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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MBTI를 활용하여 개인성격과 조직성격을 분석하고, 개인-조직 적합성과 조

직효과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선행 실증연구들에서 개인-조직 적합성은 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행정조직을 대상으로 개인의 특성과 조직의 특성을 

동일한 원리로 파악한 후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행정공무원과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개인-조직 적합성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조직 일치도

는 조직만족 및 조직몰입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성향별로 볼 때, 외향(E)-사고(T)

에서의 개인-조직 일치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셋째, 개인이 판

단(J)형이고 조직이 인식(P)형일 때 개인-조직 상호 보완적 적합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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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인은 조직을 떠나서 존재하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의 가치관이나 

성격은 조직의 비전 및 일하는 방식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될 수도 있고 동시에 조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행복한 조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최대한 발휘하여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동시에 조직 역시 구성원들의 잠재력과 열정을 최대한 끌어내어 조직목적달성에 합치하

도록 관리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조직 상황은 미래비전에 대한 열정과 

창의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열정과 창의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과 

조직의 관계에서 개인-조직 적합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개인-조직 적합성에 대한 국내외 선행 실증연구들을 보면, 개인-조직 적합성은 조직

몰입 및 조직성과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Silva, Thoman, Mayoral, & Yoshihara, 

2002; Lutrick & Lutrick, 2002). 개인-조직 적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구성원들의 조직

에 대한 몰입이나 만족이 높고 조직성과변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Bretz & Judge, 

1994; Chatman, 1991). 국내 실증연구들에서도, 개인-조직 적합성이 개인의 태도 및 행

태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결과 및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수로 강조되고 있다(권혜림, 2013; 김민영･민경률･박성민, 2015; 박성민･김민영･김민

정, 2013; 오화선･박성민, 2014; 유태용･현희정, 2003). 특히 공공조직에서 결과중심의 

성과지향이 강조되면서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의 개인-조직 적합성에 관

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공･사조직을 불문하

고 개인-조직 적합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실증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권혜림, 

2013; 2015; 박성민･김민영･김민정, 2013; 오화선･박성민, 2014), 지방행정조직을 대상

으로 이루어진 실증적 연구는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전남지역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공무원과 지방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조직 적합성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를 활용하여 개인성격과 조직성격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

-조직 일치도와 성향별 개인-조직 적합성을 진단한다. 인간관계론 이후로 조직 내 인간

은 감정을 지닌 사회적 존재로 파악되며, 업무수행 시 조직구성원의 행태 및 심리적 태

도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 조직효과성은 구성원의 주관

적, 질적 태도 측면에 초점을 두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변수를 통하여 측정한다. 이 연

구는 성격유형을 분별해 내는 MBTI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개인성격과 조직성격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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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리로 분석하고 개인-조직 적합성을 진단했다는 데 큰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조직 

상호 유사적 적합성뿐만 아니라 개인-조직 상호 보완적 적합성도 함께 고려하고자 시도

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

고 있으므로, 이들 일선공무원들의 친절과 능숙한 대인관계기술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전달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지방행정조직의 개인-조직 적합성이 조직효과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

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를 

통하여 개인-조직 적합성에 대한 실증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고양시키고 더불어 조직 

내 인적자원관리 담당자들의 관리전략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개인-조직 적합성

개인은 자신에게 맞는 조직을 선택하기 위하여 노력하며,1) 일단 조직에 들어가게 되

면 조직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조직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조직의 목표가 개인

에게 내면화된다. 조직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개인-조직 적합성이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들은 결속되며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 조직에 몰입할 수 있다. 개인과 조직이 

서로 유사하거나 합치되는 목표와 가치들을 지니고 있을 때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조직 

가치와 문화의 공유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특정상황을 초월하는 긍정적 믿음과 정서적 

신뢰, 그리고 조직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박성민･김민영･김민정, 2013).

개인-조직 적합성(person-organization fit)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하게 합의를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개인-조직 적합성(fit)을 개인과 조직 간의 상응

(compatibility)이라고 정의한다(Kristof, 1996; Rynes & Gerhart, 1990). Muchinsky & 

Monahan(1987)은 개인-조직 적합성의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개인이 조

직 내 다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상호 

1) 성취지향적인 사람은 높은 성취수준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조직을 선호하며,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나 

업무가 개인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자신의 기질과 일치할 때 만족감을 느낀다(Kohn & 

Schooler,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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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또는 일치적 적합성(supplementary fit)이고, 둘째는 개인의 특성이 조직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보완해 줄 때 발생하는 상호 보완적 적합성(complementary fit)이다. 

따라서 개인-조직 적합성은 개인과 조직이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supplementary fit), 개인과 조직이 상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

(complementary fit), 혹은 둘 다의 경우일 때 나타나는 개인과 조직 사이의 상응

(Compatibility)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다(오화선･박성민, 2014; Cable & Judge, 1996; 

Kristof, 1996).

Schneider(1987)는 개인-조직 일치의 정도(상호일치, supplementary fit)가 너무 높으

면 다양한 문제해결능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창의성이 부족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유태용･현희정, 2003; Chatman, 1991). 따라서 

높은 정도의 개인-조직 일치성은 개인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인 입

장에서 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2)

국내 선행 실증연구에서 개인-조직 적합성에 대한 측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종호(2016)는 개인-조직 적합성 측정을 위하여 Cable and Judge(1996)과 Cable and 

DeRue(2002)를 참조하여 ‘내 직장의 가치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동일하다’ 등 7문항

을 항공사 객실승무원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김민영･민경률･박성민

(2015)와 오화선･박성민(2014), 그리고 박성민･김민영･김민정(2013)은 개인-조직 적합

성을 Lauver & Kristof(2001)의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내가 생각하는 개인의 가치와 목

표가 조직의 가치 및 목표와 유사하다’ 등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권혜림(2013)과 윤대

혁･김학년(2006), 그리고 유태용･현희정(2003)은 MBTI에 의하여 개인성격과 조직성격

유형을 분석하고 성향별 지표에 대한 일치여부를 토대로 개인-조직 일치도를 산정하였

다.3)

2. 조직효과성

조직효과성은 조직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조직목표의 개념은 복잡하

2) Kristof(1996)는 개인-조직 적합성의 종류에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조직의 성과변수에도 여러 

형태가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개인-조직 적합성이 조직의 어떤 형태의 성과변수와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를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3) 유태용･김도영･현희정(2002)은 Jung의 심리유형이론에 기초한 네 가지 성격차원(외향-내향, 감각-직

관, 사고-감정, 판단-인식)에서 개인-조직 일치성을 다루었다. 개인과 조직 간의 일치는 개인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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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조직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조직목표, 가치, 비전에 따라 선행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조직효과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념화되어 측정되고 있는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조직효과성에 관한 실증연구

연구자 (년도) 연구대상 조직효과성의 개념 비고

김태룡 (2016) 서울 기초자치단체 조직몰입과 조직민첩성 조직구조

정호준･김도현･
오정일 (2015)

포항시 공무원
직무만족, 조직몰입, 

혁신적 행동, 
조직시민행동

리더십의 조직효과성

김민영･민경률･
박성민 (2015)

NGO 공공봉사동기와 책임성 개인-조직 적합성

박성민･김민영･
김민정 (2013)

중앙공무원 직무만족, 공공봉사동기
개인-조직 간 적합성과 

조직결과

장현주･은재호 (2012) 중앙부처 공무원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갈등관리방식과 

조직효과성

정갑두 (2010)
지방행정공무원, 
지방경찰공무원

직무만족, 조직몰입
개인성격과 조직문화의 

적합

김태룡(2016)은 조직구조와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효과성의 구성요인을 

조직몰입과 조직민첩성으로 구성하였고, 정호준･김도현･오정일(2015)은 리더십의 조직

효과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조직효과성의 개념을 직무만족, 조직몰입, 혁신적 행동,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으로 구성하였다. 김민영･민경률･박성민(2015)은 조직효과성의 개

념을 개인차원의 공공봉사동기와 조직차원의 책임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박성민･김민

영･김민정(2013)은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개인-조직 적합성이 조직결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공직봉사동기를 조직결과로 파악하였다. 장현주･은

재호(2012)는 갈등관리방식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효과성의 

개념을 인간관계론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파악하였다. 정갑두

(2010)는 개인성격과 조직문화의 적합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

구에서 조직효과성의 개념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파악하였다.

조직효과성의 개념은 연구목적과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인간관계

론 측면에서 조직구성원에 중점을 두면, 조직효과성의 개념은 개인적인 차원의 직무만

족과 조직차원의 조직몰입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김태룡, 2016; 박성민･김민영･김민정, 

2013; 정갑두, 2010). 이 연구에서는 인간관계론 관점에서 주관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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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효과성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직무만족은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나 직업의 특성에 관련된 만족을 의미한다. 즉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조직구성원 개인의 일반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평상시의 직무

나 직무경험의 평가에서 오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Locke, 

1976).

조직몰입은 직무보다는 개인이 속한 조직의 특성에 대한 신뢰 또는 긍정적 마음의 상

태로 구분한다. 조직몰입은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규범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동일화의 정도와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로 표현할 수 있다. 대체로 조직몰입

에 대한 정의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loyalty), 조직목표달성을 위한 자발적 노력

(willingness), 조직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와 수용(identification), 조직에 대한 강

한 애착심(attachment)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Mowday, Porter, & Steers, 

1982; Steers & Black, 1994).

3. 개인-조직 적합성과 조직효과성

개인-조직 적합성(person-organization fit)은 오랫동안 학자들뿐만 아니라 실무자들

의 관심을 끌어온 주제이다. 개인-조직 적합성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의 복지와 조직의 

성과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간의 적합

성은 근속, 조직몰입, 직무만족과 같은 개인의 행동 및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오화선･박

성민, 2014; 유태용･현희정, 2003; Brez & Judge, 1994; Chatman, 1991). 조직이 처한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직무의 내용도 과거보다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다른 직무로의 이동이 용이한 사람들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Bridges, 1992). 따라서 개인-조직 적합성이 높은 사람들을 선발하

거나 또는 선발 후의 조직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개인-조직 적합성의 정도를 높임으로

써, 조직은 조직 내 직무구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직무 간 이동성이 높은 인력

을 보유할 수 있다(Kristof, 1996).

선행 연구들을 보면, Kristof(1996)은 개인-조직 적합성은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에 대

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개인-조직 적합성의 정도가 낮으면 조직측면에서 

볼 때 개인과 조직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성과가 떨어질 수 있음

을 시사하였다. 반면 Argyris(1957)는 조직과 유사한 유형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으면 

조직측면에서는 조직혁신을 저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응력을 저하시켜 

조직의 전체 수행이 나빠질 수도 있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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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행 실증연구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김민영･민경률･박성민

(2015)은 NGO를 연구대상으로 개인-조직 적합성은 조직 효과성(책임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오화선･박성민(2014)은 개인-조직 적합성

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박성민･김민영･김민정(2013)

은 중앙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조직 적합성이 신뢰를 통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 조직결

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권혜림(2013)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개인과 조직의 성격유형이 일치할수록 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윤대혁･김학년(2006)은 개인과 조직의 퍼스낼리티 적합성이 조직구성원의 

자아 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유태용･현희정

(2003)은 개인성격-조직성격 적합성이 조직몰입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개인-조직 적합성이 높은 조직의 구성원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조직에 대하여 더 

호의적인 태도와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조직효과성으로 연결될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개인-조직 일치성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은 조직의 가치 및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수월하게 내면화시키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과 같은 긍정적 요

소는 높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개인-조직 적합성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표 2> 개인-조직 적합성과 조직효과성에 관한 실증연구

연구자 (년도) 연구대상 연구내용 개인-조직 적합성

이종호 (2016) 항공사 객실승무원
개인-조직 적합성과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Cable and Judge
(1996), Cable and 

DeRue(2002)

김민영･민경률･
박성민 (2015)

NGO 개인-조직 적합성과 조직효과성 Lauver & Kristof(2001)

오화선･박성민 
(2014)

공무원 개인-조직 적합성과 직무만족 Lauver & Kristof(2001)

박성민･김민영･
김민정 (2013)

중앙공무원 개인-조직 적합성과 조직결과 Lauver & Kristof(2001)

권혜림 (2013) 경찰공무원
개인-조직간 성격유형 일치도와 

조직신뢰
MBTI 

윤대혁･김학년 
(2006)

부산･경남지역 
H기업

개인 및 조직의 퍼스낼리티 
적합성과 자기효능감

MBTI

유태용･현희정 
(2003) 

2개 기업체
개인과 조직성격간 부합과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
MB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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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성격유형과 조직성격유형을 동일한 틀로 분석하

여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조직 적합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MBTI를 활용하여 개인성

격과 조직성격을 확인하고 MBTI의 네 가지 선호성향 차원에서 개인-조직 적합성이 조

직효과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1. 표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남지역의 지방행정공무원과 전남지역의 경찰서에 근무

하는 경찰공무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지방행정기관은 지역의 구체적인 생활환경 및 

특성에 따라 일선공무원들의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는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또

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소극적 목적의 경

찰작용에 한정하지 않고, 농수산물지킴이, 농촌일손 돕기, 야간에 안전한 귀가 돕기 등 

지역사회 봉사에 이르기까지의 적극적인 경찰업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역에서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공무

원들의 업무 및 주민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이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로 직결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 연구대상을 전남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

정하였다. 지방행정공무원은 전남도청과 무안군, 함평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각각 

100명씩 300명, 그리고 대도시형인 순천경찰서와 농어촌형인 고흥경찰서 및 무안경찰서

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 각각 100명씩 300명, 총 6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총 550부가 회수되었고, 이 가운데 무응답이 많은 6부는 제외

하고 544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행정직이 48.5%, 경찰직이 51.5%이고, 성별 분

포를 보면 남성이 76.3%로 여성 23.7%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근속년수별 

분포를 보면 5년 이하가 10.8%, 6년 이상 10년까지가 23.2%, 11년 이상 15년까지가 

21.1%, 16년 이상 20년까지가 18.4%, 그리고 21년 이상 근무경력을 지닌 사람이 26.5%

로 나타났다. 



MBTI에 의한 개인-조직 적합성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분석 247

<표 3>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합계

성별
남 163 (61.7%) 252 (90.0%) 415 (76.3%)

여 101 (38.3%) 28 (10.0%) 129 (23.7%)

근속년수

0 - 5년 43 (16.3%) 16 (5.7%) 59 (10.8%)

6 - 10년 67 (25.4%) 59 (21.1%) 126 (23.2%)

11 - 15년 37 (14.0%) 78 (27.9%) 115 (21.1%)

16 - 20년 48 (18.2%) 52 (18.6%) 100 (18.4%)

21년 이상 69 (26.1%) 75 (26.8%) 144 (26.5%)

합계 264 (48.5%) 280 (51.5%) 544 (100%)

2. 측정도구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성인의 성격선호도 측정을 위한 도구로, 행정

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등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

다. MBTI는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외향형(E)과 내향형(I), 정보수집차원에서 감각형(S)과 

직관형(N), 의사결정차원에서 사고형(T)와 감정형(F), 그리고 생활양식차원에서 판단형(J)

과 인식형(P)의 네 가지 선호지표로 구성된다. 각각의 선호지표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가

에 따라 한 가지 선호유형이 선택되고, 선호지표가 네 가지이므로, 결국 네 개의 두드러진 

선호유형으로 구성된 성격유형이 도출된다.4)

첫째, 융의 심리유형론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그 다양성으로 인하여 쉽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아주 질서정연하고 일관된 경향이 있다고 본다. 개인의 성격은 한 인간

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개인특유의 행동 및 사고양식으로 볼 수 

있다.  개인성격은 Hogan & Champagne(1979)이 제안한 32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Hogan & Champagne(1979)은 MBTI에 토대를 두고 개인성격 측정을 위하여 외향

(E)/내향(I), 감각(S)/직관(N), 사고(T)/감정(F), 그리고 판단(J)/인식(P) 선호지표별로 각각 

8문항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제시하였다. 문항은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이와 함께 논의하는지 혹은 먼저 마음속으로 혼자 해결하기를 선호하는지, 현실적이고 사

실에 정통하는지 혹은 풍부한 상상력과 가능성을 중요시하는지, 체계적인 분석을 선호하

는지 혹은 상식이나 신념을 중요시하는지, 그리고 정해진 일정과 계획을 선호하는지 혹은 

4)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대부분의 특성은 두 가지 중 하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스펙트

럼의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다. 그런데 MBTI는 각각의 선호지표에서 연속선상에 있는 속성을 범주

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사람을 할당해 주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Bridges, 

1992; Myers & McCaulley,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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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일하기를 선호하는지 등을 묻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개인의 성격과 유사하게 조직도 조직의 목표나 업무처리방식에서 타 조직과 차

이를 일으키는 일관된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조직성격은 Bridges (1992)가 제시한 

36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Bridges(1992)는 MBTI에 토대를 두고, 외향(E)/내향(I), 

감각(S)/직관(N), 사고(T)/감정(F), 그리고 판단(J)/인식(P) 선호지표별로 각각 9문항씩 총 

36문항을 제안하였다. 문항은 조직이 외부 공동협력자 혹은 내부구성원에 초점을 두는지, 

조직의 업무수행방식에서 현재의 상황을 중시하는지 혹은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지, 사

전 결정과 계획에 근거를 두는지 혹은 외부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강조하는지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셋째, 개인성격과 조직성격유형 간의 적합성 측정을 위해 MBTI 선호지표 각각에서 개

인성격과 조직성격 선호성향이 동일한 경우에 1점을 부여하였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0

점을 부여하였다. MBTI 선호차원은 외향(E)/내향(I), 감각(S)/직관(N), 사고(T)/감정(F), 그

리고 판단(J)/인식(P)의 네 가지이므로, 개인-조직 일치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4점까지

의 값을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성격은 INTJ유형이고 조직성격은 ESTJ유형인 경우

에 선호성향 T, J 두 가지가 일치하므로 개인-조직 일치점수는 2점으로 측정하였다.

넷째, 조직효과성은 주관적이고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개인차원에서 직무만족과 

조직차원에서 조직몰입, 즉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통해 측정하기로 한다(김태룡, 2016; 

정호준･김도현･오정일, 2015; 박성민･김민영･김민정, 2013; 장현주･은재호, 2012; 정갑

두, 2010). 직무만족은 MSQ(The original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에 근

거하여 직무 자체, 능력발휘, 일에서 얻는 성취감, 자율권, 인정정도 등 내재적 요인을 묻

는 문항 5개와 승진기회, 급여, 리더가 부하직원을 대하는 방식, 동료직원,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 등 외재적 요인에 대한 내용 5문항, 총 10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다.

다섯째,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조직에 

몰두하는 경향’으로 정의하고, 하위 세 가지 구성요인들을 통하여 측정한다. Meyer & 

Allen(1997)이 제안한 항목에 근거하여, 조직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

는지 등 정서적 몰입 측정을 위해 5문항, 조직을 떠나면 손해가 크므로 조직에 머무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지속적 몰입 측정을 위해 5문항, 현재 조직에 충성하고 직장에 의

무감을 느끼는 규범적 몰입을 위하여 5문항, 총 15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박영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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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분석틀

선행 연구들을 요약하면 개인-조직 적합성은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추론할 수 있다. 조직의 목적 및 가치와 조직구성원의 목적 및 가치가 부합할수록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조직 적합성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5)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틀

개인-조직 일치도

조직효과성
조직만족

개인-조

직 적합성

주의초점(E/I) 직무몰입

정보수집(S/N)

의사결정(T/F)

대응양식(J/P)

첫째, 개인-조직 일치도와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MBTI를 활용

하여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개인성격과 조직성격을 진단한다. 개인성격과 조직성격을 선

호성향별로 일치여부를 분별하여, 개인-조직 일치도 점수를 산출한다. 조직효과성은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을 통하여 측정한다.

둘째, 성향별 개인-조직 적합성이 조직효과성 즉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어떠한 관련

이 있는지 살펴본다. 성향별 개인-조직 적합성은 주의초점(E/I), 정보수집(S/N), 의사결정

(T/F), 그리고 대응양식(J/P)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예를 들어 주의초점(E/I) 성향

에서 볼 때, 가능한 개인-조직 적합의 형태는 개인성격은 외향(E)이고 조직성격은 외향(E)

인 경우, 개인성격은 내향(I)이고 조직성격은 외향(E)인 경우, 개인성격은 외향(E)이고 조

직성격은 내향(I)인 경우, 그리고 개인성격은 내향(I)이고 조직성격이 (I)인 경우로 네 가지

이다. 이 가운데 개인성격과 조직성격이 모두 외향(E)이거나 혹은 모두 내향(I)인 경우는 

상호 일치적(supplementary) 개인-조직 적합에 해당한다. 그리고 개인성격이 외향(E)인

5) Kristof(1996)는 개인-조직 적합성의 종류에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조직의 성과변수에도 

여러 형태가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개인-조직 적합성이 조직의 어떤 형태의 성과변수와 어떠

한 관계를 지니는지를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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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조직성격은 내향(I)인 경우, 그리고 개인성격이 내향(I)인데 조직성격이 외향(E)인 경우

가 상호보완적(complementary fit) 개인-조직 적합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선호성향별로 개인-조직 적합성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

석하고자 한다.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MBTI Profile 및 개인-조직 적합성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 위하여 먼저 MBTI 개인성격과 조직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

파일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개인-조직 일치비율을 조사하였다(<표 5>). 첫째, 개인성격의 프

로파일을 네 가지 선호경향별로 살펴보면, 외향형(E)이 59%로 41%인 내향형(I)보다 높고, 

감각형(S)이 75.2%로 직관형(N)보다 높으며, 사고형(T)이 66.2%로 감정형(F)보다 높고, 

판단형(J)이 75.6%로 인식형(P)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성격은 E-S-T-J 유형

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6) ESTJ유형인 개인은 외부 지향적이고 사실중심의 정보수

집에 뛰어나며 업무를 논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다. ESTJ형은 타고난 행정

가로서 현실적으로 일을 많이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선행연구(권혜림, 2013)에서도 공직

에서는 ESTJ가 지배적인 성격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 이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좀 더 유의해서 살펴볼 점이라면 감각형(S)과 사고형(T), 그리고 판단형(J)이 이와 

상대격인 직관형(N)과 감정형(F), 그리고 인식형(P)보다 차이가 심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

났지만, 외향형(E)은 59%로 내향형(I) 4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둘째, 조직성격의 프로파일을 살펴보면(<표 5>) 다음과 같다. 선호성향별로 볼 때 외향

형(E)이 54.8%로 내향형(I)보다 높고, 감각형(S)이 77.9%로 직관형(N)보다 높으며, 사고형

(T)이 78.7%로 감정형(F)보다 높고, 판단형(J)이 71.1%로 인식형(P)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조직성격도 개인성격과 유사하게 E-S-T-J 유형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되었

고,7)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권혜림, 2013). ESTJ유형을 지닌 조직

은 계층제적 관료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기를 선호한다. 표준화된 운영절차와 명확한 책

6) 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도 개인성격은 모두 ESTJ유형이 지배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7) 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도 조직성격은 모두 ESTJ유형이 지배적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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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중요시하며 현실의 세부적 상황에 관심을 두고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업무가 수행된다.

셋째, 네 가지 선호성향별로 개인성격과 조직성격의 일치여부를 살펴보면, 주의초점 선

호성향에서는 개인-조직성격이 일치된 경우가 57.2%이고, 정보수집 성향에서는 개인-조

직이 일치된 경우가 71.5%, 의사결정 성향에서는 개인-조직이 일치된 경우가 68.4%, 그

리고 대응양식 성향에서는 개인-조직이 일치된 경우가 68.0%로 나타났다. 개인성격과 조

직성격은 선호성향측면에서 볼 때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불일치한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의 정도로 보면 감각-직관 성향에서 일치된 정도(71.5%)가 나머지 

다른 세 가지 선호성향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외향-내향 선호성향에

서의 일치정도(57.2%)는 다른 선호성향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MBTI profile 및 개인-조직 일치여부

선호성향 개인성격 조직성격 개인-조직 일치비율

주의초점
외향 (E) 321 (59.0%) 298 (54.8%)

57.2%
내향 (I) 223 (41.0%) 246 (45.2%)

정보수집
감각 (S) 409 (75.2%) 424 (77.9%)

71.5%
직관 (N) 135 (24.8%) 120 (22.1%)

의사결정
사고 (T) 360 (66.2%) 428 (78.7%)

68.4%
감정 (F) 184 (33.8%) 116 (21.3%)

대응양식
판단 (J) 411 (75.6%) 387 (71.1%)

68.0%
인식 (P) 133 (24.4%) 157 (28.9%)

넷째, 개인-조직 성격의 일치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하여, 선호성향측면에서 보아 개인

성격과 조직성격이 일치한 경우에 ‘1’, 불일치한 경우에 ‘0’을 부여하고, 이 수치를 모두 

합하여 일치도 점수를 산출하였다(권혜림, 2013; 유태용･김도영･현희정, 2002). 따라서 

네 가지 선호성향 모두에서 개인성격과 조직성격이 불일치한 경우에 일치도 점수는 ‘0’으

로 측정되고, 네 가지 선호성향 모두에서 일치한 경우에 일치도 점수는 ‘4’로 측정되어, 

일치도 점수는 최소 ‘0’에서 최대 ‘4’까지의 값을 지니게 된다. 그 결과, 네 가지 선호성향 

모두에서 불일치하여 일치도 점수가 0인 경우는 10(1.8%), 그리고 한 가지 선호성향에서 

일치하여 일치도 점수가 1인 경우는 68(12.5%), 두 가지 성향에서 일치한 경우는 

154(28.3%), 세 가지 선호성향에서 일치한 경우는 182(33.5%), 그리고 네 가지 선호성향 

모두에서 일치하여 일치도 점수가 4인 경우는 130(23.9%)로 나타났다. 세 가지 선호성향

에서 일치한 경우가 3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네 가지 성향 가운데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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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1.8%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8)

2. 개인-조직 일치도와 조직효과성의 관계

첫째, 먼저 개인-조직 일치도와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 개인-조직 일치도와 직무만족은 상관계수 r=.102(p=.017)로 유의한 관계가 있

고, 개인-조직 일치도와 조직몰입의 관계도 상관계수 r=.114(p=.008)로 유의한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개인-조직 일치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성원들의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의 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개인-조직 일치도와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분

산분석(ANOVA)하였다(<표 6>). 그 결과 개인-조직 일치도에 따라 직무만족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583, p=.036). 개인-조직 일치도가 ‘0’에서 

‘1’을 거쳐 ‘2’로 증가할 때 직무만족이 증가하였고 개인-조직 일치도 값이 ‘3’으로 증가

할 때 직무만족은 다소 하락하였다가 개인-조직 일치도가 ‘4’로 증가할 때 직무만족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조직 일치도에 따라 조직몰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3.565, p=.00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경우와 유사하게 개인-조직 

일치도가 '3'인 경우에는 조직몰입의 정도가 약간 감소하였다가 개인-조직 일치도가 ‘4’

인 경우에 다시 증가하였다. 개인-조직 일치도는 상호 유사적 적합성을 지칭하므로 너무 

일치하면 자칫 집단사고나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서 조직효과성이 오히려 저하될 가

능성도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유태용･현희정, 2003; Chatman, 1991; Kristof, 1996).9)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개인-조직 일치도가 ‘3’에서 ‘4’로 증가할 때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의 정도는 다시 상승하였다. 즉 뒤집힌 ‘U'자 곡선(∩)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이 연구에

서는 개인-조직 일치도가 ’4‘로 개인-조직 상호 유사적 적합성이 가장 높을 때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성격과 조직성격이 일치할수록 구

성원들은 조직과의 동질감을 느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직무에 몰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 지니고, 실제로 조직효과성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8) 권혜림(2013)의 연구에서 개인-조직 일치도가 ‘0’인 경우는 6.6%, ‘1’인 경우는 17.0%, ‘2’인 경우는 

31.6%, ‘3’인 경우는 22.9%, 그리고 ‘4’인 경우는 22.0%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이 연구가 권혜림

(2013)의 연구에서보다 개인-조직 일치도 점수가 약간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9) 개인과 조직 간의 일치수준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는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조직의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과 조직간 일치수준과 조직의 효과성간에는 뒤집힌 'U'자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유태용･현희정, 2003; Chatman, 1991; Kristof,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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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개인-조직 일치도와 조직효과성의 분산분석

개인-조직 
일치도

fit=0 fit=1 fit=2 fit=3 fit=4
F(p)

Mean(STD) Mean(STD) Mean(STD) Mean(STD) Mean(STD)

직무만족
3.190
(.737)

3.437
(.603)

3.607
(.647)

3.542
(.677)

3.675
(.651)

2.583
(.036)*

조직몰입
3.033
(.774)

3.569
(.584)

3.658
(.675)

3.614
(.678)

3.765
(.646)

3.565
(.007)**

주: * p<.05, ** p<.01

<그림 2> 개인-조직 일치도와 직무만족 <그림 3> 개인-조직 일치도와 조직몰입

셋째, 공무원의 직종(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과 근속년수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

치는가를 추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의 직종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근속년수는 유의한 영향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의 직종을 통제변수로 하고, 개인-조직 일치도를 요인변수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종

속변수로 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공무원 집단을 통제해

도 개인-조직 일치도에 따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다변량 분산분석

구분 SS df MS F P

통제(직종)
직무만족 2.265 1 2.265 5.328 .021*

조직몰입 5.496 1 5.496 12.891 .000***

개인-조직
일치도

직무만족 4.409 4 1.102 2.592 .036*

조직몰입 6.569 4 1.642 3.851 .004**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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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호성향별 개인-조직 적합성과 조직효과성의 관계

선호성향별 개인-조직 일치여부와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각 성향별로 개

인성격과 조직성격이 적합을 이룰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주

의초점 측면에서 개인성격이 외향(E)이거나 내향(I)이고, 조직성격도 외향(E)이거나 내향

(I)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성격과 조직성격의 결합관계는 첫째, 개인성격이 외향(E)이고 

조직성격이 외향(E)인 경우, 둘째, 개인성격이 내향(I)이고 조직성격이 외향(E)인 경우, 셋

째, 개인성격이 외향(E)이고 조직성격이 내향(I)인 경우, 그리고 넷째, 개인성격이 내향(I)

이고 조직성격이 내향(I)인 경우의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개인-조직 적합관계의 네 가지 형태에 따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각각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하였다. <표 8>에서 보듯이, 주의초점 측

면의 개인-조직 적합관계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수집 측면의 개인-조직 적합관계는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의사결정 측면의 개인-조직 적합관계는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대응양식 측면에서 개인-조직 적합관계는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에 유의한 차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성향별 개인-조직 적합성과 조직효과성의 분산분석

구분
주의초점 (E-I) 정보수집 (S-N) 의사결정 (T-F) 대응양식 (J-P)

F (p) F (p) F (p) F (p)

직무만족 4.374 (.005)** 1.976 (.116) 4.566 (.004)** 4.040 (.007)**

조직몰입 3.444 (.017)* .691 (.558) 3.994 (.008)** 3.012 (.030)*

주: * p<.05, ** p<.01

위의 <표 8>에서 성향별 개인-조직 적합관계에 따라 조직효과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여섯 가지의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성향별로 개인-

조직 적합관계와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그래프를 그려 살펴보았다. 적 적합관계를 지닐 때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그림 6>과 <그림 7>). 개인성격과 조직성격

이 모두 감정(F)형으로 상호 유사적 적합관계를 지닐 때 직무만족의 정도는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조직몰입의 정도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첫째, 주의

초점 선호성향에서 개인-조직 적합관계에 따라 직무만족(F=4.374, p=.005) 및 조직몰입

(F=3.444, p=.017)은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조직 적합관계에 

따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정도는 <그림 4>와 <그림 5>에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다. X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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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가장 왼쪽은 개인성격과 조직성격이 모두 외향(E)으로 상호 유사적 적합관계를 보이

는 경우이고, X축 상의 가장 오른쪽은 개인성격과 조직성격이 모두 내향(I)으로 상호 유사

적 적합관계를 보이는 경우이다. 그리고 X축 상의 가운데 두 가지의 경우는 개인성격과 

조직성격이 서로 달라 상호 보완적 적합관계인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 유사

적 적합성인 경우에 조직효과성이 높다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U’자 형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주의초점 측면에서 외향(E)/내향(I)에서 적합관계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두 가지 모두, 그래프 상에서 ‘U’자 

형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형태이다. 즉 상호 유사적 적합 가운데에서도 개인성격과 조직

성격이 모두 외향(E)으로 일치한 경우에만 조직효과성이 가장 높았고, 개인성격과 조직성

격이 모두 내향(I)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장 낮은 조직효과성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의사결정 선호성향에서 볼 때, 개인-조직 적합관계는 직무만족(F=4.566, p=.004) 

및 조직몰입(F=3.994, p=.008)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사고(T)/감정(F) 측면에서 개인

성격과 조직성격이 모두 사고(T)형으로 상호 유사 보완적 적합관계를 지닐 때에는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4> 주의초점(E-I) 적합성과

직무만족

<그림 5> 주의초점(E-I) 적합성과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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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의사결정(T-F) 적합성과

 직무만족

<그림 7> 의사결정(T-F) 적합성과

 조직몰입

셋째, 대응양식 성향에서 볼 때, 개인-조직 적합관계는 직무만족(F=4.040, p=.007) 및 

조직몰입(F=3.012, p=.030)과 각각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상으

로 볼 때(<그림 8>과 <그림 9>), 중앙에 산과 골이 있었다. 즉 가운데 두 가지의 상호 보

완적 개인-조직 적합관계를 보일 때에 가장 높고 또 가장 낮았다. 개인성격이 판단(J)형

이고 조직성격이 인식(P)형으로 상호 보완적 적합관계를 보일 때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개인성격이 인식(P)형이고 조직성격이 판단(J)형으로 상호 

보완적 적합관계를 보일 때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대응양식(J-P) 적합성과

 직무만족

<그림 9> 대응양식(J-P) 적합성과

 조직몰입

위에서 논의한 여섯 개의 그래프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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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그래프의 모습이 ‘V' 혹은 ’U'자 형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그림 7>). 개인과 조직

이 모두 사고형(T)이거나 모두 감정형(F)으로 상호 유사적 적합성 형태일 때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위에서 아래로 하락하는 추세의 그래프 형태를 취하는 유형이다

(<그림 4>, <그림 5>, <그림 6>). 개인과 조직이 모두 외향형(E), 사고형(T)으로 상호 유사

적 적합의 형태일 때 가장 높은 조직효과성이 나타나고, 대조적으로 개인과 조직이 모두 

내향형(I), 감정형(F)으로 상호 유사적 적합형태를 취할 때 가장 낮은 조직효과성이 발현

되었다. 셋째, 그래프에서 외면상 가운데에 가장 높은 산과 가장 낮은 골이 나타나는 유

형이다(<그림 8>, <그림 9>). 즉 상호 보완적 적합형태에서 가장 높은 조직효과성과 가장 

낮은 조직효과성이 함께 나타났다. 즉 개인이 판단형(J)이고 조직이 인식형(P)으로 상호 

보완적 적합형태에서 가장 높은 조직효과성이 나타나고, 그와 대조적으로 개인이 인식

형(P)이고 조직이 판단형(J)으로 상호 보완적 적합형태인 경우에 가장 낮은 조직효과성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Ⅴ. 결 론

조직 관리에 있어 조직구성원은 조직의 인적 자본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

다. 조직 내 구성원들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현시켜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업

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서 조직의 효과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 개인으로서도 자아실현, 충만감, 행복감을 느낄 수 있

는 것이다. 조직구성원들의 고유한 성격 및 가치관이 조직특유의 규범 및 일하는 방식 

등과 어느 정도 합치하는가는 조직구성원들의 업무행태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직효과성 향상을 위하여 개인의 목표 및 가치, 성격 등과 조직의 목표, 비전, 일하는 

방식 등이 적합하도록 조직 관리자는 관리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MBTI를 활용하여 개인-조직 적합성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조직 일치도는 조직효과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개인-조직 일치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

할 수 있다. 즉 개인성격과 조직성격이 유사할수록 조직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 지각하고, 구성원들의 개인적 직무만족과 조직에 대한 몰입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흥미로운 점은 개인-조직 일치도 점수가 2점에서 3점으로 증가할 때 다소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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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과 조직몰입의 정도가 낮아졌지만, 개인-조직 일치도 점수가 4점으로 증가하면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정도가 다시 증가하여 가장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조직 일

치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오히려 조직결과 변수에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유태용･현희정, 2003; Chatman, 1991; Schneider, 1987).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개인-조직 일치도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인 4점일 때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정도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공직 조직의 성격과 개인의 성격이 

유사할 때 아무래도 업무에 전념하기 편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선호성향에 따라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상호 유사적 적합성과 상호 보완적 적합

성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주의초점 측면에서 개인과 조직이 모두 

외향(E)형으로 상호 유사적 적합관계에 있을 때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가장 높았다. 의

사결정 측면에서 개인과 조직이 모두 사고(T)형으로 상호 유사적 적합관계에 있을 때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개인과 조직이 모두 감정(F)형으로 유사적 적

합관계에 있을 때 조직몰입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응양식 측면에서 개인은 판단(J)형

이고 조직은 인식(P)형으로 상호 보완적 적합일 때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가장 높

았고, 개인과 조직이 모두 판단(J)형으로 상호 유사적 적합일 때에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발견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

인-조직 상호 유사적 일치가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조직 일치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모집이나 채용과정을 통해 조직성격유형에 적

합한 사람을 선발할 수도 있고, 조직 내 교육훈련을 통해 구성원들의 조직과의 일치수준

을 높일 수도 있으며, 조직개발을 통해 조직성격 자체를 변화시킴으로써 개인-조직 상호 

유사적 적합성 정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개인-조직 적합성은 조직 관리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활용될 수 있겠다. 이 연

구에서 개인성격과 조직성격의 대표적인 유형이 모두 E-S-T-J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개인과 조직이 모두 외향(E)-사고(T)로 일치한 경우에 조직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그러나 대응양식 측면에서는 개인이 판단(J)형이고 조직이 인식(P)형으로 상

호 보완적 적합일 때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차

원에서 대응양식이 상황에 따라 융통성이 있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많은 선택대

안을 다각도로 고려하는 인식(P)형을 가미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유태용･현희정(2003)은 개인성격-조직성격 적합성이 조직몰입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외향-내향 차원과 감각-직관 차원에서의 개인-조직 일치가 전반적으로 조직관련 태도를 예

측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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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 연구에서는 MBTI라는 동일한 원리에 의해 개인성격과 조직성격을 측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인-조직 일치도 점수와 선호성향별 개인-조직 적합성을 측정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크다. 개인-조직 적합성은 개인만의 혹은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상호 유사적 적합성에 그치지 않고 상호 보완적 적합성이 조직효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도 논의했다는 점에 다른 연구와 차별화된 이 연구만의 

장점이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의 타 연구들에 비해 차별화된 특성과 연구의 의의를 지니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다소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 표본을 선정하였으므로 표본의 한계 및 연구 

설계상 한계가 있다. 또한 개인성격과 조직성격을 MBTI라는 동일한 원리에 의해 측정하

고 이를 토대로 개인-조직 적합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이 충분하지 않아, 이 연구의 결과만

을 일반화시켜 논의를 하거나 타 연구와 비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는 이러

한 실증연구들이 많이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직종을 대상

으로 한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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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Person-Organization Fit Using MBTI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Youngmi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person-organization fit using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Person-organization 

fit can influence a person’s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an organization as well a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However, little empirical research has zoomed in on probing 

person-organization fit in the local Korean public service. Hence, this research mainly 

addresses the issue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organization fit through MBTI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erson-organization fit level is 

significantly related to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the 

person-organization supplementary fit in each of two types (E and T) is positively related to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when the personality type is J and 

organizational character is P, the person-organization complementary fi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Keywords: MBTI, Person-Organization Fi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