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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몰입(commitment)에 관한 연구는 조직행동분야 연구자들 의해 오랫동안 관

심을 가져온 분야이다(Reichers, 1985; Mathieu & Zajac, 1990; Meyer & Allen,

1991; Morrow, 1983, 1993). 개인이 어떤 대상과 강하게 결속되는 힘을 의미하

는 몰입(Mryer, Becker, & Van Dick, 2006)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마다 관심을

갖는 분석의 초점들이 상이하여 조직몰입, 업무몰입, 직무몰입 등으로 구분된다

(Becker, 1992, Blau, Paul & St. John, 1993; Randall & Cote, 1991).

Becker(1992)는 개인이 느끼는 다양한 몰입의 초점들이 조직, 최고경영자, 감독,

업무집단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Blau(1985)는 경력몰입(career

commitment), Fullagar와 Barling(1989)은 노조몰입(union commitment) 그리고

Morrow와 Wirth(1989)는 직업몰입(professions commitment) 각각에 초점을 두

고 몰입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몰입연구가 조직몰입(organization commitment)의 세 가지 구성요소

의 영향관계(Meyer & Allen, 1997)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 이후

직무관여(job involvement), 직무몰입(job commitment)에 관한 후속연구(Blau

& Boal, 1987)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직몰입이나 직무몰입 보다는 직업몰입

(occupational commitment)의 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Morrow &

McElroy, 1993).

직업몰입 연구에서 개인이 수행하는 직업에 대해 갖는 심리적 반응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Lee, Carswell, & Allen, 2000). 우선, 직업은 많은 사

람들의 삶에 있어 매우 큰 의미를 주기 때문이며, 업무가 과거보다 더 전문화되

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위해서 교육수

준을 향상시키려고 하고(Burris, 1983), 인수합병, 해고와 같은 급격하게 변화되

는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 자신의 직업에 대

하여 더 많은 직업몰입을 필요로 한다(Carson & Bedeian, 1994). 또한 직업정신

과 조직 소속감을 보유함에 있어 직업몰입이 잠재적인 연결요인이 되기 때문에

직업몰입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Colarelli, 1998).

몰입을 가진 구성원은 특정 직업에서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하기를 원하고, 기

업은 구성원의 전환의도 및 이직수준을 최소로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직업

몰입에 따른 고용안정은 중요한 인적자원관리의 핵심이 된다(Reichers, 1985).

따라서 조직몰입과 직업몰입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몰입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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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인가를 찾는 연구가 있다(Cohen, 1996).

더불어 직업몰입이 업무성과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몰입의 영향

에 대한 연구에서 그간의 연구자들은 일정하게 필요한 전문성 개발 기간이 개

인에게 주어진 이후 그 개인이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직업에 있어 직업몰입은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치된 주장이 있다

(Ericsson & Lehmann, 1996).

본 연구는 조직몰입과 직업몰입 간의 선행변수인 직업만족과 조직만족, 그리

고 직업가치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직업몰입이나 조직몰입이 조직

전환의도와 직업전환의도에 있어 어떤 영향관계를 보이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이때 두 변수 간 단순 상관관계를 보려는 것은 아니다. 직업수준과 조직수준 각

각에서의 영향관계를 보려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직업몰입의 개념

직업(職業, occupation)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

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로, job, work, occupation, career,

vocation, profession 등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직업이라는 용어가 반

드시 전문성(profession)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어느 정도 직업을 의

미하기도 하며(Blau, 1985),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 경험하는 직무, 직업, 기타

업무관련 활동 등이 모두 포함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Arthur, Hall, &

Lawrence, 1989). 이러한 직업은 필연적으로 기술(skills), 지식, 임무 등을 필요

로 하며, 그러한 것들에서의 차이로 인해 특정한 직업이 다른 직업과 구별된다.

직업을 의미하는 용어들(occupation, profession, career)은 몰입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업을 의미하는 용어로는

occupation 이란 용어가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다(Blau, 1985,; Meyer, Allen, &

Smith, 1993; Morrow, 1993).

어떤 사람의 직업몰입은 특정 사람의 직업과 그 직업을 가진 사람 간의 심리

적인 연결로서 개념화되어지는데, 이는 일종의 직업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기초

한다. 어떤 사람의 직업몰입이 매우 강할 때 직업몰입이 약한 사람보다는 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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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하여 더 많은 긍정적 느낌을 경험할 것이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체성

도 매우 강하다. 이러한 정서적 연결은 직업에서 느끼는 다양한 업무행동과 관

련되고, 그 직업에 더 오랜 근속을 원한다는 점이다(Blau, 1985). 경력몰입

(career commitment)은 직무몰입(job involvement)과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으로서의 다양한 업무태도와는 구별되는데, 경력몰입은 하나의 직

업(profession, vocation)에 대한 특정인의 태도로 정의된다(Blau et al., 1993).

앞서 기술했듯이 직업에 대한 감정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을 언급한 학

자(Meyer, et al., 1993)는 조직몰입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주장한다. 즉, 직업에

대한 감정적 몰입은 어떤 사람이 직업적 역할에서 그 역할을 유지하려는 바램

이다. 근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은 직업을 그만두는 경우에 발생하

는 비용을 인지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규범적 몰입은 직업에 대한 일종의 복종

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직업을 그만두려는 의도 혹은 전

환의도를 포함한 일종의 직업관련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Irving, Coleman, &

Cooper, 1997; Meyer et al., 1993).

2. 몰입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보면 몰입유형은 조직이나 직무 그리고 직업에 초점을

두어 분류되는데, 즉, 조직몰입, 직무몰입, 직업몰입, 업무몰입, 집단몰입 등이다.

Blau와 Boal(1987)에 의하면, 직업몰입은 개인이 자신이 맡은 작업에서 심리적

으로 일체감을 느끼는 정도이다. 그들은 직무관여와 조직몰입의 높고 낮은 수준

에 따라 네 가지 몰입유형이 이직과 결근에 각기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

석된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는 두 가지 몰입유형에 한정되어 개념화가 이루어졌

고, 특히 직업몰입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Morrow & McElroy, 1993)에서 직업몰입과 경력몰입이 직무관여보

다 더 업무성과에 더 강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직업몰입이

업무관련 몰입의 구성요인으로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Reilly & Orsak, 1991).

그러므로 조직몰입이나 업무몰입보다는 특정 직업의 이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직업몰입이라는 주장이다(Mueller et al. 1992).

몰입유형 중 또 하나는 업무관여(work involvement)이다. 이는 업무윤리와

업무가치로서 Kanungo(1979, 1982)는 직무관여와 업무관여는 다른 개념으로, 직

무관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하여 현재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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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대한 신념이고, 업무관여는 문화적 조건이나 사회화의 기능인 동시에 직

장생활에서 업무에 대한 규범적 신념으로 구별한다. 또한 집단몰입(group

commitment)은 조직의 다양한 구성원이 느끼는 동조 그리고 집단에 대한 개인

의 정체성 등으로 정의된다(Randall & Cote, 1991). 집단몰입의 한 형태인 노조

몰입은 이중몰입(multiple commitment)과 성과 간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많은

후속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Zaccaro & Dobbins, 1989).

직업몰입과 다양한 업무태도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많

다(Blau, 1985; McGinnis & Morrow, 1990). Morrow(1993)는 상이한 업무태도

와 직업몰입 간의 관계에 대하여 업무윤리, 직업몰입은 성향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몰입과 직무몰입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또한 이들 몰입유형은 상호배타적인 개념이 아닌 서로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Blau와 Boal(1987)에 의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직업몰입과 조직몰입을 가

지고 있는 구성원은 가장 낮은 전환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직무몰입과 조직몰입

은 조직에 남아야 되는지 떠나야 되는지에 대하여 타당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McGinnis & Morrow(1990) 연구에 의하면 직업몰입과 조

직몰입, 업무태도, 업무윤리에 대한 준수여부 등은 서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업무몰입의 다양한 형태들 간 연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이 바

로 조직몰입과 직업몰입 간의 관계이다(Blau & Scott, 1962; Gouldner, 1957).

이는 메타분석을 통해서도 두 변수 간 정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었다(Mathieu &

Zajac, 1990; Wallace, 1988). 또한 Brown(1996) 연구에서, 직업몰입은 조직몰입

의 중요한 예측치이며, 직무몰입의 결과변수로 직무만족, 결근율, 전직율, 성과

등과의 관계가 규명되었다(Proter, Steers, Mowday, & Boulian, 1974).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가설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조직 구성원이 직업

이나 조직에 몰입하는 관심으로 인해 직무수행성과, 조직성과,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며 이직, 결근, 이직의도, 전환의도 등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1>, <가설

2>,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직업만족과 직업몰입 및 조직몰입의 관계

<가설 1-1> 직업만족은 직업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직업만족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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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조직만족과 직업몰입 및 조직몰입의 관계

<가설 2-1> 조직만족은 직업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조직만족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직업가치관과 직업몰입 및 조직몰입의 관계

<가설 3-1> 직업가치관은 직업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직업가치관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몰입에 관한 영향

몰입연구에서 결과변수는 조직에서의 이직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결과변

수는 직무탐색행동(job search behavior), 직무전환의도(turnover intention), 직

무만족 그리고 조직몰입 등이다(Hom, Katerberg, & Hulin, 1979; Price &

Mueller, 1981).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직업관련 변수들은 별 주목을 받지 못했

다. 직업몰입의 연구에서 직업몰입이 직업전환의도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 둘 간의 관계에 조직전환의도가 조절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rtol, 1979; Bedeian, Kemery, & Pizzolattom 1991). 직업관련 태도는 조직전

환의도에서 매우 잠재적인 역할을 하는 변수가 된다. 결과변수 중 성과는 선언

적이고 절차적인 지식이나 동기부여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고 한다(Campbell,

1990). 그러므로 직업몰입은 업무성과와 관계가 있다. 구성원이 자신의 직업에

강한 몰입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달성해야할 성과표준이상의

높은 성과를 보이며 기꺼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llace, 1995). 직업몰입은 지속적인 기술과 지식이나 더 많은 교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성과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McCloskey &

McCain, 1988).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 4>, <가설 5>를 설정하였다.

<가설 4> 직업몰입과 직업전환의도 및 조직전환의도 관계

<가설 4-1> 직업몰입은 직업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직업몰입은 조직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조직몰입과 직업전환의도 및 조직전환의도 관계

<가설 5-1> 조직몰입은 직업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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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2> 조직몰입은 조직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의 방법

1. 조작적 정의와 변수측정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은 다음과 같다. 만족은 직업만족(job satisfaction)

에 관한 만족과 조직만족(organization satisfaction)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직

업만족은 구성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경험한 직업이나 직무에 대한 긍정적 직

무태도((Muchinsky, 2009)로 미네소타 만족설문지의 항목을 활용하여 총 4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조직만족은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의 정도를

말한다(Muchinsky, 2009). 이는 포괄적 만족과 단편적 만족을 묻는 총 4개 문항

이 사용되었다.

직업가치(job value)는 직업에 관한 개인이 가지는 가치관으로 정의한다. 이는

직무관여(job involvement), 업무가치와 유사한 개념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일

에 대하여 느끼는 심리적인 일체감의 정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총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Brown, 1996). 직업몰입(occupation commitment)이란 특정 개인의

직업에 대한 몰입으로서 한 개인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에 기초

한 심리적 연계로서 정의된다(Meyer et al., 1993). 이는 직업몰입이 강한 사람

은 직업몰입이 약한 사람에 비해 긍정적인 느낌을 더 많이 경험하여 자신의 정

체성도 더 강력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Meyer와 그의 동료

들의 연구(1993)를 참조하여 경력몰입이나 직무관여, 조직몰입과 구별되는 자신

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 중 특히 감정적 몰입이 직업몰입과 가장 유사한

감정적 직업몰입 척도(affective commitment scales)를 수정하여 총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뜻하

는 것으로 헌신적 노력,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믿음과 수용, 잔류의도 등

을 의미한다(Allen & Meyer, 1990). 조직몰입의 측정은 Allen과 Meyer(1990)가

제시한 24개 항목으로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인 정서적 몰입, 지속

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욕구인 근속적 몰입, 그리고 조직에 대한 도덕적 애착심

인 규범적 몰입 등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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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도 역시 조직과 직업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직업전환의도(job

turnover intention)란 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일로부터 이탈하는 이직을 의미한

다. 전환의도는 이직의도로 많이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환의도라는 용어

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전환의도는 조직구성원이 현재 근무하는 조직에서 자

신의 목표달성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조직으로 떠나고자 하는

심리상태로 정의된다(Mathieu & Zajac, 1990). 따라서 기존의 전환의도는 조직

전환의도(organizational turnover intention)로 측정된다. 그러므로 전환의도는

Michaels 와 Spector(1982)의 척도를 참조하여 총 8개 문항으로 측정하되, 8개

문항 중 조직전환의도 4문항, 직업전환의도 4문항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든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지역에 있는 가전제품 유통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구통계변수는, 연령, 성별, 회사 근속기간, 현 직업 근속기

간, 교육수준, 직급 등 등 6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표본의 특성

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 조사대상자의 특성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23(14.7) 47(30.1) 45(28.8) 41(26.3)

성별
남 자 여 자

89(57.1) 67(42.9)

교육수준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27(17.3) 52(33.3) 63(40.4) 14(9.0)

회사

근속기간

1년 미만 1년-3년 4년-5년 6년-10년 10년이상

54(34.6) 42(26.9) 36(16.7) 19(12.2) 15(9.6)

현 직업

근속기간

1년 미만 1년-3년 4년-5년 6년-10년 10년이상

49(31.4) 41(26.3) 33(21.2) 18(11.5) 15(9.6)

직 급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차장급 부장급이상

69(44.2) 45(28.8) 23(14.7) 12(7.7) 7(4.5)

()안은 %임.

본 연구에서는 직업과 조직 사이에 존재하는 만족과 이직과 관련된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탐색조사(exploratory research) 형태



직업과 조직에 관한 만족과 몰입이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85

의 1차 조사를 위하여 예비설문 자료로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

탕으로 2차 설문조사를 2012년 9월 10일∼20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하였다. 설문

은 1:1 면접 방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총 200 부의 설문 중 불성실한 설문 일부

를 제외하고, 총 156 부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특히 2차 설문조사에서는

기초조사를 위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문항과 직업과 현재 직장의 재직기간

및 이직의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델의 검증과정 이전에 측정한 설문항목들이 연구자가

계획한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변수의 개념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개별 문항 내에

서의 요인수의 결정은 요인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베리멕스(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고유치(Eigen Value)가 1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고,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였는데,

기초과학분야와 중요한 의사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사회과학분야의

탐색적 연구에 있어서는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척도의 신뢰성은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2 > 변수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

변 수 변 수
요 인

Cronbach's α
1 2 3

직업만족

(Job

satisfaction)

JS 1 .791

.879
JS 2 .821

JS 3 .759

JS 10 .676

조직만족

(Organization

satisfaction)

OS 1 .647

.742
OS 6 .758

OS 8 .825

OS 10 .713

직업가치관

(Job value)

JV 4 .664

.844JV 12 .793

JV 13 .695

직업몰입과 조직몰입, 전환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보기 위해 기술통계량 및 상

관관계분석을 통해 자료를 검증하였고,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였

다. 요인분석에서 고유치가 1이상이고, 요인적재량이 0.5 미만인 요인은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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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특성과 신뢰성 및 타당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측정변수는 직업만족,

조직만족, 직업가치관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표 2>에서와 같이 각

이론변수에 대한 측정치들의 요인적재량 값은 .647에서 .825까지 비교적 높은

값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채택한 측정척도가 높은 수준의 타당성

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성개념을 측정한 항목들의 내적일관성을 확

인하고자 Cronbach's α값을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직업만족(4개 항목)이 .879,

조직만족(4개 항목) .742, 조직가치관(3개 항목) .844로 나타나 일반적인 신뢰성

계수의 평가기준인 .70보다 높게 나타나 항목의 신뢰성은 입증되었다.

Ⅳ. 분석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직업몰입과 조직몰입 사이에 존재하는 전환의도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모형을 Amos18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증에 Anderson 과 Gerbing(1988)이 제시한 2단계 방식(two step

approach)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부합도를 확인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공

분산 구조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와 모수들을 추정하였다. 구조모형의 모수

는 최우추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판별타당성과 수렴

타당성이 확인되었고, 요인별 단일 차원성 확인 및 통계적 검증 및 연구모형에

관한 구성개념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구

성개념에 대한 항목들은 해당 구성개념에 유의적으로 적재되었으며, 모형의 적

합도 또한 일반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표 3>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로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보면 χ

2(40 d.f)=165.350(p =.000), GFI = .851, AGFI =.761, RMR = .059, RMSEA =

.062 로 나타났다. 절대부합지수인 카이자승 통계량(χ2)의 경우 확률치가 큰 경

우 0.05이상을 이상적 통계량으로 인식하며, 기초부합치(GFI)와 조정부합치

(AGFI)는 1을 최적모델로 판단하는데, 분석결과 GFI = .851, AGFI = .76 으로

판단지표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는 하나 무난하게 최적모형의 적합수준에 근접

한 결과로 인정할 수 있다. 모형을 표본이 아닌 모집단에서 추정하는 경우에 기

대되는 적합도인 RMSEA 경우 0.5∼0.8의 범위를 보일때 수용할 수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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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되는데, RMSEA = 0.62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 확인요인분석 결과

요 인 표준요인부하량 t값 적합지수

직업전환의도 → JTC 3 .781 -

χ2=165.350

(p =.000)

GFI = .851

AGFI =.760

RMR = .059

RMSEA = .062

직업전환의도 → JTC 4 .618 10.523

직업전환의도 → JTC 5 .651 8.628

조직전환의도 → OTC 2 .899 -

조직전환의도 → OTC 6 .785 13.856

조직전환의도 → OTC 7 .818 13.665

조직전환의도 → OTC 8 .819 13.346

직업몰입 → JC 7 .907 -

직업몰입 → JC 9 .895 18.514

직업몰입 → JC 11 .873 21.959

조직몰입 → OC 7 .848 -

조직몰입 → OC 3 .792 14.548

조직몰입 → OC 2 .508 7.237

직업만족 → JSC 10 .840 -

직업만족 → JSC 2 .950 22.301

직업만족 → JSC 3 .813 14.788

직업만족 → JSC 1 .963 23.794

조직만족 → OSC 10 .848 -

조직만족 → OSC 6 .859 17.271

조직만족 → OSC 8 .837 15.347

조직만족 → OSC 1 .861 16.596

직업가치관 → JV 13 .818 -

직업가치관 → JV 12 .832 15.604

직업가치관 → JV 4 .748 12.336

<표 4>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행렬

직업만족 조직만족 직업가치 직업몰입 조직몰입 직업전환의도 조직전환의도

직업만족 1.00

조직만족 .558** 1.00

직업가치관 .616** .546** 1.00

직업몰입 .766** .546** .690** 1.00

조직몰입 .551** .674** .386** .438** 1.00

직업전환의도 -.587** -.408** -.271 -.484** -.463** 1.00

조직전환의도 -.400** -.380** -.076** -.237** -.602** .568** 1.00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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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각 변수들 사이에 측정결과의 차이가 존재해야 판별타당성이 존재하

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전체 변수간의 상관계수의 95% 구간추정치가 1을 포함

하지 않고 있어, 판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앞의 결과를 중심으로 각 측정 항목

들은 해당 연구 단위에 있어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변수들 사이에 인과관계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가설검증

검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χ2(40 d.f)=165.350(p =.000), GFI = .858, AGFI

=.767, RMR = .057, RMSEA = .059 로 연구 단위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분석결과

연구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직업만족이 직업몰입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 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의 직

업몰입에 대한 직업만족의 경로계수 값이 직업몰입의 경우 .630, 조직몰입은

1.17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에 대한 만족이 클

수록 직업과 조직에 대한 몰입의 정도가 클 것이라는 가설을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직만족이 직업몰입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는 경로계수

.989로 1% 유의수준에서 조직만족과 조직몰입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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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만족과 직업몰입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조직만족이 직업몰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직업 가치관과 직업과 조직몰입사이의

가설에서는 직업몰입, 조직몰입 각각 경로계수 .571, -1.298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직업몰입이 직업전환의도와 조직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직

업전환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조직전환의도에는 경로계수 .507로

1% 유의수준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은 직업전환의도에 경로계

수 -1.13으로, 조직전환의도 -1.587의 경로계수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가설채택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5 >와 같다.

<표 5 > 가설 채택결과

가 설 경 로 채택여부

가설 1-1 직업만족 → 직업몰입 채 택

가설 1-2 직업만족 → 조직몰입 채 택

가설 2-1 조직만족 → 직업몰입 기 각

가설 2-2 조직만족 → 조직몰입 채 택

가설 3-1 직업가치관 → 직업몰입 채 택

가설 3-2 직업가치관 → 조직몰입 채 택

가설 4-1 직업몰입 → 직업전환의도 기 각

가설 4-2 직업몰입 → 조직전환의도 채 택

가설 5-1 조직몰입 → 직업전환의도 채 택

가설 5-2 조직몰입 → 조직전환의도 채 택

Ⅴ. 결   론

몰입연구의 관심이 조직몰입에서 다양한 몰입의 형태로 연구초점이 이동하는

연구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분석의 초점이 조직몰입과 직업몰입이 각기 다

르게 적용되어 몰입의 선행요인과 결과변수에 미치는 인과성을 찾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직업몰입에 초점을 두고 몰입-만족-직무

수행이라는 기존의 선형관계에서 벗어나 만족이 몰입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

이며, 이러한 관계가 구성원의 직업이나 조직의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이나 조직에 만족하는 경우, 직업만족과 조직만족이 직업

몰입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연구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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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업만족은 직업몰입이나 조직

몰입과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지만, 조직만족은 조직몰입에는 관계가 있으나

직업몰입과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직업에 대한

만족이 클수록 직업에 대한 몰입의 정도가 크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직업몰입과 조직몰입이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에 대한 결과에서는 조직

몰입이 직업이나 조직전환의도와 부적인 관계에 놓이는 반면, 직업몰입은 직업

전환의도 사이에서는 통계적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평생 직업과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조직구성원

의 이직이나 이탈을 방지하고, 직업과 직장을 전환하려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

여 그에 따른 인사업무를 진행한다면, 조직구성원 이탈과 업무공백에 따른 손실

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향후 주요 과제는 조직과

직업의 만족이 직장과 직업을 전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 것이

다. 이후의 연구 주제로는 성별, 직급별, 근무연수의 차이 등 개인적 근무환경의

차이가 직업과 조직 만족과 직업전환의도와 조직전환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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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mpact on Turnover

Intentions at Occupation and Organization†

＊＊＊Im, Chang-Hee* · Hong, Yong-Ki**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forms of satisfaction,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s at

organization, job. Also consistent with the Meyer et al(1993) notion of the

three-component mod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lthough researchers

have examine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relation to a wide range of

variables, there has been no discriminant validity of commitment at

occupation and job. The purpose of the present article, are to compare the

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forms, commitment forms and turn intentions

form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the proposed distinction between

the three forms of commitment and two turnover intentions forms at the

measurement level in the distribution industry(N=156). Results us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ith AMOS18 showed that job satisfaction had

an positive impact on job commitment forms. Organizational satisfaction

positive impact on two turnover intentions forms. However it revealed that

no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organizational satisfaction and job

commitment, job commitment and job turnover intentions.

Key Words :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Satisfaction, Job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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