데 필요

한 심리적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종사원 불안요

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조직후원인식에 따라 직업가치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가설 2-1: 정서적 후원에 따라 직업가치가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가설 2-1-1: 정서적 후원에 따라 내재적 가치

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가설 2-1-2: 정서적 후원에 따라 외재적 가치

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가설 2-2: 수단적 후원에 따라 직업가치가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

다.

가설 2-2-1: 수단적 후원에 따라 내재적 가치

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가설 2-2-2: 수단적 후원에 따라 외재적 가치

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아래의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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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집단을 외

식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원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는 외식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경우

관광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며, 다른 관광산업군에 비해 이직의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표본집단은 외식업체 중 동일

한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에 운영하는 L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각 업장별로 20부씩 총 15개 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시간 및 공간의 한계성 때문에 전

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총 330부를 배포하여 312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설문문항에 대한 누락 및 일방향으로 기입

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총 300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실증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총 표본인 300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있

어서는 남성이 159명으로 53%, 여성이 141명으

로 47%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25세 이

하가 161명으로 53.7%, 26～30세 이하가 117명으

로 39%, 31～35세 이하가 16명으로 5.3%, 36～

40세 이하가 2명으로 0.7%, 41세 이상이 4명으로

1.3%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유무에 있어서는 기혼이 49명으

로 16.3%를 미혼이 251명으로 83.7%로 나타났

으며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정규직이 246명으로

82%, 비정규직이 54명으로 18%로 나타났다. 또

한 학력에 있어서는 고졸이 104명으로 34.7%,

전문대졸이 144명으로 48%, 대졸이 52명으로

17.3%로 나타났으며, 근무연수에 있어서는 1개

월 미만이 46명으로 15.3%, 6개월 미만이 135명

으로 45%, 12개월 미만이 119명으로 39.7%로

각각 나타났다.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2.1 직업가치
먼저 직업가치 중 내재적 가치에 대한 탐색요

인분석 결과, 다음 <표 1>과 같이 3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요인분석결과는 기존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지식추구, 사회헌신, 인간관계중심으로 요인명를

명명하고자 한다. 최종모형의 요인분석 결과,

KMO(Kaiser-Meyer-Oklin)측도의 값이 0.863으

로 Battlet의 구형성 검증을 위한 근사 χ2값이

3066.220으로 0.000수준에서 유의한 모형임이 검

증되었다. 또한 요인분석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누적된 총 분산이 69.842로 69.8%의 설명력을 의

미하며 직각회전인 Varimax방식에 의하여 5번

반복계산에서 수렴되었다. 그리고 신뢰성을 분석

한 결과 전체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이 0.8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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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요인(신뢰도) 측정변수 공통성 요인1 요인2 요인3

안정 추구

(0.894)

나는 정년보장이 되어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좋다. .782 .866

직업을 바꾸는 걱정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714 .826

안심하고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688 .794

잠재요인(신뢰도) 측정변수 공통성 요인1 요인2 요인3

인간관계중심

(0.916)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고 생각한다. .785 .882

업무에 있어 서로 협력하는 관계형성이 중요하다. .806 .872

서로 믿고 협조하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 .762 .866

상․하간 신뢰하는 좋은 분위기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714 .811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80 .786

사회헌신

(0.874)

자신의 이익보다 여러 사람들에게 더 이로운 일을 하고 싶다. .695 .813

나는 일을 통해 여러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710 .811

나는 기회가 된다면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 .669 .771

여러 사람들을 위해 일할 때 더욱 보람을 느끼게 된다. .757 .764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706 .731

지식추구

(0.831)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이다. .754 .812

계속해서 새로운 원리와 사실을 발견하는 일이 더 좋다. .695 .807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이다. .692 .733

일을 하는 것은 도전을 통한 삶의 만족을 위해서이다. .602 .640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 기술, 정보 등을 추구하는 직업이 좋다. .451 .435

Eigen-Value(고유값) 6.347 2.865 1.265

분산설명력 42.313 19.098 8.431

<표 1> 내재적 가치의 요인분석 결과

다음으로 외재적 가치에 대한 탐색요인분석

결과, 다음 <표 2>와 같이 3개 요인이 도출되었

다. 이러한 요인분석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경제우선,

체면 유지, 안정추구로 요인명를 명명하고자 한

다. 최종모형의 요인분석 결과, KMO측도의 값

이 0.787로 Battlet의 구형성 검증을 위한 근사

χ2값이 2703.308로 0.000수준에서 유의한 모형임

이 검증되었다. 또한 요인분석의 설명력을 의미

하는 누적된 총 분산이 66.476으로 66.5%의 설명

력을 의미하며 직각회전인 Varimax방식에 의하

여 5번 반복계산에서 수렴되었다. 그리고 신뢰성

을 분석한 결과 전체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이 0.8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외재적 가치의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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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해고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691 .772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654 .758

체면 유지

(0.845)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일을 해야 한다. .715 .845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으며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720 .812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 .619 .776

나는 일을 통해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얻고 싶다. .609 .690

여러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일이어야 한다. .562 .615

경제 우선

(0.841)

나는 성공에 대한 기준을 부로 평가한다. .778 .872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672 .758

성공하고자 한다면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639 .735

직업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이다. .544 .679

같은 일을 하더라도 대가를 좀 더 많이 얻는 일이 좋다. .583 .598

Eigen-Value(고유값) 6.121 2.213 1.638

분산설명력 40.805 14.750 10.921

2.2 이직의도
이직의도에 대한 탐색요인분석 결과, 다음

<표 3>과 같이 단일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요인분석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같은 것으로

이직의도로 요인명를 명명하고자 한다. 최종모형

의 요인분석 결과, KMO(측도의 값이 0.705로

Battlet의 구형성 검증을 위한 근사 χ2값이

273.749로 0.000수준에서 유의한 모형임이 검증

되었다. 또한 요인분석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누

적된 총분산이 71.0712로 71.1%의 설명력을 의미

한다. 그리고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신뢰도

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이직의도의 요인분석 결과

잠재요인(신뢰도) 측정변수 공통성 요인1

이직의도

(0.796)

회사를 옮긴다면 나은 회사에 입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743 .862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 .699 .836

이 회사의 구성원으로 계속 남아있기를 희망하지 않는다. .690 .831

Eigen-Value(고유값) 2.132

분산설명력 71.071

2.3 조직후원인식
조직후원인식에 대한 탐색요인분석 결과, 다음

<표 4>와 같이 2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요인분석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나타났

는데 수단적 후원으로 예측된 “우리 회사는 나의

직무를 될 수 있는 한 재미있게 만들어 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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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한다”와 “우리 회사는 나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의 경우 공통성 값이 각각 .312와 .207

로 나타나 공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제거하였다. 공통성을 저해하는 2개의 문항을 제

거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나타나 정서적 후원과 수단적 후원으로 요

인명를 명명하고자 한다.

최종모형의 요인분석 결과, KMOn)측도의 값이

0.889로 Battlet의 구형성 검증을 위한 근사 χ2값

이 1740.718로 0.000 수준에서 유의한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또한 요인분석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누적된 총 분산이 81.222로 81.2%의 설명력을 의

미하며 이는 다소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직각회전인 Varimax방식에 의하여 3번 반복계산

에서 수렴되었다. 그리고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값이 0.8 이

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직후원인식의 요인분석 결과

잠재요인(신뢰도) 측정변수 공통성 요인1 요인2

정서적 후원

(0.907)

나의 불만을 무시하지 않는다. .789 .847

나의 초과노력에 대하여 감사한다. .829 .818

의사결정을 할 때 나의 이익을 고려해 준다. .859 .815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추구하는 가치를 고려한다. .669 .716

수단적 후원

(0.907)

내가 직장에서 얻게 되는 일반적인 만족에 관심이 있다. .839 .863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831 .822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준다. .871 .819

Eigen-Value(고유값) 5.000 1.685

분산설명력 71.435 9.787

3. 가설 검증
3.1 직업가치와 이직의도의 관계(가설 1)
가설 1-1은 직업가치 중 내재적 가치와 이직

의도의 관계를 검증한 것으로 내재적 가치와 이

직의도의 관계를 분석결과 먼저 기여율인 R2는

.069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직의도의 총분산 가운

데 6.9%를 설명하는 것이며 회귀식에 대한 F값

이 8.350으로서 유의수준(p＜.0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내재적 가치와 이직의도에 대한 유의성을 살

펴본 결과 내재적 가치 중 사회헌신만이 이직의

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사회헌신에 대해 높게 지각하면 이직

의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재적

가치 중 지식추구와 인간관계중심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 1-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가설 1-2는 직업가치 중 외재적 가

치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검증한 것으로 외재적

가치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분석결과 먼저 기여

율인 R2는 .223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직의도의

총분산 가운데 22.3%를 설명하는 것이며 회귀식

에 대한 F값이 29.575로서 유의수준(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외재

적 가치와 이직의도에 대한 유의성을 살펴본 결

과 외재적 가치 중 체면유지와 안정추구만이 이

직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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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즉 체면유지와 안정추구에 대해 높

게 지각하면 이직의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외재적 가치 중 경제우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 1-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5> 직업가치와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차 VIF
B 표준오차 베타

내재적 가치

(상수)

지식추구

사회헌신

인간관계중심

2.232

.094

.161

.117

.289

.091

.073

.061

.078

.158

.117

7.724

1.035

2.213

1.920

.000

.301

.028

.056

.546

.609

.832

1.830

1.643

1.202

R2=.078 수정된 R2=.069 F=8.350 유의확률=.000 Durbin-Watson=1.897

외재적 가치

(상수)

경제우선

체면유지

안정추구

1.312

.094

.370

.159

.253

.064

.064

.059

.092

.337

.161

5.190

1.483

5.779

2.692

.000

.139

.000

.007

.669

.767

.728

1.495

1.305

1.374

R2=.231 수정된 R2=.223 F=29.575 유의확률=.000 Durbin-Watson=1.714

3.2 조직후원인식의 조절효과(가설 2)
가설 2-1은 정서적 후원에 따라 직업가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가설 2-1-1은 정서적 후원에 따라 내재적 가

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한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내재적 가치

및 정서적 후원을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R2)이

10.16%였던 것에 비해 내재적 가치 및 정서적

후원의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추가 투입함으로

써 설명력이 13.2%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 설명

력의 증분(△R2)에 대한 F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내재적 가치 중 지식

추구와 인간관계중심만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정서적 후원이 조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재적 가치 중 지식추구에 대해

높게 지각한다면 정서적 후원에 대한 지각이 높

을수록 이직의도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내재적 가치 중 인간관계중심에 대해 높

게 지각한다면 정서적 후원에 대한 지각이 높을

수록 이직의도가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내재적 가치 중 사회헌신은 이직의도의 관

계에서 정서적 후원은 상호작용 효과에 있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p>.05). 따

라서 가설 2-1-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가설 2-1-2는 정서적 후원에 따라 외재적 가

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한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외재적 가치

및 정서적 후원을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R2)이

22.6%였던 것에 비해 외재적 가치 및 정서적 후

원의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추가 투입함으로써

설명력이 27.9%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 설명력의

증분(△R2)에 대한 F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외재적 가치 중 경제우선

과 체면유지만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 정서적 후원이 조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재적 가치 중 경제우선에 대해 높게 지

각한다면 정서적 후원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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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적 가치 중 체면유지에 대해 높게 지각한다

면 정서적 후원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직의

도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외재적

가치 중 안정추구는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정서

적 후원은 상호작용 효과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p>.05). 따라서 가설

2-1-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6> 직업가치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정서적 후원의 조절효과

모형
내재적 가치

모형
외재적 가치

B β t B β t

(상수)

지식추구

사회헌신

인간관계중심

정서적 후원

1.937

.177

.009

.097

.186

.147

.009

.097

.224.

6.531***

1.912

.110

1.608

3.419**

(상수)

경제우선

체면유지

안정추구

정서적 후원

1.226

.086

.329

.165

.073

.085

.299

.166

.087

4.741***

1.356

4.752***

2.788**

1.536

R2=.113 수정된 R2=.101 F=9.410 유의확률=.000 R2=.237 수정된 R2=.226 F=22.873유의확률=.000

3 (상수)

지식추구

사회헌신

인간관계중심

정서적 후원

지식추구X정서적 후원

사회헌신X정서적 후원

인간관계X정서적 후원

4.105

-1.206

.149

.761

-.432

.854

-.141

-.371

-1.001

.146

.761

-.521

2.485

-.468

-1.169

3.366**

-3.078**

.670

2.884**

-1.196

.673***

-.997

-2.359*

3 (상수)

경제우선

체면유지

안정추구

정서적 후원

경제우선X정서적 후원

체면유지X정서적 후원

안정추구X정서적 후원

3.214

.976

-.666

-.270

-.429

-.527

.548

.246

.956

-.606

-.273

-.518

-1.640

1.799

.782

2.910**

4.412***

-2.225*

-1.066

-1.337

-4.150***

3.437**

1.646

R2=.152 수정된 R2=.132 F=7.497 유의확률=.000 R2=.296 수정된 R2=.279 F=17.565유의확률=.000

가설 2-2는 수단적 후원에 따라 직업가치가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2-2-1은 수단적 후원에 따라 내재적 가

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한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내재적 가치

및 수단적 후원을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R2)이

6.6%였던 것에 비해 내재적 가치 및 수단적 후

원의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추가 투입함으로써

설명력이 7%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 설명력의

증분(△R2)에 대한 F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내재적 가치 중 지식추구

만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수단적 후

원이 조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재적

가치 중 지식추구에 대해 높게 지각한다면 수단

적 후원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재적 가치 중

사회헌신과 인간관계중심은 이직의도의 관계에

서 수단적 후원은 상호작용 효과에 있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p>.05). 따라서

가설 2-2-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가설 2-2-2는 수단적 후원에 따라 외재적 가

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

하기 위한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외재적 가치

및 수단적 후원을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R2)이

23.6%였던 것에 비해 외재적 가치 및 수단적 후

원의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추가 투입함으로써

설명력이 27.2%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 설명력의

증분(△R2)에 대한 F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외재적 가치 중 경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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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체면유지만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 수단적 후원이 조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재적 가치 중 경제우선에 대해 높게 지

각한다면 수단적 후원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외재적 가치 중 체면유지에 대해 높게 지각한다

면 수단적 후원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직의

도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외재적

가치 중 안정추구는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수단

적 후원은 상호작용 효과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p>.05). 따라서 가설

2-2-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7> 직업가치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수단적 후원의 조절효과

모형
내재적 가치

모형
외재적 가치

B β t B β t

(상수)

지식추구

사회헌신

인간관계중심

수단적 후원

2.225

.095

.159

.117

.004

.079

.156

.117

.005

7.352***

1.030

2.005*

1.888

.073

(상수)

경제우선

체면유지

안정추구

수단적 후원

1.412

.114

.416

.175

-.113

.111

.378

.177

-.140

5.562***

1.786

6.292***

2.966**

-2.485*

R2=.078 수정된 R2=.066 F=6.243 유의확률=.000 R2=.246 수정된 R2=.236 F=24.114 유의확률=.000

3 (상수)

지식추구

사회헌신

인간관계중심

수단적 후원

지식추구X수단적 후원

사회헌신X수단적 후원

인간관계X수단적 후원

2.966

-.694

.438

.388

-.208

.475

-.204

-.135

-.575

.430

.388

-.257

1.364

-.670

-.448

2.495*

-1.810

1.443

1.456

-.594

2.096*

-1.083

-.898

3 (상수)

경제우선

체면유지

안정추구

수단적 후원

경제우선X수단적 후원

체면유지X수단적 후원

안정추구X수단적 후원

3.619

.755

-.773

.089

-.666

-.356

.631

.039

.739

-.703

.090

-.823

-1.160

2.082

.131

3.136**

3.362**

-2.359*

.395

-2.096*

-2.933**

3.703***

.303

R2=.092 수정된 R2=.070 F=4.231 유의확률=.000 R2=.289 수정된 R2=.272 F=16.978 유의확률=.000

Ⅴ. 결  론
본 연구는 외식산업체 종사하는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직업가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조직후원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였다. 검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

다.

첫째, 직업가치 중 내재적 가치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내재적 가치 중 사회헌신만

이 이직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헌신에 대해 높게 지각

하면 이직의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이주희, 2012)와 반

대되는 결과로 외식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

업이며, 종사원이 여기서 종사하는 목적 역시,

자아실현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을

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헌신과 같이 다른 사람에

게 봉사하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사회헌신의 경우 개인과 조

직목표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

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에서

는 사회적 책임활동과 같은 비영리적인 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강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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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종사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또는 봉사차원에서

사회헌신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직업가치 중 외재적 가치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외재적 가치 중 체면유지와

안정추구만이 이직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

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외재적 가치가 직업을

도구적 가치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

유지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더 좋은 환경(근무

및 복지)으로 이직하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기업에서는 종사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

고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기업 전체의 이미지

강화와 더불어 고용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종사원들의 직

업정체성 강화를 통해 자신의 직무나 직업에 대

해 확신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정서적 후원에 따라 내재적 가치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내

재적 가치 중 지식추구에 대해 높게 지각한다면

정서적 후원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직의도

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내

재적 가치 중 인간관계중심에 대해 높게 지각한

다면 정서적 후원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추구의 경우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계속해서 새

로운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때문에 정서적

후원과 같이 구성원들이 지식을 추구하도록 무

형의 후원을 하게 되면 이직의도가 높아지게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인간관계중심과 같이 구성원

들간의 인간관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

뢰하는 분위기에 대해 조직에서 무형의 후원을

하게 되면 구성원들간의 결속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이직의도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정서적 후원에 따라 외재적 가치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외

재적 가치 중 경제우선에 대해 높게 지각한다면

정서적 후원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직의도

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외

재적 가치 중 체면유지에 대해 높게 지각한다면

정서적 후원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직의도

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우선

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을 하는 목적이

경제적 목표달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경제적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직

하려는 이직의도를 높일 것이다. 하지만 정서적

후원과 같이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조직이 그들

의 공헌을 소중히 여기고, 인정하며 존중하고 있

다는 것을 느끼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높게

지각하게 되면 경제적 목표가 완화되어 조직에

더 남고 싶고, 결국은 이직하고 싶지 않게 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후원에 대해 높게

지각하면 경제우선이 높더라도 이직의도가 감소

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체

면유지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사

회적 지위나 명예를 얻고 싶은 욕구가 많아지면

아무리 조직에서 무형의 후원을 하더라도 이직

의도는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식관련 교육이나 기술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이에 따른 책임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 및 문화 형성

이 필요하다. 더불어 조직구성원들간의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멘토링 및 유대강화 프로그

램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단적 후원에 따라 내재적 가치가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내재적 가치 중 지식추구에 대해 높게 지각한다

면 수단적 후원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직의

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단적

후원이라는 것이 과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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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후원

이기 때문에 지식추구와 같이 자신의 내적 가치

를 높이는 행위를 하는 종사원들의 경우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높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직의도

가 더 높아진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수단적 후원에 따라 외재적 가치가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외재적 가치 중 경제우선에 대해 높게 지각한다

면 수단적 후원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직의

도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외재적 가치 중 체면유지에 대해 높게 지각한다

면 수단적 후원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직의

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우

선과 같이 일의 목표가 돈을 버는 것이 최종적

인 목표이기 때문에 수단적 후원과 같은 물질적

지원을 하게 되면 굳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

기보다는 현재의 직장에서 안주하게 되기 때문

에 수단적 후원에 대해 높게 지각하면 경제우선

은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체면유지와 같이 더 존경받고 싶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물질 및 비물질적 후원을 하더라도 사회

적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직의도는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재적 가치를

높게 지각하는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가

치보다는 현 직장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와 자신

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서적 후

원에 대한 강화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체면유지를 할 수 있도록 단순 정서적 후원 뿐

만 아니라 수단적 후원, 즉 금전적 혜택과 자신

의 직업이나 직무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설문지를 바

탕으로 한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점으로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한계이다. 본 연구에 있어 표본집

단을 서울에 위치한 외식기업에 종사하는 종사

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지역적

특성 및 일반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연구

에서는 지역 및 표본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L그룹에서 운영하는 하

나의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직업가

치는 기업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문화 및 다양한 경영

형태에 따른 차이 연구를 위해 표본의 범위 확

대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에 대해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각 변수를 개념화하고

하위구성변수들에 대해 한정적으로 연구를 수행

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별

하위구성요소들에 대한 세부적인 비교분석을 통

해 여러 차원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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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in the Effect of

Work Value on Turnover Intention†

—Focuse on Food-service Industry Newcomers Less than 1 Year—

Lim, Tae-Geun
*
․Choi, Woo-Sung

**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 of occupational value, as felt by new employees working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on turnover intent and also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between occupational value and turnover intent. The analysis drew out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study verified that, among inherent values, only social commitment had a positive(+)

direction of influence on turnover intent, and second, among extrinsic values, only face-saving and

stability seeking had a positive(+) direction of influence on turnover intent.

Thir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effect of inherent values on turnover intent according to

emotional support, the study revealed that turnover intent increased, as the perception of emotional

support increased, on condition that the item, value of knowledge seeking, among inherent values,

was perceived highly, On the other hand, if the item, relationship-centered, scored highly among

inherent values, then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emotional support, the lower the turnover intent.

Fourth,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effect of extrinsic values on turnover intent according to

emotional support, the study revealed that turnover intent decreased, as the perception of emotional

support increased, on condition that the value of economic priority, among extrinsic values, was

perceived highly. On the other hand, if the item, face-saving, scored highly among extrinsic values,

then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emotional support, the higher the turnover intent.

Fifth,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differing effect of inherent values according to methodical

support, the study revealed that turnover intent increased as the perception of methodical support

increased, if the item, knowledge-seeking among inherent values was perceived highly.

Sixth,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differing effect of extrinsic values according to methodical

support, the study revealed that turnover intent decreased as the perception of methodical support

increased, if the item, economic priority among extrinsic values was perceived highly. On the other

hand, if the item, face-saving, among extrinsic values, was perceived highly,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methodical support, the higher the turnover intent.

Key Words: Work value, Turnover intentio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Newc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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