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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복합 시 에  직  드니스   식하고, 직  드니스가 직 몰 에 미

는 향과, 직 미  들 간  계에 어  조절효과  하는지 실 검  통해 살펴보고  하 다. 검 결

과, 첫째, 직  드니스  적합 과 희생  연계  들  직 몰 에 정적  향  미 는 것  나타

났다. 째, 직 미 에 라 직  드니스가 직 몰 에 미 는 향   달라지는 것  나타났다.

하지만 직  미  술다양 과 과업정체  직  드니스  적합  직 몰 에 미 는 향에 한 조

절효과가 없는 것  나타났다. 는 직 가 업 에게 능과 능  충 히 휘할 수 는 회  제공한다 할

지라도, 업 가 직 에 한 스트 스, 동 수  등과 같  태도에 향   많   수  결과적  직

에 한 몰  어 울 수  미한다. 러한 연  결과는 학술적·실 적  시사하는 가 클 것  사

료 다.

주제어 : 웅·복합 직 , 직  드니스, 직 몰 , 직 미 , 직  적합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embeddedness, Job Involvement in the 

convergence age.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Job Meaning.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e main factors of the job embeddedness such as fit, link and sacrifice were found from the 

previous studies. Also, 306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analysis. The following are the summary of 

hypothesis test: First, Job Embeddedness are positively related to Job Involvement. Seco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kill Variety and Task Identity is a significant partial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mbeddedness and Job Involvement, but about Task Significance are significant full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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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날과 같이 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인

자원에 한 요성이 커지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인간

을 핵심 자산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기업은 효율 인

리와 사업을 운 해 나가는 능력을 갖춘 경 자만이 빠

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경기

변동의 기복과 강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은 필요한

인 자원을 확보하여 과업을 성공 으로 완수할 수 있도

록 종업원의 유지(Retention)가 가장 기본 인 목표가 되

고 있다. 종업원이 이직을 할 경우, 개인 조직 차원에

서 인 자원비용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Sagie

et al.(2002)의 연구에 의하면 종업원이 이직이나 부재뿐

만 아니라 구인활동이나 신규 채용에 한 비용을 포함

한 조직의 탈퇴나 회수에 한 체 비용은 세 연소

득의 17%라고 한다[3].

이러한 사회 상은 리자와 연구자들에게 자발

으로 이직하려는 종업원들에 해 지속 인 심을 가지

게 하 다. 이직과 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직의 안으

로 직무만족과 직무몰입과 같은 직무태도의 변수들을 제

안하는데, 그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이 직무 임베디드니

스이다(Job embeddedness)이다[11, 19].

직무 임베디드니스는 합성, 연계, 희생의 3가지 차

원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련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무

임베디드니스는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직무만족,

신행동 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5].

한편 조직 인 측면에서 동기부여를 이끌 수 있는

Hackman and Oldham(1976)이 제시한 직무특성이론은,

조직구성원의 내재 동기의 심리 인 상태를 이끌어 낼

수 있다[15]. Hackman and Oldham(1976)이 제시한 직무

특성 모형 내에서 직무의 의미성을 지각하게 하는 기술

다양성, 과업 요성, 과업정체성은 개인이 직무에 갖는

의미성을 이끌어 내는 요인으로 특히 그 요성이 크다

할 수 있다[15].

직무 의미성(job-meaning)이란 직무의 역할과 확신,

가치, 행동의 필요조건들 사이의 합성을 포함하여, 개

인 소유의 아이디어나 기 에서 조직구성원 스스로가

단한 직무의 목표 혹은 목 에 한 가치의 개념이다. 조

직구성원들이 그들의 직업이 의미 있다고 인식 할 때, 그

들은 직무에 해 더욱더 정 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Hackman and Oldham(1976)의 직무특성 이론은 직무

수행자가 성장욕구수 에 부합될 때 직무가 보다 큰 의

미성과 책임감을 주게 되고, 결과 으로 내 직무동기

와 직무수행의 수 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 다. 직무특

성 이론에서 심리 요인으로 제시된 직무 의미성은 직

무몰입의 요한 단기 이 될 수 있다[15]. 종합 으로

살펴보면, 직무 임베디드니스와 직무몰입, 직무 의미성은

서로 요하게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일부분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그 수 의 한계를 넘어서서, 연구의 학

술 가치와 기업의 실무 가치를 높이기 해, 직무 임

베디드니스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 규명하

고, 나아가 직무특성 모형을 바탕으로 한 직무의미성이

라는 조 변수를 도입하여 그 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

이 있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

직무 임베디드니스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

악하고자 한다. 둘째, 직무 임베디드니스와 직무몰입과

의 계 속에서, 직무의 목 목표에 한 가치의 개

념인 직무 의미성의 조 효과를 분석 악하고자 한

다. 이러한 계분석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실제 기업

에 구체 인 용방안과 지침을 제공하고, 나아가서, 조

직구성원들의 직무몰입을 설명하는 요한 요소로서 직

무 임베디드니스에 한 연구에 요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한 직무 임베디드니스와 직무몰입의 계에

있어서 직무의미성에 한 조 효과를 악함으로써 직

무 임베디드니스에 한 심층 연구에 기여하게 될 것

이다. 따라서 직무 임베디드니스가 조직에서 인 자원

리의 방향에 큰 도움을 것으로 단된다.

2. 적 경

2.1 직  드니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직장에서 깊이 뿌리박으며

환경, 나이, 직업, 그 외 다른 가변 인 것들에 의존한다.

임베디드니스(Embeddedness)는 직장에서 직원 유지를

한 힘을 응집하는 것을 나타낸다[16]. 임베디드니스

(Embeddedness)라는 용어는 사회 계가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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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을 주고 제한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한 사회

문헌에서 사용되었다[37, 38].

임베디드니스의 사회 개념을 기 로 하여, Mitchell

and his colleagues(2001)는 개인이 그들의 가까운 조직

에서 잔류하는 것에 주목하여 처음으로 직무 임베디드니

스(Job Embeddedness)를 개념화 하 다[30].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에서 Mitchell et al.(2001)는 ‘새

로운 종업원 이직률 이론’이라는 직무 임베디드니스의

개념을 제시하 고 이것은 요한 환 이 되었다[30].

직무 임베디드니스를 그물(net)이나 망(web)의 개념으로

묘사하 는데, 직무 임베디드니스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서로 가까워지며 많은 연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더

욱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착근 될 수 있다. 직무 임베디드니스는 재 직장에서 근

속하고있는종업원들의종합 속박력(constraining force)

을 의미한다[30].

이와 같이 직무 임베디드니스는 종업원들의 행동과

련된 성과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잔류하기 한 종업원

의 결정에도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포함된다[17, 30].

직무 임베디드니스는 일반 으로 근속(勤續)뿐만 아니라

직장의 부재(不在)일 경우에도 성과를 향상시키기 하

여 종업원과 자신의 노력에 한 지속 인 재임기간을

력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30, 31].

직무 임베디드니스 이론은 종업원의 이직률과 성과를

연구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하나이며, 일반

으로 의료[30, 35], 융[4, 25], 주거[20, 21], 고객 서비

스[34]를 포함한 서비스 산업과 제품을 유지하기 한 실

생활의 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학문 심이 높아지

고 있다. 직무 임베디드니스의 태도는 개인과 조직 지

역사회 사이에서 합성, 연계, 희생으로 구성되어있다.

직무 임베디드니스는 이러한 차원을 평가하여 측정할 수

있다. 더 깊은 개인 차원의 직무 임베디드니스는 조직

과 지역사회 모두를 포함하며, 개인 차원의 직무 임베

디드니스가 높을수록 재의 직업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

을 것이다[18, 30].

한 직무 임베디드니스는 복합 형태의 개념이다

[10]. 즉, 개인 조직의 합성, 연계, 희생은 직무 임베

디드니스에 기여한다. 종합하여, 이러한 요소들은 재

직장에잔류하기 한종업원들에게힘을발휘할수있다.

Mitchell et al.(2001)에 따르면, 직무 임베디드니스는 3

가지 주요 요인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는 합성(Fit),

연계(Link), 희생(Sacrifice)으로 분류된다[30]. 첫째, 합

성이란 조직이나 환경에 하여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합한 정도나 애착을 가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구성원과

조직공동체 사이의 합성의 요한 구성요소로는 자신

이 소속된 조직, 일에 한 목표, 개인 가치에 한 구

성원들의 미래 계획이다. 둘째, 직무 임베디드니스의

요한 특성인 연계는 구성원 개인이 다른 조직이나 활동

에 계된 규모 범 이다. 즉, 연계는 개인, 조직, 지역

사회에서 공식 비공식 연결이 특징이다. 이러한

연결 수와 연결된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조직과 지역사

회일수록 구성원과 연결망의 수가 많아지고, 구성원들이

지닌 직무 임베디드니스는 높아진다. 셋째, 희생은 연계

로 인한 용이함, 편안함을 잃게 되거나 연계가 끊어짐으

로 구성원들이 포기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

이 재의 직장을 떠날 경우 포기해야만 하는 물질 , 심

리 편익에 한 지각된 비용으로 정의한다[30].

2.2 직 드니스  직 몰  계 

직무 몰입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요한 요소이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직무를 시간의 큰 비 으로 소모하고,

근본 으로 삶의 요한 측면의 일부를 이룬다. 따라서

직무는 개인이 조직에서 성취감 느끼거나, 조직에 한

애착도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직 인 연결요

소이다. 한 사람들은 그들의 직무에 자극을 받고 깊게

임하거나 정신 감정 으로 직무에 소원하게 된다.

한 사람의 반 인 삶에 한 경험의 질은 자신의 직무

에 한 몰입과 소원한 정도에 의해 큰 향을 받게 된다

[5, 26]. 몰입의 상태는 직무에 있어서 정을 내포하고,

자기 심 측면에서 계된 완 한 상태를 의미한다[2,

5, 28, 29]

Blau & Boal(1987)는 직무몰입을 세 가지의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7]. 첫째는, 직무몰입을 자신의

자아상으로 미루어 볼 때 직무에 한 요도를 의미한

다. 둘째는, 직무몰입은 개인이 직장에서 활동 으로 참

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 6]. 셋째는, 직무몰입은 자신

의지각된성과정도에의해개인의자기존 감(self-esteem)

이나 자아가치(self-worth)에 향을 주는 정도를 의미

한다[13].

즉, 직무몰입이란 개인이 심리 으로 자신을 직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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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여기며 자신이 보여주는 성과를 자신의 가치매김

에 있어서 요한 요소라고 여기는 수 으로 정의할 수

있다[8].

직무몰입은 구성원들이 심리 으로 그들의 재 직무

에 해 동일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2, 6]. Osborn et

al.(1980)은 직무몰입을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몰두하거

나 사로잡히는 정도로 나타내었다[33].

Kanungo(1982)는 직무몰입을 자신과 직무 사이의

계에 한 구체 신념이라고 규정하 다[2].

따라서 개인이 직무에 한 동기 성향을 나타낸다.

개인의 동기부여와 구성원의 몰입이 높을수록, 그들이

속한 직무는 자신의 정체성, 심사 삶의 목표에 분명

히 연결된 것처럼 보이며, 결정 으로 요하다는 것이

다[32].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직무몰입이란

개인이 직무에 하여 심리 으로 동일시하는 정도를 말

하며, 한 자기의 체 자아 이미지 에서 자기의 일이

차지하는 요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개인

이 그의 직무와 일체가 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이 자기에게 생활의 심 인 심이 될 때, 자기의 직

무에 극 으로 참여할 때, 자기의 자존에 해 성과를

심으로 삼을 때, 그리고 성과를 자기의 자아개념과 일

치하는 것으로 느낄 때 몰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직무 임베디드니스와 이직의

도와의 계 규명의 수 이 지만, 최근에는 직무 임베

디드니스가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같은 직무태도변수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5, 30].

Lee, Mitchell, Sablynski, Burton and Holtom(2004)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직무 임베디드니스와 조직몰입

간에는 높은 정의 상 계가 존재하 으며, 결과 으로

조직구성원의 직무 임베디드니스가 직무성과와 조직몰

입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Lee(2007)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직무 임베디드니스

의 세 가지 요인 모두가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구성원들이 기업내부에서 수행하

고 있는 직무가 자신과 잘 맞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조

직구성원이 혹은 집단과 연결된 정도가 높을수록, 마

지막으로 직장을 떠날 경우 희생해야 할 요소가 많을

수록 직무만족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검증되

었다. 한, 직무 임베디드니스의 세 요인이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직무 임베디드니스와 성과를

한 직무태도와의 계는 명확해 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러한 높은 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직무 임베디드니

스와 직무태도의 변수 직무몰입의 직 인 계를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직무태도

의 변수 하나인, 직무몰입은 개인이 직무에 하여 심

리 으로 동일시하는 정도를 말하며, 한 자신의 반

자아이미지 에서 자기의 일이 차지하는 요한 정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개인이 그의 직무와 일

체가 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직무에 하여

조직구성원들이 지속 으로 조직에 잔류하도록 하여 기

업의 성과를 극 화 시키려는 차원에서 꾸 히 연구되어

져 왔으며, 최근에는 직무만족 성과나 이직 등의 조직

상에 한 측력이 높다는 에서 심이 증하고 있

다. 한, 직업 으로 몰입되어있는 구성원은 직무에서도

추가 인 역할 내 외 의 직무활동과 의무를 기존

구성원보다 더 잘 수행할 것이라고 하 다[27]. 따라서

직무 임베디드니스가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 자신이 속한 기업과 잘 맞는다고 지

각하며 동료, 집단, 조직에서 더 많은 연 성을 가지고,

다양한 기회비용을 포기하게 되며, 직무의 몰입도는 높

아질 수 있다.

가설 1 : 직무 임베디드니스는 직무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직 미  조절효과 

의미성은 조직구성원이 소유한 이상이나 기 과 련

하여 단된 직무의 목 목표에 한 가치의 개념으

로, 직무의 역할, 신념, 가치, 행동의 필요요건들 사이의

합성(fit)을 포함하며, 조직구성원이 직무가 의미 있다

고 인식할 때, 그들은 직무에 해 정 인 태도를 보인

다. 이러한 직무 의미성은 직무특성 모형에서 연구가 시

작되었으며, 직무 특성으로 인한 인간의 주요 심리상태

의 하나로 직무 의미성을 밝히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직무특성이 조직 구성원에 미치는 향을 설명하는 표

인 이론은 Hackman & Oldham(1980)의 직무특성이론

이다(Griffin, 1987). Hackman & Oldham(1980)의 직무특

성 이론은 직무특성과 직무태도의 계가 개인차에 의하

여 결정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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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측면의 직무특성으로는 기술다양성, 과업 요

성, 과업정체성으로 볼 수 있는데, 기술다양성은 각 구성

원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술과 재능을 실 하는 직장

에서 직무가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정도

를 의미한다. 즉, 직무가 작업자로 하여 기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를

뜻한다. 과업 요성은 한 조직이나 외부 환경과 상

없이 직무가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직장에 상당한

향력을 가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조직 내 외 으로

인식되는 그 직무의 요성 정도로 타인의 작업이나 행

동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낸다. 과업 정체성은 직

무가 과업의 일부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체 단 를

알 수 있고 수행하도록허용되는정도를 의미한다. 즉, 직

무가 체 일의 한 부분을 완성하도록 요구하는 정도

를 의미한다. 따라서 직무에 해 처음부터 끝까지 가시

인 결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Lee(2009)의 연구에서는, 직무특성의 과업 요성이 변

리더십의 구성요소인 감 동기와 개별 배려는

직무만족에 해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조 효과가

나타났고, 거래 리더십의 구성요소인 상황 보상은

직무만족에 해 직무특성의 구성요소인 과업 요성에

의해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조 효과가 나타났다

[22]. Kim(2010)의 연구에서는 직무특성의 과업 요성이

독립변수인 인 자원 리와 종속변수의 조직유효성

직무만족에 정 조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22].

가설 2 : 직무 임베디드니스와 직무몰입과의 계에서

직무 의미성은 조 역할을 할 것이다.

3. 실 적 연

3.1 연 형

지 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 로 직무 임베디드니

스가 직무몰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며, 이들 변수들의

계에서 직무의미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실증검증

을 통해 분석하고자 다음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

정하 다.

이를 하여 독립변수를 직무 임베디드니스로 설정하

으며, 직무 의미성을 조 변수로 설정하고, 직무몰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다.

[Fig. 1] Research Model

3.2 변수  조 적 정

3.1.1 직 드니스

직무 임베디드니스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직장 내 요

소 직장 외 요소들과 직원의 조직 내 잔류를 매개해

주는 핵심개념이며, 한 개인의 인생은 마치 거미 처럼

다양한 사람과 집단 등이 서로 얽 있다. 개인의 직업은

그러한 복잡한 웹의 심에 있고,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

는 연계의 수는 상이하다. 이들에 한 애착의 정도나 연

계의 강도도 개인마다 다른데, 이와 같이 복잡하게 얽

있는 웹을 직무 임베디드니스라 한다. 이러한 직무 임베

디드니스를 측정하기 해, Mitchell, Holtom, Lee and

Erez(2001)가 개발한 설문문항 14개 문항으로 리커트 스

타일의 5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30].

3.1.2 직 몰

직무몰입이란 직무에 한 애착과 직무의 요성으로

정의하 으며, Modway와 Steers(1982)가 사용한 총 5개

의 문항을 리커트 스타일의 5 척도(1= 그 지 않

다, 5=매우 그 다)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31].

3.1.3 직 미

기능다양성(skill variety)이란 개인이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다양한 지식, 기능과 재능의 종류

가 요구되는지를 의미한다. 과업 요성(task significance)

은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가 타인들의 일과 생활에 얼마

나 많은 향을 미치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과업정체

성(task identity)이란 직무가 작업의 체를 처음부터 끝

까지 완성 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확인

가능한 일부만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가의 정도

를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Sims, Szilagyi & Keller(1976)

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리커트 스타일의 5 척

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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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사 상과 

3.3.1 료  수집  본  

본 연구를 해 구미시 제조업 기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2013년 10월 18일부터 2013

년 11월 11일까지 배포 회수되었으며, 총 350부의 설

문지를 배포하여 339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이 가운

데 분석에 사용하기에 과도한 오류가 있는 설문지 33부

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는 총 306부의 설문지가 사용되었

다. 분석에 활용한 설문지의 특성은 다음 <Table 1>과

이 나타났다.

<Table 1> Structure of the sample

3.4 료   해

3.4.1 정도  신뢰 과 타당  검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에 설문조사의

결과로 얻어진 응답 자료의 신뢰성 검증과 확인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신뢰성 계수는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Factors Questions Cronbach's α

Job

Embeddeness

Fit

Sacrifice

Link

5

4

5

.802

.752

.644

Job

Meaning

Skill Variety

Task- Significance

Task Identity

3

3

3

.677

.764

.658

Job

Involvement
Job Involvement 5 .807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요인으로 축소하는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 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r component analysis)

을 실시하 고, 요인들 간의 개념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요인의 설명력과 독립성을 높이는 직각회

(Varimax)을 시행하 다. 분석결과, 직무임베디드니스와

직무의미성은 Eigen Value값 1이상의 요인이 각각 3가지

로 추출되었고, 모든 요인의 채치가 0.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 1 2 3

Fit1 .715

Fit2 .640

Fit3 .755

Fit4 .703

Fit5 .583

Sacrifice1 .580

Sacrifice2 .593

Sacrifice3 .816

Sacrifice4 .747

LInk2 .546

LInk3 .848

LInk4 .825

LInk5 .482

Eigen value 2.837 2.514 2.263

Percentage of

variance
21.826% 19.337% 17.406%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Job 

Embeddeness

Category N Percentage

sex

male 172 56.2

female 134 43.8

total 306 100.0

age

20 ∼ 30 147 48.0

30 ∼ 40 117 38.2

40 ∼ 50 31 10.1

over 50 11 3.6

total 306 100.0

academic

ability

a high school graduate 97 31.7

college graduate 191 62.4

a university graduate 16 5.2

graduate school 2 0.7

total 306 100

position

general manager 24 7.8

senior manager 23 7.5

section chief 34 11.1

assistant manager 48 15.7

member of the staff 177 57.8

total 306 100.0

Tenure

1 ∼ 3 119 38.9

3 ∼ 5 60 19.6

5 ∼ 10 72 23.5

10 ∼ 15 55 18.0

total 3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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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Job Meaning)
1 2 3

Skill Variety1 .662

Skill Variety2 .832

Skill Variety3 .721

Task Significance 1 .681

Task Significance 2 .864

Task Significance 3 .804

Task Identity1 .623

Task Identity2 .759

Task Identity3 .850

Eigen value 2.270 1.800 1.787

Percentage of

variance
25.220% 20.004% 19.852%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Job 

Meaning

3.4.2 변수들 간  상 계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 앞서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한 비 차로 사용된 항목들 간의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상 계란 변수들 사이에 선형 계가 있거

나 혹은 없는 것을 나타내며, 상 계수의 부호는 변수들

간의 정 인 혹은 부 인 계를 나타낸다.

4. 결과

4.1 가 1  검

가설1의 검증을 해, 직무 임베디드니스의 구성요인

을 독립변수로 직무몰입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 회귀분석결과, 체 회귀모델 합도의 F값이

85.744로 유의수 0.001에서 유의하게 검증되었으며, R

는 0.460으로 나타나 분석결과로서 얻어진 회귀식이

체 회귀모델의 46.0%를 설명하는 것으로 명되었다. 각

각의 세부가설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Table 6>와 같이

나타났다.

가설 1-1은 직무 임베디드니스의 합성이 직무몰입

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독립변수의 t값이 3.767

이고 β값이 0.203로 유의수 p<.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합성은 직무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 1-1이 채택되었다. 이는 개인의 능력이조

직에서 요구하는 수 과 조화를 이루며, 그들의 이해가

조직에서 보상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지각할수록 그들의

업무분야에서 기술과 재능을 활용하여 직무에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2은 직무 임베디드니스의 희생이 직무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Table 6>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의 t값이 5.566이고 β값이 0.295로 유

의수 p<.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희

생은 직무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 1-2이

채택되었다. 이는 그 조직을 떠남으로써 희생해야 하는

것이 많을수록, 그 조직에서 살아남기 해서 개인이 주

어진 직무에 해 동일시하고 극 으로 수행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설 1-3은 직무 임베디드니스의 연계가 직무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독립변수의 t값이 6.691이

고 β값이 0.332로 유의수 p<.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계는 직무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가설 1-3이 채택되었다. 이는 조직구성원이 타

인 혹은 다른 집단과 연결된 정도나 활동을 통하여 가지

는 력의 수가 많다고 지각할수록 직무에 한 애착과

직무의 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ena
standard

deviation
1 2 3 4 5 6 7

Fit 3.4810 .55133 1 　 　 　 　 　 　

Sacrifice 3.2034 .64344 .570** 1 　 　 　 　 　

Link 3.3521 .56647 .478** .448** 1 　 　 　 　

Skill Variety 3.1558 .65514 .456** .414** .381** 1 　 　 　

Task Significance 3.5730 .60953 .404** .321** .433** .420** 1 　 　

Task Identity 3.4314 .62769 .223** .161** .364** .335** .332** 1 　

Job Involvement 3.3641 .45248 .531** .560** .562** .510** .455** .318** 1

**:P<0.01

<Table 5> Correlat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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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 2  검

직무의미성의 조 효과를 분석하기 해, 1단계에서

는 직무 임베디드니스의 구성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직무몰입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2단

계에서는 조 변수인 직무의미성의 기술다양성, 과업

요성, 과업정체성을 투입하 고, 3단계에서는 조 변수

와 독립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 항( 합성 ×

직무의미성, 희생 × 직무의미성, 연계 × 직무의미성)을

단계 으로 투입하는 계층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7>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3단계 회귀식에서

R값이 0.542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며, R의 증가분이

유의수 0.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직무 임

베디드니스와 직무몰입의 계에서 직무의미성 기술

다양성의 조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세부 으

로살펴보면, 희생(β=0.921, p<0.05), 연계(β=-2.051, p<0.001)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1-2, 4-1-3이

채택되었다.

Dependent

Independent

Job Involvement

step1 step2 step3
Fit .203*** .142** -.258

Sacrifice .295*** .253*** -.272
Link .332*** .293*** 1.352***

Moderating Variable
Skill Variety .229*** .533

Independent×Moderating
A × T .797
B × T .921*
C × T -2.051***

∆R
 .039*** .043***

R
 .460*** .499*** .542***

∆F 23.126 9.410

F 85.744 74.802 50.359
　P<0.001 : ***, P<0.01 : **, P<0.05 :　*　

<Table 7>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 

           Skill Variety about Job Embeddedness

<Table 8>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3단계 회귀식에서

R값이 0.537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며, R2의 증가분이

유의수 0.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직무 임

베디드니스와 직무몰입의 계에서 직무의미성 과업

요성의 조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세부 으

로 살펴보면, 합성(β=0.972, p<0.05), 희생(β=1.143,

p<0.01), 연계(β=-1.847, p<0.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가설 4-2-1, 4-2-2, 4-2-3 모두 채택되었다.

Dependent

Independent

Job Involvement

step1 step2 step3

Fit .203*** .163** -.424

Sacrifice .295*** .285*** -.457*

Link .332*** .279*** 1.359***

Moderating Variable

Task

Significance
.177*** .070

Independent×Moderating

A × T .974*

B × T 1.139**

C × T -1.859***

∆R
 .024*** .053***

R
 .460*** .484*** .537***

∆F 13.884 11.315

F 85.744 70.523 49.291

　P<0.001 : ***, P<0.01 : **, P<0.05 :　*　

<Table 8>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 Task

significance about Job Embeddedness

<Table 9>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3단계 회귀식에서

R

값이 0.489로 유의한 값을 가지며, R2의 증가분이 유

의수 0.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직무 임베디

드니스와 직무몰입의 계에서 직무의미성 과업정체

성의 조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Factor Degree of freedom Sum of square Mean square F Value Prob>F R-square

Regression

Model
3 28.723 9.574 85.744 .000 0.460

Residual 302 33.722 .112 　 　

Amount 305 62.445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Value Pr >｜t｜ Hypothesis

B SE

Constant 1.228 .139 　 8.854 .000

Fit .167 .044 .203 3.767 .000 Accept

Sacrifice .208 .037 .295 5.566 .000 Accept

Link .265 .040 .332 6.691 .000 Accept

　　P<0.001 : ***, P<0.01 : **, P<0.05 :　*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Job Embeddedness and Job Invol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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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으로 살펴보면, 희생(β=0.992, p<0.05), 연계(β

=-1.325, p<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

설 4-3-2, 4-3-3이 채택되었다.

Dependent

Independent

Job Involvement

step1 step2 step3

Fit .203*** .194*** .136

Sacrifice .295*** .300*** -.378

Link .332*** .291*** 1.060***

Moderating Variable

Task

Identity
.121** .299

Independent×Moderating

A × T .072

B × T .992*

C × T -1.325**

∆R
 .013** .016*

R
 .460*** .473*** .489***

∆F 7.184 3.162

F 85.744 67.421 40.711

　P<0.001 : ***, P<0.01 : **, P<0.05 :　*　

<Table 9>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 

Task Identity about Job Embeddedness

5. 결

5.1 연 결과  약 

기업들은 최근 들어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 환경 속에

서 경쟁에서 생존하고 경쟁우 를 차지하기 해 효율

인 인 자원 리에 주목하고 있고, 그에 한 행동으로

조직에서 필요한 인재를 유인하고 유지하기 해 노력하

며 이를 통해 지속 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

에 본 연구는 직무 임베디드니스의 요성을 인식하고,

직무 임베디드니스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향과, 직무의

미성이 이들 간의 계에 있어서 조 효과를 하는지 실

증검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 다.

문헌고찰을 통해서 연구 모형과 가설을 도출하고, 설

문지법을 통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의 상은

경북 구미시의 제조업 기업을 측정 표본으로 삼았으며,

총 306부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IBM SPSS 18.0을 통해

변수의 기술통계량, 상 계분석, 신뢰성 분석, 계층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 다. 각 변수의 구성요인으로써

직무 임베디드니스의 요인은 합성과 희생 연계로

직무의미성은 기술다양성과 과업 요성 과업정체성

으로 구분하여 계를 검증하 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 임베디드니스의 합성과 희생 연계의

요인들은 직무몰입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한 합

성, 연계, 희생 정도에 따라서 직무몰입의 수 이 높아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 자신이 속한 기

업,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해 자신과 잘 맞는다고 지각하

고, 동료들과의 계, 이직을 할 경우포기해야만 하는 물

질 , 심리 편익을 높게 지각할수록 심리 으로 자신

을 직무와 동일시여기며 자신이 보여주는 성과를 자신의

가치매김에 있어서 요한 요소라고 여기는 것을 나타낸

다.

둘째, 직무의미성에 따라 직무 임베디드니스가 직무몰

입에 미치는 향은 부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무 의미성의 기술다양성과 과업정체성은 직무

임베디드니스의 합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향에

한 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가 작업자에게 기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작업자가 직무에

한 스트 스, 동기수 등과 같은 태도에 향을 더 많

이 받을 수 있으며, 결과 으로 직무에 한 몰입이 어려

울 수 있다. 한, 직무의 문화가 될수록 해당 업무에

강한 몰입과 애착을 보이기 때문에(Mitchell et al., 2001),

과업 체단 를 알 수 있고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정도

가 높다고 하여도 합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향을

반드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한다.

즉, 직무 임베디드니스를 고조시켜 심리 으로 자신을

직무와 동일시여기는 직무몰입을 높이기 해서는 직무

자체가 인 한 조직이나 일반사회의 다른 사람들의 생활

에 실질 인 향을 미치는 정도에 을 맞춰야 함을

나타낸다. 즉, 조직구성원이 직무가 요하다는 것을 인

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신의 직무가 동료 혹은 다른 집

단에 미치는 향력이 커야함을 나타낸다.

5.2 연  시사점  한계점

본 연구는 다양한 이론 인 배경을 통하여, 직무 임베

디드니스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향과, 직무의미성의 조

효과를 실증·분석하 다. 본 연구 결과는 지속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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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업원의 유지와 확보를 추구해야하며 그러한 환경

에 응해야 하는 기업에 보다 효과 인 인 자원 리의

방향과 이에 따른 직 인 성과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학술 ·실무 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 학술 인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직무 임베디드니스에 한 연구에서 직

무특성의 핵심직무요인 직무의미성을 조 효과로 고

려하 으며, 그 향을 검증하 다. 그동안 연구되어 왔

던 직무 임베디드니스의 단편 인 편린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심리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의미성을 조

변수로 고려하여 기존의 직무 임베디드니스의 새로운 연

구방향을 제안하 다.

둘째, 기존의 직무 임베디드니스에 한 많은 연구에

서는 직무 임베디드니스를 몰입의 개념으로 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무 임베디드니스와 직무태도의 변수

직무몰입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계를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 임베디드니스의 세 요인 모두가 직

무몰입에 유의미한 향 계가 있음을 실증·분석 하

다. 즉, 직무 임베디드니스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을

향상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 다.

다음, 실무 인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 임베디드니스는 직무몰입에 큰 향력을

보이고 통계결과의 설명력 한 높게 나타났다는 에

주목하여 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의 직무 임베디드니스를

증가시키기 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잠재역량이 조직의 핵심역량으로 발 할 수 있도록 직무

내 으로 동료, 사회 연결망, 집단, 원들과의 애착도

를 높이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

둘째, 과업정체성은 직무몰입에 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에서 리자가 종업원의 직무몰입을

필요로 할 때, 과업정체성보다는 과업 요성에 을

맞추어 직무 설계를 하여야 종업원의 직무몰입에 정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증 검증을 통하여, 기업에서 직무에 한

애착도와 의미성을 가지며 직무몰입의 증 를 한 정책

참고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직무 임베디드니스의 향상을 한 구체

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 인 인 자원 리를 하

며, 직무 임베디드니스의 새로운 발 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실용 인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의 제한으로 인한 일반화의 한계가 있

다. 설문조사 상을 경북 구미시 제조업 표본으로 분석

하 는데, 좀 더 범 한 표본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

한다면 기업의 종류나 조직의 규모 등에 따라서 직무 임

베디드니스와 신행동 직무몰입의 정도에 한 차이

가 있을 것이며, 한 직무의미성의 조 효과의 향에

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

둘째, 시간과 비용상의 제약으로 일정 시 에서의 횡

단 연구이므로 시간 흐름에 따른 결과 용의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모형으로 여러 번 실시하는 종단

연구를 함으로써 좀 더 유용한 결론을도출할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직무특성모형의 직무의미성(기

술다양성, 과업 요성, 과업정체성)을 조 효과로 사용하

다. 련변수를 더 고려하여 직무의미성뿐만 아니라

핵심직무차원 5가지로 확 하여 직무 결과에 한 책임

경험, 직무활동의 실제 결과에 한 지식/인식도 포함하

여 조 효과로 연구를 한다면 직무 임베디드니스의 향상

을 더욱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실용 연구가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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