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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스트 스 요인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와의 인과 계
를 살펴보고 직무스트 스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항공
사 객실승무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과 이직의도를 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 이 있다. 본 연구의 표본 추출은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상으로 하여 215부의 설문지를 
배포해서 198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실증분석에 이용하 으며, 통계분석방법은 Spsswin 12.0과 AMOS 
5.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 다.
분석결과 첫째,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스트 스는 직무만족에 부(-) 향을 주었으며,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스트 스는 조직몰입에 유의 인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 경 자들은 객실승무원들의 이직을 방지하기 해서는 승무원들의 직무 련 스트
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승무원이 자기 직무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과 향후 연구방향에 해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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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abin attendants' 

job stress level and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in the 
airline service industry. 

The study was done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research. 215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cabin attendants of airlines, and 198 questionnaires of which are utilized for data 
analysis.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2.0 and Amos 5.0 

statistical package for the empirical and statistical analysis.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Firstly, cabin attendants' job stress level had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job satisfaction, but the organization commitment seem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overall job satisfaction level. Secondly, job stress didn't affect cabin attendants' 
organization commitment.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s that there needs to be various way 
implemented by airline management to dissolve the airline's cabin attendant's overall job stress, 

in order for the attendants to be satisfied with their job and consequently preventing a high 
turnover rate in the cabin attendant crew.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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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세계 인 경기침체, 국내의 고용과 환율불안

은 여행객의 감소로 이어져 항공사경 의 어려움에 직

면하고 있다. 세계 각 항공사들은 항공 고객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해 다양한 서비스 경쟁 략을 강구

하고 있으며, 차별화를 해 선진 이고 특화된 이미지 

강화방안에 힘쓰고 있다[1]. 국내의 항공사도 외부의 여

러 환경들에 응한 략으로 재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치 한 경 략과 인력 리를 통해 항공사의 

요한 생존 략으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도 항공산업

은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만족

만이 항공사서비스 산업의 요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고객만족을 한 내부고객인 항공사객실승무원

의 직무만족은 고객만족에 직 인 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 서비스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항공서비스에 있어서 객실승무원의 역할은 매우 

요하다[2]. 왜냐하면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달되는 

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 의해서 서비스의 체

인 품질수 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3]. 그러

므로 각 항공사는 변화하는 승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흥

하기 해 가격 뿐만 아니라 서비스 경쟁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  

서비스 역할을 강조하는데 을 두고 있다[4].

기내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고객의 항공사 인지도  

지명도에 가장 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을 감

안해 볼 때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 객실승무

원들의 직무만족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5]. 이

와 같이 항공서비스에서 고객의 만족은 고객과 서비스

를 제공하는 객실승무원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

기 때문이다.

고객만족을 한 내부고객만족의 목 을 해 항공

사 객실승무원의 직무만족은 고객의 만족에 직 인 

향을 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항공사에서 승무원

의 반 인 만족도가 높으면 업무태도가 높아진다고 

하 고[6], 항공사 승무원의 직무만족이 서비스품질에 

큰 향을 미친다고 하 다[7][8].

다양한 서비스 기업에서 이와 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항공사 객실승무원과 련된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족, 조직몰입과의 통합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항공사의 객실승무원들의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

족, 조직몰입과의 계의 연구는 항공서비스 발 에 있

어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이를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을 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만족이 높으면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지 직무스트 스를 받기 때문에 직무만족이 낮아지는

가를 밝 내고자 한다. 결국 직무만족을 높이기 해서 

직무스트 스의 요인을 규명하고 직무스트 스를 최소

화하여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항공사 고객만족을 

한 서비스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본 연구를 통하여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스트

스 요인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만족

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마지막으로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조직몰입이 이직의도

에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연구함으

로써 내부고객인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 이직의도에 한 연구를 실시하여 항공사의 내

부고객만족의 요성을 인식하는 경 략을 한 시

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직무스트레스
스트 스는 개념 자체가 추상 이고 포 으로 정

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사 의미로

는 ‘심리 , 신체  긴장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Schuler(1980)는 직무스트 스를 ‘개인이 원하는바를 

성취하려는 과정에서 그 성취상황이 불확실하다고 느

끼는 동태  상황’이라고 정의하면서 스트 스를 환경

에 응하고자 비하는 개인의 응과정으로 정의하

다(구정 , 2007).

직무스트 스는 여러 측면에서 조직구성원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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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반에 하여 심각한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김형섭, 2005), Kahn & 

Byosiere(1992)는 만성 인 직무스트 스는 생리 , 심

리 , 행동 인 스트 스 반응을 가져오고 개인의 건강

과 질병  조직효과성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한지

훈․임재필․이승곤, 2008).

직무스트 스 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조문

수 외(2007)는 종사원의 직무스트 스 척도 개발 

연구에서 직무스트 스의 척도를 직무스트 스 심각지

수, 경험지수, 통합지수의 3가지로 구분하 으며, 김유

경․고재윤(2005)은 국내 K항공사를 사례로 하여 항공

사 객실승무원의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족간의 연구에

서 직무스트 스 요인을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

다, 직무스트 스의 4가지 요인을 도출하 으며, 김형

섭(2005)은 호텔종사원의 직무스트 스, 직무만족, 조

직몰입과 이직의도와의 계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직

무스트 스를 3가지 요인으로 도출하 다.

한, 천순덕․이은용․이승곤․이수범(2006)은 직

무스트 스 요인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연구에서 직무스트 스를 역할갈등, 역할

모호성, 비동질성 스트 스 등의 3가지 요인을 도출하

으며, 변풍식․이효진․유은이(2005)는 외식업체 종

사원의 직무스트 스가 직무만족에 어떠한 향을 주

는지에 한 연구에서 직무스트 스를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과정, 업무모호성, 업무과부하 등의 4가지 요

인을 도출하 으며, 이  업무수행능력과 업무수행과

정은 직무만족에 정(+)의 향을 주며, 업무모호성과 

업무과부하는 직무만족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을 

밝 내었다.

이처럼 직무스트 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조직

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한 문제이다. 항공사 서비스

에서 직무스트 스는 객실승무원의 직무만족에 향을 

주어 서비스수행 결과에 향을  수 있으므로 직무스

트 스를 이는 방안이 연구된다면 객실승무원의 직

무만족을 물론 고객의 서비스만족과 항공사의 직원교

육을 통한 경비 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 는 직무경험을 평가함으

로 얻는 유쾌함이나 좋은 정서상태라고 하 고, 어떤 

개인이 그 직무에 해서 기 와 결과간의 차이라고 하

다. 즉, 직무에 한 정서  반응이며, 조직구성원 개

개인의 직무에 한 태도  욕구충족과 하게 련

이 있다는 공통 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5][26].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만족을 박혜 은 자신의 

직무와 련하여 개인의 태도와 가치, 신념,  욕구와 

같은 수 이나 차원에 따라 자신의 직무에 무조건에 

하여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는 물리 ․심리  만족에 

한 인식이라고 정의하 다[28]. 그러므로 직무만족은 

직무에 한 종사원들의 주 인 정서  반응으로 각 

개인의 직무에 한 태도  욕구와 하게 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29].

항공사의 직무만족과 련된 연구로는 조주은은 항

공사 객실승무원들이 직무만족을 느끼는 요한 요인

은, K항공사 객실 승무원인 경우 임 , 직무자체, 근무

환경, 회사의 인력자원 활용, 의사소통의 순서이고, A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경우 임 , 근무환경, 직무자체, 

의사소통, 회사의 인력자원 활용의 순서라고 밝  내었

으며[5], 고수정은 직무만족의 향요인을 개인  특성

요인과 조직  요인, 직무 련 요인으로 분류하 고

[30], 김미경․노정희는 반 인 직무만족과 고객 련 

직무만족으로 구분하 다[31].

항공서비스 분야에서도 객실승무원의 직무만족은 고

객만족에 직 인 향을 미칠 것이며, 그 향으로 

항공사의 이미지에 향을 주는 것은 물론, 직무만족은 

직무성과에 정 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직무

만족은 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객실승무

원의 직무만족은 항공사발 에 정 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직몰입
조직몰입이란 조직에 한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고 

조직에 한 충성심과 조직을 해 노력하려는 가지고 

있는 욕구로 기의 연구는 단일 차원 인 조직몰입에 

근거를 두었으나[34], 최근의 연구에는 다 형태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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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몰입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5][36]. 한 

Tett & Myers는 조직몰입의 개념을 정서몰입, 근속몰

입, 규범몰입으로 나 었다. 정서몰입의 개념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을 동일시하여 조직에 참여하려는 성

향이 강한 상태, 근속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떠날 때 자

신에게 부가  이익을 잃을 것이 있다는 개념에 두었

다. 규범몰입은 도덕 인 의무로 조직에 남아 있는 상

태를 의미한다[37].

조직몰입은 특정 조직에 한 개인의 동질감과 소속

감의 강도의 측면에서 정의되어질 수 있다(Porter, 

Steers & Mowday, 1974). Sheldon(1971)은 조직구성원

이 조직을 정 으로 평가하여 자신이 속한 조직을 

해서 일하려는 의도이며 이는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주

체성을 조직에 결부시켜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을 조직몰

입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심리학  에서 본 정의라

고 할 수 있다.

Mathieu & Zajac(1990)은 조직몰입이 여러 개인변수

와 역할 상태, 직무특성으로부터 조직 특성에까지 범

하게 작업환경과 련이 있으며, 조직의 측면에서 결

근, 성과, 이직과 같은 다른 변들을 측하는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으며, 이직의도의 선행변

수로서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선행하며, 이러한 인과

계는 Steers & Mowday(1981)의 연구와 그리고 

Price & Muller(1981)의 모형에서 볼 수 있으며, 직무만

족이 조직몰입을 매개로 하여 이직의도에 간 으로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조직몰입이 직무만족보다 

이직의도에 보다 유력한 변수라는 것을 실증연구에 의

해 밝 진 것이다(이철우, 2000).

한 조직몰입에 한 연구는 조직몰입 수 이 업무

성과 이직, 결근, 근무태만 등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에 한 연구와 련된 것이고,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41].

4.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이직의 선행변수로서 조직의 구성원으로

서의 자격을 포기하고 근무하려는 조직을 떠나려는 의

도라 할 수 있다. Michael & Spector(1982)는 

Mobley(1977)는 그들의 모델에 의해 이직의도가 실제 

이직의 선행변수이며,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이직의

도의 선행변수임을 확인했으며, Bluedorn(1982)는 이직

의도는 이직과정에서 요한 변수로서 작용하며, 이직

의 직 인 선행변수로 고려됨을 밝혔다. 한 이 연

구에서는 Price의 모형, Mobley의 모형, 조직몰입, 기  

모형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기 로 종합화시킨 이직모

형을 제시하 다. Price 모형에서는 직무만족의 여러 

가지 련 변수를 사용한 측면을, Mobley의 모형에서

는 직무만족과 이직간에 인지  요소가 개입되는 측면

을, 직무만족보다는 이직행 의 상지표로 더 우수하

며 직무만족을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조직몰입을 종합

한 모형을 제시하 다.

한 이직의 매개요인으로는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있는데 일반 으로 이직에 한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직무성과와 정(+)의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직의도와는 유의 인 부(-)의 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 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직 연구자들은 종업원이 이직할 의도가 

있을 때 이직과 련한 다른 요인들이 직무만족과 상호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직의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구성원이 이직을 

하는 것은 아니나, 이직의도가 조직에 미치는 부정  

향을 고려해 볼 때, 조직구성원이 이직의도를 갖는 

것 자체가 문제시 될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가 요한 

매수단인 항공사에서는 서비스 에 있는 종사원

의 이직의도는 문제시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항

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스트 스가 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고자 하는

데 있다. 첫째,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

직의도와의 계에 있어서 Abdel-Halim는 직무스트

스가 높을 경우 직무에 불만족을 느끼고, 한 단순하

고 구조화된 직무 하에서 역할 스트 스가 높을 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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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지 않는다고 하 다[55]. Brief는 직무스트 스는 

직무만족에 부(-)의 계를 갖는다고 하 으며[56], 

Jackson & Schuler[57], Lankau, Carlson & Nielson[58] 

등의 연구에서도 조직구성원이 직무 에 인지하는 역

할 스트 스가 직무만족과 직 인 향 계를 가진

다고 하 다. 한 국내의 연구에서는 김미경·노정희가 

내부 서비스환경을 직무특성, 공정성, 직장상사지원, 동

료지원으로 나 어 한 연구에서는 직무특성이 반  

직무만족에 가장 큰 향을 주었으며, 고객연  직무만

족에 해서는 직무특성은 아무런 향을 주지 않은 연

구들도 나타났다[31]. 

한 직무스트 스와 조직몰입과의 계에 있어서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스트 스와 조직몰입에 련된 연구

로 Paker & DeCotiis[60]는 직무스트 스는 조직몰입

이 부(-)의 계를 지니면서 직무스트 스가 조직몰입

에 직 인 향을 주며, 특히 조직몰입 수 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직무스트 스의 향을 덜 받

는다고 하 다[61][58]. 양춘희․권용만은 조직 으로 

몰입된 개인들이 조직에 하여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트 스 증상인 불행이나, 불운, 역경 등은 

지각되지 않거나 약하게 지각되는 것이라고 하 다

[62]. 한 호텔조리사를 상으로 한 양태석․박인

수․이용천[63], 정효선․한천수․윤혜 [64] 등의 연

구에서도 직무스트 스가 조직몰입에 부(-)의 향을 

다고 하 다.

직무스트 스가 직무몰입, 조직몰입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이는 직무갈등으로 발 되어 결국 이직으

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직무스트 스가 이직

의도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몰

입을 통해서 간 으로 향을 미친다고 제시했다.

Schuler(1977)는 역할갈등으로 인하여 직무스트 스

가 발생하게 되면, 이로 인해 직무만족이 낮아지고 조

직에 한 확신감이 낮아지게 되며, 이는 직무갈등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 로 하여 본 연구는 항공사 객

실승무원의 직무스트 스가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유

의한 부(-)의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한 이직의도

에는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H1: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스트 스 요인은 직

무만족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스트 스 요인은 조

직몰입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스트 스 요인은 이

직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직무만족은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5][66],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상  요도는 업무만족, 경제만족의 순

이며 업무만족과 반 인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상

당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67]. 한 조선배․

권형섭은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8], 직무만족을 두 가지

로 구분하여 연구한 김미경․노정희의 연구에서는 직

무만족도 반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유도함이 검

증되었으나, 고객연  직무만족은 조직몰입과 유의한 

상 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31]. 한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직 인 향을 미

치며(Hartman & Yrle, 1996; Low et al, 2001; Wheeler 

et al, 2007), Hom, Katerberg, Hulin(1979)은 임 이나 

승진 등의 업무 련 만족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낸다고 하 다. 따라서 직무만족은 이직의도

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

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객실승무원의 직무만족이 이직

의도에 부(-)의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H4: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5: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에 직 인 향을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409

미치는 직무태도 변수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밝 졌

다(Jaramillo et al., 2006; Chang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부(-)의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H6: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

은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설계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2. 측정도구
연구 상의 일반 인 특성을 알아보기 해 성별, 연

령, 교육수 , 근무년수, 직 , 근무형태, 이직횟수 등을 

조사하 으며, 직무스트 스는 직무수행자에게 직무스

트 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정의하고 박혜윤의 연

구에서 사용한 직무스트 스 요인을 기 로 하여 본 연

구에 합한 총 21문항을 사용하 다[12].

직무만족은 직무를 수행하는 항공사 객실승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련된 종합 이고 복합 인 경험에 

한 객실승무원의 태도로 정의하고 Low et al.(2001)의 

연구와 김미경․노정희의 연구를 기 로 하여 본 연구

에서는 6개 항목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31].

다음으로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조직몰입의 측정을 

Cichy, Cha & Kim(2009), Meyer & Allen(1991), Allen 

& Meyer(1990)의 연구에서 설문항목을 추출하여 본 연

구의 목 에 합한 형태로 수정․보완하여 총 13개 문

항으로 구성하 다[71-74].

마지막으로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이직의도의 측정은 

Suh, et al.(2008)와 Singh et al.(1996), Mobley(1978)의 

연구를 참고하여 이직의도에 한 4개 문항을 채택하

으며, 측정항목은 Likert 5 척도에 따라 ‘  아니

다’에서 ‘매우 그 다’까지로 측정하 다[75][76].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표본 추출은 항공사의 객실승무원을 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연구의 조사기간은 

2009년 8월 17일부터 2009년 9월 27일(약 6주간)까지 

여승무원 기실에서 실시하 다.

총 24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15부(89.6%)를 회수

하 고, 그 에서 분석에 용할 수 없는 표본을 제외

하고 198부(82.5%)만을 실증분석에 용하 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Ver. 12.0과 

AMOS 5.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 으며 용된 통계분

석 방법과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과 일반  특성들을 고

찰하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둘째, 자료분

석 방법의 차로 우선 직무스트 스와 조직몰입에 

해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직무스트 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변수에 

하여 신뢰성 분석과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상 계분석, 이차요인분석(second-order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고, 셋째, 확인요인분석의 

결과자료로 직무스트 스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

직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 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분석자료에 이용된 198부에 한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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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요인 재량

공통치근무
여건

역할
과다

역할
갈등

외
특성

내
특성

한달 단위스케줄 .790 .670
장거리 비행과 시차 .670 .575
출퇴근 시간 변경 .640 .584
서서 근무 불편함 .633 .527
기내의 피부건조 .605 .519

기압차로 통증경험 .550 .529
업무과다 .752 .634
육체적 부담 .710 .666
진급 불평등 .614 .587
일하기에 벅참 .605 ..519
업무성취감없음 .723 .645
기내보고체계 .652 .581
상급자의 명령 불명
확 .629 .629
권한이 없음 .552 .589
친구들의 일에 대한 
부정 .740 .617
가족들의 일에 대한 
부정 .652 .565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야기 안함 .629 .508
승진을 위한 상사의 
평가 부담 .653 .612
일한 양에 비해 부
족한 보수 .617 .507
직장내 부서 이동 
어려움 .598 .531
인사고과 부담감 .574 .585
Eigen value 6.616 1.641 1.440 1.328 1.157 -
분산설명력
(58.00%) 15.58 12.05 10.98 10.01 9.38 -
c r o n b a c h ' s 
alpha .808 .742 .737 .653 .622 -

KMO = 0.855  Bartlett's test = 1421.421(p<0.001)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
여

2
196

1.0
99.0 학력 대졸

대학원졸
195
3

98.5
1.5

연령
20대
30대
40대 이상

88
91
19

44.4
46.0
9.6

결혼
여부

기혼
미혼
기타

65
132
1

32.8
66.7
0.5

항공사 국내항공
외국항공

197
1

99.5
0.5

근무
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170
28

85.9
14.1

직급
승무원
보조사무장
사무장
선임사무장

131
42
16
9

66.2
21.2
8.1
4.5

이직
횟수

없음
1회
2회

169
25
4

85.4
12.6
2.0

소득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600만원 이상

4
100
65
24
5

2.0
50.5
32.9
12.1
2.5

근무
년수

1년 미만
1-3년
3-5년
5-8년
8-10년
10년 이상

12
52
31
20
36
47

6.1
26.2
15.7
10.1
18.2
23.7

2. 측정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는 동일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간 내  일 성

을 평가하는 cronbach'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분

석하 다. 각 구성개념의 cronbach' α계수는 직무스트

스가 0.852, 직무만족은 0.894, 조직몰입은 0.886, 이직

의도는 0.918로 만족할만한 수 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측정변수에 한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은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실

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은 연구모형에 한 기존의 

이론이나 사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개념이나 요인을 

추출하는 분석방법[75]으로 변수들의 공분산  상

계에 기 하고 있으며, 변수들에 내재된 공통요인을 추

출하여 체자료를 표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는 과

정이다.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스트 스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조직몰입에 한 탐색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조직몰입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명
요인 재량

공통치
감정 몰입 거래 몰입 규범 몰입

항공사의 소속감 .750 .603
항공사를 평생직장 .717 .710
항공사에 감정적인 애착 .703 .664
항공사를 떠난다면 죄책
감 .693 .599
항공사를 가족같이 느낌 .547 .675
항공사에 남아야만 의무
감 .869 .800
항공사에 대한 직장생활 
기쁨 .814 .817
항공사 이직의 많은 것을 
잃게 됨 .811 .799
항공사에 대한 충성 .794 .643
항공사에 근무의 이점 .659 .567
항공사는 개인적 중요한 
의미 .654 .640
이직을 하지 않는 의무감 .650 .739
항공사를 떠나는 것은 정
당치 못함 .632 .693
Eigen value 6.470 1.478 1.002 -
분산설명력
(68.85%) 25.55 22.65 20.65 -
cronbach's alpha .857 .885 .826 -
KMO = 0.912  Bartlett's test = 1446.999(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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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증에 앞서 탐색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확인  요인분석은 연구변수

에 한 사  지식이나 이론  결과를 가지고 그 내용

을 가설 형식으로 모형화하기 하여 분석하는 방법으

로 단일 차원성을 해하는 요인계수의 수가 낮은 변

수를 제거하는데 목 이 있다[77].

각 단계별로 항목 구성의 최 상태를 도출하기 하

여 GFI(Goodness of Fit Index; ≥ .90이 바람직함), 

AGFI(Adjusted Goodness-of-Fit Index; ≥ .90이 바람

직함), RMSR(Root Mean Square Residual; .05보다 작

을수록 바람직함), NFI(Normed Fit Index; ≥ .90이 바

람직함), χ2(작을수록 바람직함),  χ2에 한 p값(≥ .05

가 바람직함)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

각 변수들의 확인요인분석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 측정 항목의 확인요인분석 결과
요인명(문항수) C.R AVE

x2

(df)
p

GFI
(AGFI)

RMR
(RMSEA)

NFI
(NNFI)

CFI

직
무
스
트
레
스

근무여건(6) 0.89 0.58

151.62
7

(140)
.000 0.937

(0.914)
0.031
(0.044)

0.905
(0.951) 0.960

역할과다(4) 0.77 0.52

역할갈등(4) 0.77 0.50

외적특성(3) 0.77 0.55

내적특성(4) 0.70 0.541

직무만족(6) 0.90 0.69 7.598
(4) .020 0.989

(0.947)
0.012
(0.093)

0.986
(0.968) 0.989

조
직
몰
입

감정적몰입
(5) 0.72 0.56

63.390
(7) .000 0.949

(0.916)
0.012
(0.025)

0.990
(0.994) 0.998거래적몰입

(3) 0.70 0.51

규범적몰입
(5) 0.72 0.54

이직의도(4) 0.88 0.66 5.274
(3) .014 0.984

(0.942)
0.014
(0.088)

0.972
(0.961) 0.984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변수들의 GFI, AGFI, 

RMR, RMSEA, NFI, CFI 수치가 체 으로 기 치 

이상으로 나타나 반 으로 모형이 합한 것으로 분

석결과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경우 기 타당성은 직무스트 스, 직무만

족, 조직몰입의 연 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상 분석의 

결과가 유의한 경우는 기 타당성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평균치는 각 요인에 속하는 세부

항목들의 단순평균이다. 이것을 총합척도(Summated 

scale)라고 한다.  총합척도를 사용하는 목 은 측정오

차를 이고 단일차원으로 구성개념의 표성을 높이

려는데 있다(Hair et al., 1995)[78]. 그러므로 평균 수

가 높을수록 구성개념의 내용에 더 동의한다는 것을 나

타낸다.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 단일차원성이 입

증된 각 연구단 별 척도들에 하여 서로의 계가 어

떤 방향이며, 어느 정도의 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상 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간의 

계의 경우 직무스트 스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직

무만족은 이직의도,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에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부(-)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직무스트 스와 이직의도

간의 상 계는 정(+)의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의 상 계 분석결과를 토 로 할 때, 직무스트

스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잠재 인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표 5. 각 요인들의 상관관계행렬
척  도

평  균
(표 편차)

직무
스트 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직무스트레스 3.027
(.722) 1.00

직무만족 3.260
(.681) -.675** 1.00

조직몰입 3.233
(.665) -.545** .828** 1.00

이직의도 3.312
(.648) .423** -.219** -.672** 1.00

＊모든 상관계수들은 p<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연구가설의 검증에 앞서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제시된 직무스트 스는 [표 2]에서와 

같이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조직몰입은 [표 3]에

서와 같이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별타당성 분

석결과 각 구성개념들의 단일차원성은 모두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 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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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차원들과 조직몰입의 하 차원들을 하나의 변수로 

통합하는 개념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직

무스트 스와 조직몰입에 한 구조  타당성을 검증

하기 해 이차 요인분석(second-order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이차 요인분석은 탐색  요인

분석을 통해 묶여진 요인을 표변수로 설정하고 이들 

변수들을 상 차원의 개념으로 용하여 구조 으로 

타당한 계를 보이는지를 규명하기 한 분석방법이

다.

분석결과, [그림 2]와 같이 직무스트 스 5개 요인의 

하 차원인 근무여건, 역할과다, 역할갈등, 외 특성, 

내 특성요인 재치는 0.488(역할과다)에서부터 

0.717(근무여건)까지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 하

차원의 구성변수들 한 높은 요인 재치를 보이고 있

어 본 연구에서 추출한 직무스트 스는 5개 하 차원

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직무

스트 스

내  특성

(0.576)

외  특성

(0.582)

역할 갈등

(0.664)

역할 과다

(0.488)

근무 여건

(0.717)

X12

X10

X5

X13

X11

X19

X20

X21

X7

X8

X9

X14

X15

X16

X3

X2

X1

0.509

**

0.774

**

0.852

**

0.738

**

0.699

**

0.736**

0.734**

0.756**

0.792**

0.612**

0.614**

0.663**

0.568**

0.688**

0.627**

0.774**

0.798**

0.814**

0.715**

0.839**

0.755**

0.724**

X17

X18

X6

X4

0.607**

0.546**

0.606**

0.701**

그림 2.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이차 요인분석

한 [그림 3]과 같이 조직몰입 3개 요인의 하 차원

인 감정 몰입, 거래 몰입, 규범 몰입 요인 재치는 

0.540(감정 몰입)에서부터 0.772(거래 몰입)까지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 하 차원의 구성변수들 한 

높은 요인 재치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에서 추출한 

조직몰입은 3개 하 차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설명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조직몰입

규범  

몰입 

(0.649)

거래  

몰입 

(0.772)

감정  

몰입

(0.540)

Y12

Y9

Y8

Y5

Y10

Y1

Y2

Y3

Y11

Y13

Y4

0.846**

0.728**

0.714**

0.776**

0.732**

0.757**

0.743**

0.826**

0.745**

0.629**

0.666**

0.572**

0.727**

Y7

Y6

0.754**

0.724**

0.738**

그림 3. 조직몰입에 대한 이차 요인분석

3. 연구모형의 검증
일반 으로 모델의 반 인 합도를 평가하는 자

료로는 χ2, GFI, AGFI, RMSR, NFI, CFI 등이 리 이

용된다.

모델이 실자료에 잘 부합되지 않는데, 이를 통계

으로 진술하기 하여 그 찰된 χ2가 ‘모델이 잘 맞는

다’는 가정에서 확률치(p-value)로 나타내는데 그 확률

치가 상당히 작을 경우(보통 .05 이하) 모델은 실  

부합이 안된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χ2는 모델을 

큰 샘 에 용하 을 경우 모델의 실을 잘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χ2와 확률치(p-value)가 부합 안되

는 경우가 종종 발견될 수 있다. 이는 χ2가 표본크기의 

함수로 표시되기 때문에 표본이 매우 크면 모델의 실

을 잘 설명하고 있어도 모델과 실간의 근소한 차이에 

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mos

에서는 χ2검증의 p값이 .05이하라고 해서 모델 체의 

합도가 낮아진다고 확정 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다른 합도 지수를 고려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일반

이다.

다른 합지수를 기 으로 했을 경우 GFI, AG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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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R, NFI, IFI, CFI 등의 값이 요구기 치에 근사함으

로써 본 분석모형으로 가설검증  인과모형을 설명하

는데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80]. [표 6]은 분석모형

의 합도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먼  표본의 공분산행렬(s)과 모집단 공분산행렬(Σ)

사이의 불일치 정도를 보여주는 x
2값은 372.182, 자유도

(df)는 232로 p<0.01 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표본의 

공분산행렬과 모집단의 공분산행렬이 동일하다는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있으나 합지수, 증분 합지수, 

간명 합지수와 같은 다른 기 들은 부분 최 모델

의 기 치를 충족하고 있어 연구모형은 반 으로 양

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 분석모형의 적합도 지수
합도 

지수유형
합지수 최 모델 연구모형

절대적합지수

x2 p>0.05 p<0.05
GFI 0.90이상, 1.0에 가까울수록 0.916
RMR 0.05이하, 0에 가까울수록 0.042
RMSEA 0.05이하, 0에 가까울수록 0.038

증분적합지수
NFI 0.90이상, 1.0에 가까울수록 0.892
NNFI 0.90이상, 1.0에 가까울수록 0.965
CFI 0.90이상, 1.0에 가까울수록 0.951

간명적합지수
AGFI 0.90이상, 1.0에 가까울수록 0.901
N o r m e d 
x2(x2/df) 3.00이하, 1.0에 가까울수록 1.564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 스와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의 인과 계를 밝힌 연구모형의 공분산 구조모델의 

체  구조모형(overall model)을 검증한 결과, 합도는 

χ2 = 726.246, d.f. = 325, p = .000, GFI = .916, AGFI = 

.901 RMSEA = .038, NFI = .892, CFI = .951을 갖는 [그

림 4]와 같은 최  모형이 도출되었다. 이 모형은 앞에

서 언 한 구조방정식에서 일반 인 평가기 으로 삼

는 지표들과 비교할 때 체로 기 을 충족시키는 것으

로 나타나 분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한

편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는 198개로 가장 한 표본 

크기의 기 으로 삼는 200개(Hoelter, 1983)[81]를 약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

의 크기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최종 모형

첫째로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스트 스 요인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간의 계에 한 <가설 

1>, <가설 2>, <가설 3>의 검정 결과, 계수 값이 

-0.301, t =-4.548으로 0.00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부(-)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으며, 직무스트 스 요인이 조직몰입 간의 

계에 한 <가설 2>의 검정 결과, 계수 값이 -0.021, 

t=-0.595로 나타나 직무스트 스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직무스트 스 요인이 이직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

다는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계수 값이 .408, t=3.938로 

.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스트 스는 이직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직무와 련된 스트 스가 심화

될수록 직무에 한 만족도는 낮아지며, 직무만족에도 

부정 인 향을 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57][58][64]. 한 조직구성원이 직

무 에 인지하는 스트 스는 조직에 몰입하는데 있어

서 부정 인 향을 다고 하 으나 분석결과 정효

선․한천수․윤혜 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며, 직무스트

스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몰입하는데 있어서 요

한 향력을 발휘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64]. 그리고 직무스트 스와 이직의도와의 

연구결과는 Judge(1993), Shin & Kim(1994) 등의 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직의도 간의 계에 

한 <가설 4>, <가설 5>의 검정 결과, 가설 4는 계수 

값이 0.646, t=12.894로 0.0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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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은 조직몰입

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조직구성원의 직무

에 만족할수록 조직에 몰입하게 되며,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이 정 인 인과 계를 지닌다고 한 것과 일치하

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69][70]. 한 직무

만족이 이직의도에 부(-)의 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가

설 5는 계수 값이 -.243, t=-2.712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채택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Low et al.(2001), Tett & 

Meyer(1993)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통계분석 결과 계수 값이 -0.018, t=-0.116으로 나

타나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부(-)의 향을 미친다는 

가설 6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것

은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의 이직의도에 조직몰입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Jaramillof et al.(2006), Chang et al.(2007) 

등의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가설검증
가설 경로 직접효과 채택 

여부경로계수 t값 p
H1
H2
H3
H4
H5
H6

직무스트레스 →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 조직몰입
직무스트레스 → 이직의도 
직무만족 → 조직몰입
직무만족 → 이직의도
조직몰입 → 이직의도

-.301
-.021
0.408
0.646
-.243
-.018

-4.548
-0.595
3.938
12.894
-2.712
-.116

0.000**
0.540
0.000**
0.000**
0.026*
0.389

채택
기각
채택
채택
채택
기각

모형적합도 지수
χ2 (df, p)
Normed χ2

GFI
RMSEA
NFI
CFI

726.246(325, 0.000)
1.612
0.916
0.038
0.892
0.951

Ⅴ. 결 론

본 연구는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의 직무스트 스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해 고찰하고

자 하 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스트 스는 직무만

족에 부정 인 향을 주었으며, 직무만족은 조직몰입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

공사 객실승무원들이 직무에 련된 스트 스를 받았

을 경우 자신의 직무에 한 불만과 회의감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직무에 한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 다. 한 직무로 인해 인지되는 스트 스가 조

직 구성원의 반 인 만족도에 부정 인 반응이나 태

도를 유도하며, 결과 으로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한 

몰입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단된다.

둘째,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스트 스는 조직몰

입에 유의 인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스

트 스가 조직몰입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

한 선행연구와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선행연

구 모두가 이 연구의 상과 동일한 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없다는 을 고려하여 본다면, 항공사 객실승무

원들의 직무스트 스와 조직몰입의 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해서는 이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수행

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확인

된 결과를 토 로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의 직무스트

스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단정 지울 수는 없으므로 이에 한 후속연구의 노력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략 인 시사 을 제공하

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셋째, 항공사 경 자는 객실승무원들의 이직을 방지

하기 해서는 승무원들의 직무 련 스트 스를 해소

시킬 수 있는 방안과 승무원이 자기 직무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한 직무스트 스가 조직 내에서 직무불만족, 이

직, 생산성의 하 등과 같은 조직행동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 경 자들은 객실승무원의 직

무에 련된 갈등요인인 직무스트 스 해소를 한 

극 인 방안 모색이 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의 조직몰입이 이직이도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는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의 이직의도에 조직몰입이 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항공사 객실승무

원들이 조직 내에서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몰입이 

이직의도에 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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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의 육체 으로 과다한 근무조건과 

본인의 직종에 한 자부심이 부족하여 생긴 결과로 사

료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 은 직무스트 스와 직무

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간의 인과 계를 고찰한 연구

로서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을 상으로 항공사가 가지

고 있는 특성을 반 하는데 있어서 다소 한계가 존재하

며, 시간 ․공간 인 제약으로 인해 연구 상을 항공

사 객실승무원으로 한정하 으나 국내항공사 승무원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항공사와 외국항공사간에 

따른 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연구모형에 

있어서 다른 향변수를 배재한 채 내생변수로 측정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직무와 조직에 한 조직구성

원들의 태도를 포 으로 함축하기에는 다소 미흡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항공사 승무원과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간의 비교분석이나 직무스트 스와 직

무만족, 조직몰입간의 인과 계를 규명하기 한 추가

인 변수를 통해 분석한다면 더욱 많은 시사 이 제공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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