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corporate personality by analyzing the internal employees’ corporate reviews
and to identify the impact of the representative corporate person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of internal employees and the turnover rate of the company. To this end, we first created a dictionary of words
representing the corporate personality with a Word2vec method based on words explaining five corporate personalities,
such as reliability, initiative, practicality, activism, and femininity, obtained from the preceding study. Next, we analyzed
reviews which were written by internal employees on their companies to measure the score of corporate personality
at a review level, aggregated the review level scores for each company to calculate the company level score of corporate
personality, and assigned to each company the corporate personality with the maximum score among the five such
scores. Also,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rate were measured from internal employees’ corporate evaluation scores
and the percentage of former employees of each company who left a review on the company, respectively. This study
collected datasets of corporate reviews, employee information, and corporate information from Job-Planet from 2014
to 2017, conducted a technical statistic check and correlation analysis to confirm the suitability of the datasets, and
performed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evaluate the research model and verify hypothe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job satisfaction of the internal staff has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corporate’s turnover rate. In addition,
companies having a personality of reliability, initiative and femininity also showed a significant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rate and among them, job satisfaction of companies having a
personality, initiative, showed a greater impact on turnover rate. In sum, we not only proposed a novel method of
measuring corporate personality, but also showed that corporates need to identify its corporate personality and to
utilize a different strategy to reduce their employee’s turnover rate depending on the corporate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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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한 경쟁시대에서 기업들은 다양한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Beugelsdijk, 2008). 우수 인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재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도 필수적인데,

기존 인재의 이탈은 조직의 사기 저하, 인력 부족,

그리고 기술유출 등으로 인해 기업의 큰 피해를 초

래하기 때문이다(노선희, 권태일, 2008). 그러므로

기업은 인적자원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서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직원들의 이직

의도를 예측하고 관리하여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윤금숙, 김숙영, 2010). 이러한 이유로, 종

업원의 이직 의도와 기업의 이직률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여러 요인 중 직무만족에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였다.

직무만족은 근로자 개인이 직무와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갖는 태도로(Szilargy and Wallace,

1983), 사회가 변화를 거듭하면서 직무만족의 중

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박경연 외, 2010). 급여가

높으면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사내 문화, 복지, 업무와 삶의 균형, 그리고 승진

기회 등과 같은 직무만족이 회사를 평가하고 이직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

다. 이에 따라 직원의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병호,

김정술(2010)은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 간의 유의

한 관계를 규명하면서, 직무만족의 중요성을 지적

하였고, 나인강(2005)은 직원들의 높은 직무의 만

족도가 이직 의도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이직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데

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 단위가 아닌

개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서 이

직 의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더 나아가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의 관계를 넘어

서,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그 요인 중 하나가 개성이다. 개성은

개인의 오랜 시간과 상황을 통해 형성된 특징적인

사고, 감정 및 행동의 양식(Pervin and John, 1999)

이며, 인적자원 관리의 기본은 조직을 구성하는 개

인의 개성을 파악하여 그들의 특성과 차이를 이해

하는 것이다(박미선, 2011). 그러므로 기존 연구에

서는 내부 직원들의 개성을 측정하고, 특정 개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조직

구성원의 성격이 업무 성과를 예측하는 주요 설명

변수임을 입증한 연구들이 보고되며(유태용, 민병

모, 2001; Hough, 1992), 송준호, 우문식(2013)은

직원의 특정 성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

름을 확인하였다.

기업이 일련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자사의 개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김광

수, 정선욱, 2000), 연구자들은 개별 직원이 아닌 기

업 차원의 개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유인-

퇴출 이론(Attraction-Selection-Attrition Frame-

work : ASA Framework)에 의하면, 한 조직을

나타내는 개성은 그 조직원들의 개성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결국 조직과 비슷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만

남아 그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Schneider, 1987).

그러므로 직원들의 개성을 통해 기업개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측정 방법의 한계와 기업 차원의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개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관련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내부 직원이 남긴 리뷰를 분석해

기업개성을 측정하고, 특정 개성을 갖는 기업에

속한 직원의 직무만족과 기업의 이직률 간의 관계

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즉, 기업을 개

성에 따라 분류하여 직무만족이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개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자 한다. 본 연구는 기업개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이직률 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인적자원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직원 리뷰 플

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잡플래닛 사이트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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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 직원들의 기업 리뷰와 평점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또한, 익명으로 작성되어 근로자의 솔직

한 의견이 반영된 기업 리뷰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다 더 신뢰받고 있지만(Lakin, 2015; 김동

욱 외, 2016), 여전히 기업 리뷰를 활용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확인된 실제 직원들이

남긴 데이터의 활용은 설문조사에 의존한 이전 연

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개성과 기업 차원의 이

직률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직무만족

직무만족에 대한 선행 연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여러 연구자들이 개념적 정의를 내림으

로써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가 발전해 왔다. Locke

(1976)은 직무만족을 자신의 직무 또는 직무와 관

련된 경험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족감

또는 긍정적인 상태로 정의하였다. Tiffin and Mc-

Cormick(1965)은 직무만족을 자신의 직무에 대한

감정적인 태도라고 정의를 내렸고, Beatty and

Schnier(1981)는 직무만족을 직무 평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유쾌한 감정적인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Szilargy and Wallace(1983)는 직무만족을

근로자 개인이 직무와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갖

는 태도로 정의하였고, 직무만족은 인지, 감정, 그

리고 행동 경향으로 이루어졌다고 언급하였다.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

졌다. Reynolds and Shister(1949)는 직무만족의

구성 요인을 직무 독립성, 동료와의 관계, 공정한

대우, 직무 관심, 직무의 물리적 특성, 임금, 고용

안정 등 7가지로 구분했다. Ash(1954)는 직무만족

의 구성 요인들을 통합적 인성 요인, 보상, 효율적인

관리, 직속 상사, 전반적 직무만족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라는 6가지 요인으로 구분했으며, Herzberg et

al.(1957)도 직무만족 요인을 전반적 만족과 사기,

회사와 회사 정책에 대한 태도, 직무에 대한 내재적

만족, 직속 상사에 대한 태도, 희망에 대한 만족, 현

재 직무 조건에 대한 만족이라는 6가지로 구분하였

다. 이후에도 직무만족의 세부적인 요인을 구분하

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직무만족을 요

인별로 측정한 후 이를 종합하는 측정 도구가 제안

되어 왔다. Weiss et al.(1967)는 미네소타 만족 설

문지(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

를 개발하여 직무만족 측정을 위한 설문지를 4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20개 요인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이를 종합하였다. Smith et al.

(1969)의 직무 기술 지표(Job Description Index,

JDI), Hackman and Oldham(1975)의 직무 진단

설문지(Job Diagnostic Survey, JDS), Quinn and

Staines(1979)의 측정 도구 등이 대표적인 종합적

인 직무만족 측정 도구이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된

측정 도구들은 측정 방법이 설문조사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

하기 위해 최근에는 웹사이트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된 기업 리뷰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도 진행되

었지만(김동욱 외, 2016), 적은 표본 수는 여전히

지적된다.

2.2 이직률

이직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뉠 수 있

는데, Rose(1991)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이직의

정의를 크게 광의의 이직과 협의의 이직으로 구분

하였다. Price(1977) 등이 언급한 이직은 광의의 이

직으로서 사회시스템의 구성원 자격의 경계를 넘나

드는 이동을 의미하며, 조직 내의 모든 이동인, 취직

(accession), 배치전환(transfer), 승진(promotion)

등을 포함하였다. 반면에, Mobley(1982)가 언급한

협의의 이직은 개인이 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종결

하여 조직 외부로 이동하는 것에 한정된 개념이다.

이직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협의의 이직을 대

상으로 하고 있으며(김일채, 1998), 일반적으로 이직

이란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통해 자신들의 직업

또는소속된회사를바꾸는것으로정의된다(Abassi



38 안병대․최진욱․서용무

and Hollman, 2000). 하지만, 이직은 행동적 결과

로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은 이직 자체보다

는 이직 의도를 연구의 변수로 더 많이 사용하였다

(강현아 외, 2008).

이직 의도는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신

분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

의도로 정의된다(Iverson, 1992; Noor and Maad,

2008). Price and Mueller(1981)는 이직 의도가 이

직을 예견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즉, 이직 의도와 이

직률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이직 의도가 이직

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직 의도가

이직을 대신하는 지표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사

용되었다(Carr et al., 2008). 그러나 이직 의도와

이직률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 이직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차원의이직률이아닌직원의이직의도를차용

하는 것은 기존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직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직이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직이

조직 차원에서의 수익성에 미치는 유의한 수준의

영향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Simons and

Hinkin, 2001; Meier and Hicklin, 2007). 구체적

으로 Huselid(1995)는 이직률의 감소와 수익성의 증

가 간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고, Ongori(2007)

는 높은 이직률은 조직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이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기업의 수익성 등

에 영향을 미치는 이직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어

경영학 분야에서 이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꾸준

히 증가하였으며(Winterton, 2004), 다양한 연구

를 통해 이직과 관련하여 많은 모형과 이론이 개

발되어 왔다(Peterson, 2004). 이직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직원들의 이직 의도를 예

측, 관리하여 효과적으로 조직의 이직률을 관리하

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윤금숙, 김

숙영, 2010).

여러 요인들이 이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국

내․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공정

하고 체계적인 채용 과정은 조직에 대한 몰입과

만족을 증가시키고 이직 의도를 감소시킨다고 보

고되었다(김기태, 조봉순, 2008). 또한, 공정한 직

원 모집은 이직 의도 저하(권동인, 박호환, 2003)

또는 이직률 감소(송보화, 2006; 전순영, 2012)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기태, 조봉순(2008)은 공정하고 타당성

높은 성과평가는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 의도를

낮추는 효과를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그뿐만 아니

라 임금과 부과 급여와 같은 보상이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 의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었

다(김상욱, 유홍준, 2002). 이와 같이 이직(이직 의

도 또는 이직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주요

요인들이 직무만족과 이직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직무만족과 이직이 음의 상

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나인강(2005)은 직원

들의 높은 직무의 만족도가 이직 의도를 낮추고,

그 결과 회사의 이직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

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자들이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 간의 유의한 관계를 규명하고, 직무만

족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최무진, 2001; 이병호,

김정술, 2010). 더 나아가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의

관계를 넘어서,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고용 형태(이덕로, 김찬중, 2006), 내부 마케팅

(이보영, 2006), 그리고 훈련(Chiang et al., 2005)

등이 있음을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찰 공무원(이환범, 이수창, 2006), 호텔 종

사자(하동현, 김정선, 2010), 간호사(이상미, 1995),

교사(서은희, 이미숙, 2002; 옥장흠, 2009), 항공사

객실승무원(조경희, 고호석, 2010) 등의 특정 직업

군에 속한 직원들의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의 관계

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 이처럼 특정 산업의 기업

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개성 또는 성격을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하여 직무만족과 이직 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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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업개성

개성(Personality)이란 하나의 대상이 다른 대상

과 일관성 있게 구별되는 독특한 사회 심리적 특성

으로 정의된다(박효현, 이종호, 2009; 박소영, 정기

한, 2013; Berens and Van Riel, 2004). 즉, 개성은

대상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성이라

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관련 연구는 개성을 여

러 개의 특성으로 나누고, 각 개성 특성을 측정하

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McDougall(1932)은 고전적 연구를 통해 사람의 성

격을최초로측정하고분류하였다. 그리고 Goldberg

(1981)가 제안한 5 요인(Big Five) 검사 기법이 인

간 개성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인데, 이는 양극성 목

록(Example Format of the Transparent Bipolar

Inventory)을 발전시켜 인간의 개성을 5개의 차원

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개성을 다룬 초창

기의 연구는 개성을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개

념으로 기업과 브랜드는 개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

각하였다(Heere, 2010). 하지만, 이후의 연구자들은

개성이라는 개념이 은유의 기법을 통해 사람 외에

도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Davies et al., 2001),

먼저, 브랜드가 갖는 개성에 집중하였다.

Aaker(1996)는 브랜드도 구별되는 개성을 통해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

고 브랜드 개성을 브랜드 차별화의 방법으로 보고,

브랜드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브랜드 개성의

전략적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이후 Aaker(1997)는

브랜드 개성을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한 직․간접

적인 경험을 통해 느낀 인간적인 특성들의 집합으

로 정의하였다. 또한, Chun and Davies(2001)는

사람의 개성에 적용된 개념인 5차원(Big Five)을

브랜드 개성과 연관시켜 브랜드 개성을 5가지 차원,

즉, 성실(sincerity), 열정(excitement), 능력(com-

petence), 세련됨(sophistication), 강인함(rugged-

ness) 등으로 분류하고, 브랜드 개성의 직접적인 측

정 도구로서 브랜드 개성 척도(Brand Personality

Scale : BPS)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

로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브랜드 개성의 다

양한 차원을 확인한 바 있다(김정구, 1998; 김유경,

2000; 양윤, 조은하, 2002).

이후의 연구자들은브랜드 개성에 관한 연구에 기

초하여 기업도 개성을 갖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기

업개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초기에는 단순히

기업개성을 기업 이미지와 인지적, 정서적으로 연관

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Dowling, 1993).

이후의 연구자들은 소비자와 직원이 갖는 기업 이미

지가 모여 기업개성이 형성된다고 언급하고, 기업개

성을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인간적인 특성의 집합으로

정의하였다(김광수, 정선욱, 2000). 그리고 기업개

성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개성과 관련된 연구를

기반으로 여러 연구자들은 <표 1>과 같이 기업개

성을 여러 차원(특성)으로 나누고, 각 차원을 설명

하는 단어를 제안하였다.

Davies et al.(2004)는 자신들이 개발한 브랜드

개성 척도(BPS)를 15개의 기업과 4,600명의 응답자

를대상으로한실증연구를실시하였다. 그결과일부

의 브랜드 개성 척도가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검증하여 새롭게 기업개성 척도(Corporate Perso-

nality Scale : CPS)를제안하였다. 이기업개성척도

(CPS)는호감도(agreeableness), 진취성(enterprise),

능력(competence), 스타일(chic), 냉정함(ruthless-

ness), 비공식성(informality), 남성다움(machismo)

등의 7개의 기업개성 요인과 각 요인의 척도인 49

개의 단어를포함하고있다. 또한, Anisimova(2007)

는 3가지 기업개성, 즉 영리함(smart), 신뢰할 만함

(dependable), 기술적으로 세련됨(technically re-

fined)과 11개의 단어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기업 개성 척도는 미국인의 인식

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어

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최원주, 2002). 그

에 따라, 국내에 적용 가능한 기업개성 척도를 개발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유태용(1995)은 기업 이미지 측정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789명의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5대 국내 그룹의 이미지를 측정하여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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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개성 특성
개성 특성
수

설명 단어
수

유태용(1995) 지성, 생동성, 비인간성, 야성, 성실성 5 30

김광수, 정선욱(2000) 신뢰성, 선도성, 실리성, 적극성, 여성성 5 38

김영균, 오주연(2010) 유능함, 활달함, 정감, 세련됨 4 13

박소영, 정기한(2013) 성실, 사회성, 능력 3 17

Davies et al.(2004)
Agreeableness, Competence, Enterprise, Chic, Ruthlessness,
Machismo, Informality 7 49

Anisimova(2007) Smart, Dependable, Technologically refined 3 11

<표 1> 기업개성 특성과 설명 단어를 제시한 연구

생동성, 비인간성, 야성, 성실성 등 다섯 가지 요인

과 30개 특성 용어들을 포함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유태용(1999)은 인간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분

류하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를

조직에 적용하여, 조직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지만, 각 유형을 설

명하는 용어를 제시하진 않았다. 그리고 김광수, 정

선욱(2000)은 인간의 성격과 브랜드 개성을 측정하

는항목에기초하여기업개성을측정하여 5개의기업

개성 즉, 신뢰성, 선도성, 실리성, 적극성, 여성성을

도출하고, 각 기업개성을 설명하는 39개의 단어를

제시하였다. 김영균, 오주연(2010)은 Aaker(1997)

와 김유경(2000)의 브랜드 개성 항목의 탐색적 요

인 분석을 실시하여 4개의 기업개성(즉, 유능함, 활

달함, 정감, 세련됨)과 13개의 설명 단어를 제시하

고, 이들 중 특정 기업개성 즉 정감과 세련됨이 기

업 매력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박소영, 정기한(2013)은 유한킴벌리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여 성실, 사회성, 능력 등 3개의 기업과

이를 설명하는 17개의 특성 용어를 추출하고, 브랜

드 애착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연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지

만, 일부 연구자들이 그 대상을 내부 직원까지 확대

하여 이들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Davies et al.

(2004)는 직원들을 내부 고객으로 고려하여 그들을

실증 조사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서용구, 한수민

(2006)은 Davies et al.(2004)가 제시한 기업개성

척도를 국내 기업에 적용하여 측정 도구의 신뢰성

과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아자동차

의 개성 항목을 확인하였으며, 고객 그룹과 내부 그

룹으로 나뉜 두 그룹이 보는 기아자동차의 개성 항

목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기업개성과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기업

개성 측정을 위한 대상이 소비자에 국한된다는 한

계점을 갖는다. 또한, 기업개성 측정은 설문조사 방

법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시간

과 비용의 문제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의 표본 수가

작다는 점도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 가설 및 연구 프레임워크

앞서 언급했듯이 선행 연구들은 직무만족과 이

직 의도 간의 유의한 관계를 규명하였고, 더 나아

가 직원들의 높은 직무만족도가 이직 의도를 낮추

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이직률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나인강, 2005; 이병호, 김정술, 2010). 또

한, 고용 형태, 훈련 교육, 그리고 내부 마케팅 등

이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 간의 관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김찬중, 2006;

이보영, 2006; Chiang et al., 2005). 하지만, 측정

방법의 한계와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

부분 조직 단위의 이직률이 아닌 직원 단위의 이

직 의도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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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프레임워크

또한, Chun and Davies(2006)는 특정 기업개성

이 직원의 만족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김성아 외(2011)는 직

원의 특정 개성 요인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유의

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개성 요인이 직무

만족과 이직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

는 없었고, 기업 단위로 합산된 직원들의 직무만족

과 이직률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

단위에서 직원들의 직무만족과 이직률 간의 관계

를 살펴보고, 기업개성에 따라 발생하는 직무만족

과 이직률 간 관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1>에서 언급한 기업개성을 다

룬여러선행연구중김광수, 정선욱(2000)이제시한

5개의 기업개성(신뢰성, 선도성, 실리성, 적극성, 여

성성)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김광수, 정선욱(2000)

이 여러선행연구들의비교, 분석을통하여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5개의 기업개성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제시하는 기업개성 측정 방법에

필요한 38개의 기업개성 설명 단어 제안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6개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1 : 직원의 직무만족은 기업의 이직률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기업개성 중 신뢰성을 갖는 기업에 속한

직원의 직무만족은 기업의 이직률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기업개성 중 선도성을 갖는 기업에 속한

직원의 직무만족은 기업의 이직률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기업개성 중 실리성을 갖는 기업에 속한

직원의 직무만족은 기업의 이직률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기업개성 중 적극성을 갖는 기업에 속한

직원의 직무만족은 기업의 이직률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기업개성 중 여성성을 갖는 기업에 속한

직원의 직무만족은 기업의 이직률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기

업개성 설명 단어와 잡플래닛에서 수집한 전체 리뷰

로부터 추출된 문서 집합(Corpus)에 워드투벡터

(Word2vec) 방법을 사용하여 기업개성 설명 단어

사전을 만든다. 그리고잡플래닛에서수집된 기업리

뷰로부터 리뷰 단위의 기업개성 점수, 기업 평점, 그

리고 전․현직원정보를추출한다. 이 3가지 정보는

다시기업 단위의정보로종합되어 분석에 사용된다.

또한, 기업의 이직률은 캐치1)에서 수집된 실제 이직

률 데이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1) 캐치(Catch.co.kr)란 기업 리뷰, 면접 관련 정보, 이직
률, 주요 제품, 기업 재무 정보 등을 제공하는 잡플래
닛과 유사한 기업정보 공유 플랫폼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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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잡플래닛, KIS-Value, 그리고 캐치 등

세 곳의 출처로부터 수집하였다. 먼저, 직원 리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잡플래닛에서는 2014년

부터 2017년까지의 4,672개 기업에 대해 전․현

직원이 남긴 159,999건의 기업 리뷰, 직원 정보,

기업 정보를 수집하였다. 기업 리뷰에 포함된 평

점을 추출하였고, 제목, 장점, 단점, 경영진에게 바

라는 점 등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텍스트 리뷰

내용을 수집하여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기업을

구성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통해 기업의 개성을 측

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텍스트 리뷰를

포함한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그

래서 수집한 데이터 중 50개 이상의 리뷰를 포함

한 726개 기업을 선택하고, 이 기업들의 89,998개

리뷰만을 추출하여 기업개성 측정에 사용하였다.

반면에, 앞에서 언급한 기업개성 설명 단어 사전

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문서 집합(Corpus)을 만들

때는 159,999건의 전체 기업 리뷰를 사용하였다.

또한, 직원 정보는 리뷰를 남긴 시점에 직원의 직

무 상태로 전 직원 또는 현 직원 값을 가지고 있

고, 기업 정보는 리뷰에 해당하는 기업명과 산업

군이 포함되어 있다.

두번째로, NICE 신용평가정보에서제공하는KIS-

Value(Korea Investors Service-Value) 데이터

베이스에서 기업의 재무 정보를 수집하였다. KIS-

Value에서 수집된 재무 정보는 본 연구의 통제변

수를 만드는데 사용될 데이터로 2014년부터 2017

년까지 4년간 31,108개 기업에 대한 5개의 재무 변

수(자산총계, 부채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본총

계)와 3개의 기업 정보(기업명, 기업 설립일, 종업

원 수)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중 1개 이상의

결측값을 갖는 기업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13,355

개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모았다. 결과적으로 잡플

래닛과 KIS-Value에서 수집된 두 개의 데이터는

기업명을 기준으로 합쳐져 351개의 기업에 대한 온

라인 리뷰, 평점, 재무정보 등이 포함된 하나의 데

이터로 통합하였다.

마지막으로, 잡플래닛의 전 직원 비율을 통해 만

들어진 종속변수를 검증하기 위해 캐치에서 기업

의 실제 이직률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캐치는 잡플

래닛과 유사한 직원 리뷰 플랫폼으로 요약 재무제

표, 채용 규모, 이직률, 주요 제품 등 다양한 기업

정보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캐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기업 이직률 데이

터만을 제공하며, 최종 데이터에 포함된 351개의

기업 중 150개 기업의 이직률 데이터만을 제공하

기 때문에 종속변수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대신,

이 데이터는 잡플래닛의 리뷰 데이터를 사용하여

만든 종속변수 검증에 사용되었다.

3.3 기업개성 측정 방법

기업개성 측정 방법은 기업개성 설명 단어 사전

을 구축하고, 단어 사전을 기반으로 기업개성 점

수를 계산하고, 각 기업마다 가장 높게 계산된 기

업개성을 부여한다.

3.3.1 기업개성 설명 단어 사전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기업개성

을 설명하는 단어를 참조하여 만든 기업개성 설명

단어 사전을 기업개성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먼저, 기업개성 설명 단어 사전의 기반이 될 기

업개성 관련 단어를 선택하기 위해 <표 1>과 같

이 기업개성 특성과 설명 단어를 제시한 연구를

확인하였다. 먼저, 유태용(1995)는 기업개성이 아

닌 기업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단어를 제안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다. 각각 13개와 16개의 기

업설명 단어를 제시한 김영균, 오주연(2010)과 박

소영, 정기한(2013)은 그 단어 수가 매우 작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김영균, 오주연(2010)

은 2개의 단어(외향적이다, 매력적이다)만을 가지

고 하나의 기업개성(세련됨)을 측정하기도 했다.

또한, Davies et al.(2004)와 Anisimova(2007)의

기업개성 단어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용하기 어

려웠다.



기업개성이 직원의 직무만족과 기업 이직률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43

기업개성

신뢰성 선도성 실리성 적극성 여성성

1 내실있다 현대적이다 위선적이다 대담하다 상냥하다
2 튼튼하다 최신식이다 계산적이다 저돌적이다 부드럽다
3 안정적이다 세련되었다 돈으로 해결한다 야성적이다 여성적이다
4 성실하다 앞서 간다 욕심이 많다 결단성이 있다 따뜻하다
5 책임감있다 창의적이다 독선적이다 공격적이다 감상적이다
6 믿음직하다 상상력이 있다 신경질적이다 사내답다
7 실력있다 혁신적이다 사무적이다 단호하다
8 일관성있다 젊다
9 실제적이다 고급스럽다
10 독특하다

<표 2> 김광수, 정선욱(2000)이 제시한 기업개성 별 설명 단어

반면에, 김광수, 정선욱(2000)은 국내․외 선행 연

구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통해 제안한 5개

의 기업개성과 38개의 설명단어를추출하였다. 그러

므로 본 연구는 기업개성 설명 단어 사전을 만들기

위해 <표 2>와 같이 김광수, 정선욱(2000)이 제시한

38개의 설명 단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각 리뷰에서 설명 단어의 빈도수에 기초

하여 각 기업개성의 점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김광

수, 정선욱(2000)이 제시한 38개의 단어만으로는

기업개성을 측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38개의 기업개성 설명 단

어를 확장하여 기업개성 설명 단어 사전을 만들었

다. 즉, 38개의 단어를 종자 단어(Seed word)로 사

용하여 유사 단어를 선택하여 단어 군을 확장하였

다. 그 과정에서 문자형 단어를 의미가 포함된 숫자

형 벡터로 변환하여 유사한 단어를 추출하는데 적

합한 워드 임베딩(Word embedding)의 한 방법인

워드투벡터(Word2vec) 모델을 사용하였다.

워드 임베딩이란 단어를 벡터화하는 학습 과정

을 의미하며,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단어임을 의미하는 언어학의 분산 가

정(Distributional hypothesis)에서 착안된 방법이

다. 워드 임베딩을 통해 표현된 벡터는 단어의 의

미를 포함하며, 여러 벡터 간의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텍스트 마이닝 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되

고 있다. 이후 워드 임베딩 방법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개선되었고, 빠른 학습 시간과 좋은 성능을

보이는 Mikolov et al.(2013)의 워드투벡터 방법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워드 임베딩 모델이다(강

현빈, 이준성, 2018). 워드투벡터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큰 문서 집합(Corpus)을 필요로 하기 때

문에, 처음 수집한 전체 리뷰로부터 추출된 문서

집합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기업개성 설명 단어 사전을 확장하는 과정은 다음

과 같다. 먼저, 워드투벡터 모델을 사용하여 문서 집

합의 모든 단어를 수백 차원의 벡터값으로 표현하

고, 전처리 과정을 거친 38개의 기업개성 설명 단어

중 이 문서 집합에 등장하는 기업개성 단어를 종자

단어로 추출한다. 추출된 종자 단어와 다른 모든 단

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고, 각 기업개성마다 이 거

리가 가장 가까운 50개의 단어를 후보 동의어로 선

정한다.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이 모든 단어의 벡

터값을 가지고 2차원 산점도를 그리면, ‘튼튼’, ‘내실’

등 신뢰성을 설명하는 종자 단어와 ‘최신’, ‘첨단’, ‘창

의적’ 등 선도성을 설명하는 종자 단어의 근처에 위

치한 단어들이 각 기업개성의 후보 동의어로 선정된

다. 이후 50개의 후보 동의어 중 3명의 연구자가 공

통적으로 선택한 단어를 최종 동의어로 선택하고,

종자 단어와 함께 기업개성 설명 단어 사전에 포함

시킨다. 결과적으로, 38개의 기업개성 설명 단어는

104개의 단어를 포함하는 최종 기업개성 설명 단어

사전으로 <표 3>과 같이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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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업개성 설명 단어와 후보 동의어를 표시한
2차원 산점도

기업개성

신뢰성 선도성 실리성 적극성 여성성

1 내실 현대 위선 저돌 부드러운
2 튼튼 최신식 계산 결단 여성
3 안정 최신 돈 공격 따뜻
4 성실 앞서 독선 결단력 감상
5 책임감 창의 신경질 적극 여자
6 책임 상상력 사무 결정 따듯
7 믿음직 상상 독단 전폭 유한
8 믿음 혁신 직설 행동력 부드러움
9 성실히 고급 환산 밀어붙이기 훈훈
10 일관 독특 합산 일사불란 따스
11 실제 개혁 물욕 돌격 온화
12 신뢰감 트렌드 노골 편안
13 책임 특이 산정 젠틀
14 객관 독창 책정 부드러우며
15 탄탄 재치 친근
16 근면 초월 푸근
17 능력 창의력 화기
18 탄탄 신식 화목
19 튼실 변화 유하
20 역량 첨단 말랑말랑
21 우직 능동 포근
22 충실히 새로움 부드럽
23 건실 진취 부드러워서
24 확신 앞선 다정다감
25 안전 트랜드 마일드
26 책무 상냥
27 견실 수평

<표 3> 최종 기업개성 설명 단어 사전

3.3.2 기업개성 점수

기업개성 점수는 리뷰 단위의 기업개성 점수와

이 점수를 기업별로 종합한 기업 단위의 기업개성

점수로 계산된다. 즉, 전자는 리뷰 분석을 통해 계

산된 한 기업에 속한 각 직원의 기업개성 점수이

고, 후자는 그 기업에 속한 모든 직원의 개성 점수

를 합산한 기업의 개성 점수이다. 이는 앞에서 언

급했듯이 한 조직을 나타내는 개성은 그 조직원들

의 개성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결국 조직과 비슷

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만 남아 그 조직을 구성하

게 된다는 유인-퇴출 이론(ASA Framework)을

근거로 하였다(Schneider, 1987).

리뷰 단위의 기업개성 점수를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텍스트 전처리 과정을 거쳐 전

체 기업 리뷰를 단어의 형태로 바꾸고, 특정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단어만 남긴다. 그리

고 전체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수와 사전에

포함된 기업개성 설명 단어 수를 고려하여 기업개

성 단어의 가중치는 식 (1)을 통해 계산된다.  

는 기업개성 p를 설명하는 i번째 단어의 가중치를

의미하며, p는 기업개성(p = 1(선도성), p = 2(신

뢰성), p = 3(실리성), p = 4(적극성), p = 5(여성

성)), 그리고  는 기업개성 p를 설명하는 i번

째 단어를 의미한다. 즉, 모든 문서에 빈번히 등장

하는 기업개성 단어는 낮은 가중치를 가지며, 많

은 수의 기업개성 설명 단어를 갖는 기업개성에

속한 각 단어들도 낮은 가중치를 갖는다. 예를 들

어, ‘돈’이라는 단어가 ‘물욕’이라는 단어보다 모든

문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실리성’을 측

정하기 위한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의 가

중치는 ‘물욕’의 가중치보다 작다. 또한, ‘적극성’을

설명하는 12개의 단어는 다른 기업개성보다 적은

수로 측정되기 때문에 각 단어의 중요성이 높아

가중치도 높게 계산된다. 기업개성 단어의 가중치

를 기반으로 리뷰 단위의 기업개성 점수는 식 (2)

와 같이 계산된다.  는 Personality Score의

약자로 n번째 리뷰가 갖는 기업개성 p에 대한 점

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리뷰에 등장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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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성 단어의 빈도수와 가중치가 곱해진 값을

전체 단어 수로 나누어 기업개성 별로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각 리뷰의 5가지 기업개성의 점수가

계산된다.


전체 문서 내에 의 빈도수



기업개성 의 설명 단어 수


(1)



 
  



에 등장하는 의 빈도수×

(2)

기업 단위의 기업개성 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앞서 계산된 각 리뷰의 5개의 기업개성 점

수는 식 (3)과 같이 기업을 기준으로 합산된다.

 는 Corporate Personality Score의 약자로

k번째 기업의 기업개성 p에 대한 점수를 의미한

다. k번째 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리뷰가 갖는 5개

의 기업개성 점수를 각각 합산한 결과가 기업 단

위의 기업개성 점수이며, 식 (4)와 같이 합산된 5

개의 기업개성 점수 중 최대값을 갖는 하나의 기

업개성을 k번째 기업의 최종 기업개성으로 결정한

다. 는 Corporate Personality의 약자로서 최

종 결정된 k번째 기업의 기업개성을 의미하며, 결

과적으로 각 기업은 5개의 기업개성 요인 중 하나

의 개성을 갖는다.

  
 ∊ 

 (3)

   if
   

max 

for   ⋯

(4)

3.4 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

3.4.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이직률을 종속변수로 사용

하였다. 처음 수집한 데이터는 기업의 이직률을 포

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변수가 필요했고,

잡플래닛에서 수집한 리뷰 데이터에는 해당 리뷰를

남긴 직원들의 직무 상태에 대한 정보(전 직원 또

는 현 직원)가 포함되어 있었다. 기업의 규모, 수명,

산업군 등 동일한 조건을 가정했을 때, 이직률이 높

은 회사일수록 더 많은 이직자가 회사에 대한 리뷰

를 남길 것이기 때문에, 잡플래닛에 리뷰를 남긴 전

직원의 비율은 실제 이직률과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므로 2014년부터 2017

년까지 한 기업의 전체 리뷰 중 전 직원이 남긴 리

뷰의 비율을 계산하여 기업의 이직률 변수를 만들

었다. 하지만, 이 변수는 실제 이직률이 아니기 때

문에, 변수의 검증을 위해 수집한 실제 이직률 데이

터와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3.4.2 독립변수

직원들의 직무만족을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사

용하였다. 잡플래닛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2014년

부터 2017년까지의 회사와 직무에 대한 직원들의

평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4년간 직원이 남

긴 평균 기업 평점을 계산하여 직원들의 직무만족

변수를 만들었다.

3.4.3 통제변수

본 연구는 이직률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논의

된 기업의 규모와 수명, 기업의 재무적 성과 등의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통제변수도 종속변

수와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기업의규모는선행연구(Mobley, 1982; Terborg

and Lee, 1984; Huselid, 1995; Shaw et al., 1998)

에 의해 이직률에영향을미치고있음이확인되었고,

이후조직의 규모와 수명은 일반적으로 조직 차원의

연구에서 중요한 통제변수로 사용된다(MacDuffie,

1995; Delery and Doty, 1996). 본 연구는 4년간의

평균 종업원 수와 평균 매출액을 통해 기업의 규모

를 측정하였고, 설립연도부터 2017년까지의 연수를

통해 조직의 수명을 계산하였다. 기업 규모와 수명

에 대한 변수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정규화 과정을

거쳐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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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의 성과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한 선행 연구(양안숙, 2008)를 통해 개인의 성과

로 이루어진 조직의 성과가 이직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재무적 성과와 관련된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4년간의 평균 총자산 대비 수익률, 평

균 자기 자본 이익률, 평균 매출액 수익률, 평균 부

채 비율 등의 변수를 계산하여 기업의 재무적 성과

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산업군은 잡플

래닛에서 제공하는 10개의 코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변수의 구성과 측정방법은

<표 4>에 제시되는 바와 같다.

구분 변수
(변수명) 측정방법

종속
변수

이직률
(turnover_rate)

기업의 전 직원이 남긴 리뷰
수 ÷ 기업의 전체 리뷰 수

실제 이직률
(real_turnover_rate)

(2016년∼18년 연말) 3년간
실제 이직률의 합 ÷ 3년

독립
변수

직무만족
(job_satisfaction)

기업 리뷰에 포함된 기업
평점의 합 ÷ 기업 리뷰 수

통제
변수

기업
규모

종업원 수
(emp_avg)

(2014년∼17년 연말) 기업의
종업원 수의 합 ÷ 4년

매출액
(sales_avg)

(2014년∼17년 연말) 기업의
매출액의 합 ÷ 4년

기업 수명(age) 2017 – 설립연도

재
무
적
성
과

총자산대비
수익률
(ROA_avg)

(2014년∼17년 연말)
(당기순이익 ÷ 자산총계)의
합 ÷ 4년

자기자본
이익률
(ROE_avg)

(2014년∼17년 연말)
(당기순이익 ÷ 자본총계)의
합 ÷ 4년

매출액
수익률
(ROS_avg)

(2014년∼17년 연말)
(당기순이익 ÷ 매출액)의
합 ÷ 4년

부채비율
(LEV_avg)

(2014년∼17년 연말)
(부채총계 ÷ 자본총계)의
합 ÷ 4년

산업군
(industry)

100(서비스업),
200(제조/화학),
300(의료/제약/복지),
400(유통/무역/운송),
500(교육업), 600(건설업),
700(IT/웹/통신),
800(미디어/디자인),
900(은행/금융업),
1000(기관/협회)

<표 4> 변수의 구성과 측정방법

4. 연구 결과

4.1 연구 조사 방법 및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STATA와 SPSS를 활용하여 데

이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 통계량 분석

과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연구 모형의 평가와 가설

의 검증을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4년간 3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10개의 변수를 만들었고, 그중 산

업군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

을 제시하였다. 전 직원의 비율을 가지고 측정한 평

균 이직률은 54.45%였고, 기업 평점을 통해 측정한

평균 직무만족은 3.03점이었다. 그리고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기업 규모와 수명에 관한 3개의 변

수는 정규화 과정을 거쳐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였다. 또한, 측정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기업 규모와 수명과 관련

된 변수들, 즉, emp_avg(평균 직원 수), sales_avg

(평균 매출액), 그리고 age(기업 수명) 사이에는 유

의한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

다. 또한,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4개의 변수 사이

에서는 유의한 수준에서 대체로 정(+)적인 상관관

계를 보인다.

구분 변수명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종속
변수

turnover_
rate 0.5445 0.1356 0.2169 0.8831 351

독립
변수

job_
satisfaction 3.0309 0.4352 1.6508 4.1305 351

통제
변수

emp_avg 0.0345 0.0786 0 1 351

sales_avg 0.0221 0.0693 0 1 351

age 0.2392 0.1488 0 1 351

roa_avg 0.0442 0.0807 -0.4296 1.0093 351

roe_avg 0.1084 0.3308 -0.7495 4.9617 351

ros_avg 0.5517 0.1317 -1.0604 1.6531 351

lev_avg 0.4846 0.2149 0.0838 1.1932 351

<표 5> 변수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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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over
_rate emp_avg sales_avg age roa_avg roe_avg ros_avg lev_avg

job_
satisfaction

turnover_
rate

1.0000

emp_avg -.1358* 1.0000

sales_avg -.1381** .8436** 1.0000

age -.2039** .2428** .2799** 1.0000

roa_avg -.0536 -.0028 -.0078 .0236 1.0000

roe_avg .0670 -.0110 -.0186 -.0251 .3344** 1.0000

ros_avg -.0314 .0178 .0186 .0681 .8710** .2673** 1.0000

lev_avg .0357 .0173 .0606 -.0024 -.3015** .1651** -.2368** 1.0000

job_
satisfaction

-.3621** .2512** .3038** .1408** -.0471 -.0082 -.0146 .1150* 1.0000

<표 6> 변수 간 상호 상관관계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변수
  

통계량 자유도 유의 확률

job_satisfaction .023 304 .200*

turnover_rate .035 304 .200*

<표 7> 정규성 검증

*이것은 참 유의성의 하한입니다.
aLilliefors 유의 확률 수정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데이터가 통계분석에 적합

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정규성을 검증하고 다중 공선

성존재여부를검토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와종속변

수의정규성을 <표 7>과같이확인하였는데, 50개가

넘는 표본 수를 고려하여 KS 검정(Kolmogorov-

Smirnov Test)을 실시하였다. 두 변수 모두 유의

수준이 0.05보다 큰 결과를 통해 정규 분포를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중 공선성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8>과 같이 분산 팽창 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 분석을 했는데,

모든변수에대해서 10보다작은결과값을통해다중

공선성이없음을확인하였다. 다만, 네번째기업개성

(적극성)의 경우 emp_avg(평균 직원 수)와 roa_avg

(평균 총자산 대비 수익율) 변수의 분산 팽창 지수

값이 10 이상이므로 적극성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할 때에는 두 변수를 제외하고 실시하였다.

변수
VIF

Group
T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emp_avg 3.79 4.59 1.69 4.32 11.4 3.87

sales_avg 3.92 4.00 1.98 8.77 1.53 3.55

age 1.31 1.70 1.54 1.53 1.60 1.72

roa_avg 5.02 9.21 3.96 7.98 18.1 6.21

roe_avg 1.29 3.50 1.33 4.54 3.37 2.26

ros_avg 4.64 7.28 4.35 4.40 3.04 4.26

lev_avg 1.69 2.01 2.23 1.76 3.24 2.87

job_satisfaction 1.26 1.35 1.57 1.80 2.72 1.90

Mean VIF 2.42 3.59 2.09 3.44 3.13 3.35

<표 8> 변수 간 상호 상관관계

4.2 종속변수 검증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기업의 이직률

은 잡플래닛에 리뷰를 남긴 전 직원의 비율을 통

해 측정된 변수이기 때문에 실제 이직률과의 상관

분석을 통한 검증이 필요했다. 캐치에서 수집한 실

제 이직률 데이터는 연구에 사용된 전체 기업 중

일부 기업만을 포함하고, 연도가 일치하지 않아 분

석에 사용될 수 없었고, 대신에 종속변수를 검증하

는데 사용되었다. 먼저, <표 9>의 두 변수는 전

직원의 비율 변수와 실제 이직률 변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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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turnover_rate real_turnover_rate

turnover_rate .5214 .1254 .2169 .8214 351 1.0000

real_turnover_rate .1741 .1288 .0227 .8017 150 0.4747** 1.0000

<표 9> 두 이직률 변수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두 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면, 전 직원 비율

변수의 평균이 실제 이직률 변수의 평균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표 9>를

통해 확인한 0.4747의 상관관계 지수는 두 변수 사

이에 강한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

러므로 전 직원 비율을 통해 측정된 이직률 변수

가 실제 이직률 변수를 많은 부분 설명하고 있으

며, 이 변수는 실제 이직률 변수 대신 사용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4.3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STATA를 통해 선형 회귀분석

을 활용하여 <표 10>과 같이 직무만족과 이직률

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하였다. 먼저, 전체 351개의

기업을 포함하는 그룹 T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기업에 대한 내부 직

원의 직무만족이 기업의 이직률에 부(-)의 영향(β

= -0.094, p < .01)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

도가 높아지면 이직 행위가 줄어들어 기업의 이직

률도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기업개성을 기준으로 기업을 5개의 그룹

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통해 직무만족과 이직률 간

의 관계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하였다. 신뢰성을 개성

으로 갖는 90개의 기업을 포함한 Group 1의 경우에

는 직원의 직무만족이 기업의 이직률에 유의한 영향

(β = -0.098,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신뢰성과 관련된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에 있는 직원들의 직무만족이 높아지

면 기업의 이직률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개성이 선도성에 해당하는 Group 2는 120

개의 기업을 포함하며, 직원의 직무만족이 기업의

이직률에 유의한 부(-)의 영향(β = -0.138, p <

.01)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설 3은 채택되

었다.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선

도성의 기업에 속한 직원들의 직무만족이 높아지

면 기업 이직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리성을 기업개성으로 갖는 54개의 기업을 포함

한 Group 3의 경우에는 직무만족이 이직률에 유의

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나가설 4는기각

되었다. <표 3>의 기업개성 설명 단어 사전을 살펴

보면, 실리성은 다른 개성에 비해 포함하는 단어 수

도 적고, ‘돈’, ‘사무’, ‘합산’ 등의 실리성을 설명하는

단어들은 기업 리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그 가

중치가 낮기 때문에 해당 개성의 기업 수가 적어 유

의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Group 3에 해당하는 적극성의 경우에는 다른

개성에 비해 설명 단어 수도 가장 적고, ‘공격, ‘돌

격’ 등과 같은 실리성의 단어들이 기업 리뷰에서

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

업의 수가 27개로 충분하지 않기에 다음과 같이

직무만족이 이직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

가 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가설 5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성성을 기업개성으로 갖는 Group

5의 경우에는 직원의 직무만족이 기업의 이직률에

유의한 부(-)의 영향(β = -0.101, p < .05)을 미

치는 것으로 보아 가설 6은 채택되었다. 여성성의

기업에 속한 직원들의 직무만족이 높아지면 해당

기업의 이직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기업개성에 따라 직

원의 직무만족이 기업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0>과 같이 각 그룹의

베타 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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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over_rate Group T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job_satisfaction -0.094***

(0.016)
-0.098***

(0.031)
-0.138***

(0.033)
-0.076
(0.050)

-0.005
(0.070)

-0.101**

(0.045)

emp_avg -0.259*

(0.152)
-0.127
(0.652)

-0.603*

(0.314)
-0.304
(0.537)

-1.000**

(0.481)

sales_avg 0.304*

(0.175)
0.038
(0.763)

0.576
(0.347)

0.243
(1.245)

-0.024
(0.130)

1.005**

(0.392)

age -0.126***

(0.047)
0.016
(0.109)

-0.136
(0.089)

-0.543***

(0.167)
-0.088
(0.199)

-0.073
(0.098)

roa_avg -0.399**

(0.170)
-0.460
(0.280)

-0.965**

(0.368)
-0.268
(0.940)

-0.351
(0.574)

roe_avg 0.035
(0.021)

0.095
(0.081)

0.087
(0.057)

0.309
(0.245)

0.487**

(0.214)
-0.011
(0.030)

ros_avg 0.163
(0.221)

0.166
(0.142)

0.577**

(0.077)
-0.332
(0.434)

-0.514
(0.370)

-0.058
(0.355)

lev_avg -0.069*

(0.037)
-0.062
(0.777)

-0.110
(0.077)

-0.046
(0.106)

0.105
(0.189)

0.041
(0.094)

industry
fixed effect yes yes yes yes yes yes

_cons 1.006***

(0.052)
1.006***

(0.108)
1.170***

(0.102)
0.970**

(0.149)
0.676**

(0.268)
1.094***

(0.145)

Observations 351 90 120 54 27 60

Adj. R-squared 0.2845 0.2213 0.3792 0.2075 0.2923 0.3124

<표 10> 선형회귀분석에 의한 가설 검증 결과

Standard deviation in parentheses.
***p < 0.01, **p < 0.05, *p < 0.1.

(Group 1, β = -0.098)과 여성성(Group 5, β =

-0.101)의 경우는 전체 기업 그룹(Group T, β =

-0.094)과 유사한 베타 계수를 보여준다. 반면에, 선

도성(Group 2, β = -0.138)의 경우에는 다른 기업

개성보다 큰 베타 계수 값을 보여주며, 실리성

(Group 3, β = -0.076)의 경우에는 베타 계수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기업개성은 직무만족과 이직률의 관계에 다른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5.1 연구결과 토의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특정 기업개성이 직무만

족과 이직률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

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5개

의 기업개성과 기업개성 설명 단어를 기반으로 워

드투벡터(Word2vec) 모델을 활용해 기업개성 설

명 단어 사전을 만들고, 이 사전을 통해 직원들이

남긴 리뷰를 분석해 각 기업의 기업개성을 측정하

였다. 기업개성 측정을 위해서 직원들이 남긴 기

업 리뷰에 등장하는 단어를 분석해 각 기업의 5가

지 기업개성 점수를 측정하고, 최댓값을 기준으로

하나의 기업에 하나의 기업개성을 부여하였다. 그

리고 부여된 기업개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5개의

기업 그룹에 대해서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직무만

족과 이직률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

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무만족은 이

직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51개의 기업을 포함한 전체 그룹의 경우에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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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이 기업의 이직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직원들의 직무만

족이 높아지면 이직이 줄어들고, 그 결과 기업의

이직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특정 기업개성이 직무만족과 이직률의 관계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베타 계수 분석을 통해

선도성의 개성을 갖는 기업에 속한 직원들의 직무

만족이 전체 그룹에 속한 직원들의 직무만족보다

이직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혁신적이고 유행에 민감한 기업의 직

원들은 그들의 이직을 결정하는데 회사와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다른 기업의 직원들에 비해 중요하

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실리

성을 개성으로 갖는 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직무만족이 이직률에 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실리성을 중시하는 기업의 직원들은 그들의 이직

을 결정하는데 만족감이 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유의한 수준의

결과가 아니므로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과 실험을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5.2 시사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학술적 시사점은 네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업개성이 직원의 직무만

족과 기업의 이직률 간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의 확인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

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로는 검증된 선행 연

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업개성 측정 방법을 제안

하였다. 기업개성과 관련된 이전 연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에 의존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작은 수의 표본이 한계로 지적되었

다. 하지만,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

해 많은 수의 실제 직원이 남긴 리뷰 데이터를 분

석하여 기업개성을 측정하였다. 그러므로 기존 연

구보다 많은 수의 기업과 직원의 표본을 가지고 분

석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셋째,

워드투벡터(Word2vec) 방법을 사용해 만든 기업

개성 설명 단어 사전은 기업개성을 측정하기 위한

추후의 연구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전

은 충분한 수의 단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텍스트 마

이닝 방법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방법에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잡플래닛 데이터에 포

함된 전 직원과 현 직원 정보를 통해 만든 전 직원

비율 변수는 기업의 이직률을 대안할 수 있는 변수

로 사용 가능할 것이다. 이 변수를 만드는데 사용된

전․현 직원의 정보는 잡플래닛에서 요구하는 인증

을 거친 실제 직원들이 남긴 정보이며, 이 변수는

기업의 실제 이직률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그 유의

성이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전․현 직원 정보를 활

용해 만든 전 직원 비율 변수는 기업의 이직률을

대신하는 변수로 사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특정 기업개성은 직무만족과 이직률의 관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기업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원의 직무만족을 높여 직원

의 이탈을 줄이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

라 심층 인터뷰, 설문조사, 게시글 및 온라인 리뷰

등을 통해 분석한 기업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기

반으로 자사의 문화와 개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세운다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행에 민감

한 사람은 실용성이 높은 패션을 추구하므로(이선

주, 김시연, 2013), 선도성의 개성을 갖는 기업의 인

사 담당자는 업무 복장 자율화를 통해 만족도를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효율성과 실리성을 추구

하는 조직은 과정보다 결과와 실적을 중시하므로

(정계숙, 2018), 실리성의 기업은 직원 실적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채용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본 연구의

결과인 기업개성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잡플

래닛과 같은 기업정보 공유 서비스를제공하는플랫

폼들은 소비자에게 기업의 재무정보와 직원을 통해

얻은 급여, 복지, 면접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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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기업 리뷰 분석을 통해 수집한 기업개성

정보도 제공한다면 구직자가 기업을 선택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은

특정 기업개성에 매력을 느낀다고 언급한 김영균,

오주연(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채용 담당자는

채용 광고에 자사의 분위기, 문화, 그리고 기업개성

을 보여주는 것도 기업을 홍보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3 향후 연구 및 한계점

연구의 한계점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실

증조사 대상으로 직원이 아닌 기업을 선정했고,

기업개성을 기준으로 기업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누

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그룹 간 표본 수의 차이

로 인해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실리성과 적극성 그룹의 경우에 유

의하지 않은 결과는 충분하지 않은 수의 표본이

그 원인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데이터의 수집을 통해 충분한 수의 표본

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과

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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