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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공기관에서의 보직이동은 직원의 경력개발의 목적과 함께 업

무 및 근무지의 형평성, 비리행위 방지, 고충해소 등 다양한 목적

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 조직구성원들이 수동적 객체에서 능동

적 주체로 변화되는 경향과 일-생활 균형(WLB)이 강조되는 상황

에서 공공기관의 보직이동 정책과 기준도 그에 맞게 변화가 필요

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직이동의 의사결정 주체와 보직이동 시의

근무지 변경여부 및 그에 따른 유형별 보직이동 형태가 직무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에서 2018년 7월에 보직이 변경된 3직급 493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독립변수로는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와 근

무지 변경여부, 그리고 앞의 두가지 변수가 결합된 보직이동 유형

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직무태도를 설정하였는데, 구체적

으로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로 분류하였고, 조직몰입도의 경우

정서적몰입도, 지속적몰입도, 규범적몰입도로 구분하여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직이동의 의사

결정 주체가 자의가 아닌 타의인 경우 직무만족도와 정서적몰입도

를 저하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보직이동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 정서적 몰입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겻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직이동의 의사결정 주체와 근무지 변경여부는

지속적몰입도와 규범적몰입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높은 수준의 직무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직이동의 결정에 직원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며, 보직이동에 있어 직원의 선호가 반영되지 않고 근무

지까지 변경되는 경우 직무태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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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추진 등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주요어 : 보직이동, 직무태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학 번 : 2018-2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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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글로벌화의 진전은 기업들 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치열한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내부적 역량을 키우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의 내부적 역량으로는 리더십, 조직문화 등

여러 가지가 언급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는 말처럼 성공적인 인적자원관리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

인으로 오랜 기간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관리에 대하여 Pigors & Myers(1973)는 ‘개인의 능력

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직무나 조직의 구성원으로 만족을 극대

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즉, 조직구성원으로 하여

금 높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수준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적자원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

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조직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채용, 이동, 교육훈련, 승진, 평가

및 보상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인적자원관리 활동들 중에 보직이동

의 경우 민간회사와 공기업의 차이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민간회사

는 그 존재의 목적이 이윤 극대화에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의 보직이

동 목적도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한 경력개발과 인재양성에 맞추어져 있

다. 각 직무별로 경력개발계획(Career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고 운

영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

으로의 보직이동이 이루어진다. 반면 공기업 내 보직이동의 경우 민간회

사와 같이 경력개발과 인재양성의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

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기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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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업무 및 지역에 대한 형평성 제고, 동일지역 동일직무의 장기간 수

행에 따른 비리행위 방지, 직무 부적응자의 재배치, 직원 고충 해소 등의

목적으로도 보직이동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한국수력원자력

(이하 한수원)의 경우 지난 2012년 고리1호기 전력공급중단사건1)과 관련

하여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14.4.13)

에 따라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순환보직 및 인사

이동을 확대한 바 있다.

보직이동과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보직이동에 따른 직무의

변경이 개인의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나 개인 및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동일직무를 장기간 수행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습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게 되며 근

무의욕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기적으로 보직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업무환경을 제공하게 되면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직무만족

을 높일 수 있으므로 결국 기업의 성과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는 관점의 접근이다.

하지만 보직이동이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과 같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의 변경 그 자체에 의한 효과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경제 발전과 소속기업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개인의 개성과 의사

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각 개인들도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응

되어 개인과 조직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국가와 회사의 발전이

곧 자신의 발전이라는 이러한 믿음은 국가와 회사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에도 거기에 순응하면서 높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수준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군사독재 시절과 그에 대한 저

항의 시기를 거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크게 성숙하게 된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우리 국민들의 국민주권에 대한 의식이 확립되었고 더 이상

1) 2012년 2월 9일 고리1호기 발전기 보호계전기 시험 중 외부 전원공급이 끊

어지고 비상디젤발전기마저 작동하지 않아 발전소 전원이 오후 8시 34분부터

12분 간 완전 상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한달 넘게 은폐되다 2012년 3

월 12일에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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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행동하게 되었다. ‘촛불혁명’으로 불

리는 지난 2016년 겨울을 떠올려보면 그 변화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이

러한 개인들의 의식 변화는 기업 내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

다. 직원들은 더 이상 기업의 한 부속품으로 회사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

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능동적인 주체로

서 행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구성원들의 보직이동

과정 측면을 보면, 보직이동이 누구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따라

개인의 직무태도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보직이동은 최근 인사, 조직관리의 핵심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일-생활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보직

이동이 근무지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 가족과의 별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 생활 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주거, 자녀양육,

문화시설 등 생활환경의 변화를 겪게 된다. 결국 이러한 근무지 변경을

수반한 보직이동은 일-생활 균형 수준을 저하시켜 개인의 직무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

전 정책의 시행으로 해당 기관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근무지 변경을 경

험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근무지 변경의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

었다. 공기업의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질적 특성에 의하여 전국

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내부적인 보직이동

인사에 의해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게 되므로 일-생

활 균형 측면에서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 특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직이동이 직무 그 자체의 변경 효과 이외의 다른 측면에

서 개인의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전략적

인 인적자원관리와 연계된 보직이동 기준 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와 보직이동 시의 근무지 변경여부 및 그에 따른 유형별 보직이동

형태가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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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주요한 인사운영 수단인 보직이동의 유형별

영향을 분석하여 전략적인 인적자원관리 관점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발전 공기업인 한수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수

원은 국내 유일의 원전 운영사로 국내외 21개 사업장에 총 12,509명의

임직원(2019년 5월 알리오 공시 정원 기준)이 근무하고 있다.

[표 1-1] 한수원 사업장 현황

구 분 주요기능 소재지

본 사 전사업무 통할 경상북도 경주시

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원전의 건설, 운영

및 설비 관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빛원자력본부 전라남도 영광군

월성원자력본부 경상북도 경주시

한울원자력본부 경상북도 울진군

새울원자력본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 력

/

양 수

한강수력본부

수력·양수발전소

운영 및 설비 관리

강원도 춘천시(대표사업장)

청평양수발전소 경기도 가평군

삼랑진양수발전소 경상남도 밀양시

무주양수발전소 전라북도 무주군

산청양수발전소 경상남도 산청군

양양양수발전소 강원도 양양군

청송양수발전소 경상북도 청송군

예천양수발전소 경상북도 예천군

기 타

(국 내)

중앙연구원 기술개발 및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재개발원 사내 교육훈련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선보건원 방사선 영향 평가 경기도 성남시

UAE사업센터 UAE사업 관리 서울특별시 중구

기 타

(해 외)

아부다비지사 UAE 현지사업 수행 UAE 아부다비

미주지사 미주지역 계약관리 미국 뉴욕

유럽지사 유럽지역 계약관리 프랑스 파리

출처 : 한수원 사규 직제규정 및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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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보직이동은 기본적으로 직원의 이동희망을 반영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하지만 회사의 인사운영 상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는 직원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인 보직이동이 시행되기도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21개 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직이동에 따른 근무

지의 변경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직이동에 따른 직무의 변경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제외하고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와 보직이동 시의 근무지 변경여

부 및 그에 따른 유형별 보직이동 형태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하여 2018년 7월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한수원 3직급

(차장) 49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 보직이동과 직무태도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

고,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변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다. 그리

고 제4장에서는 연구대상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제

5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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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보직이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이동’이란 ‘한 지위(one status)에서 다른

지위로의 이동’을 의미하는데(Horton & Hunt, 1980), 그 종류에는 지리

적 이동, 직업 간 이동, 사회적 이동이 있다(Scism, 1974). 조직 또는 기

업 내에서의 ‘이동’이란 기존에 수행하는 직무를 전환하여 다른 보직을

갖게 되는 ‘보직이동’을 의미하는데 넓게는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옮기는 전직에서부터 직원을 수직적으로 이동시키는 ‘승진’과 ‘강임’, 더

욱 좁게는 보수나 계급의 변동 없이 수평적으로 직위를 옮기는 ‘배치전

환(Reassignment, Transfer)’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사교류, 전직(轉職), 전보(轉補) 등의 배치전환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인사교류는 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중앙정부 내의 각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각 지방정부 상호 간에 이루어

지는 수평적 인사이동을 의미한다. 전직은 직렬(職列)2) 간의 구분을 넘

어서 다른 직렬의 동일계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고, 전보는 동일 직

렬 안에서의 수평적인 이동을 말한다. 전직과 전보의 구분은 무분별한

배치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직무의 성격이 상

이한 다른 직렬에까지 별다른 제약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면 행정의 전문

성을 떨어뜨리고 부정한 청탁이 개입될 여지가 많을 수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공무원의 전직 요건과 제한규정을 법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필

요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유민봉·박성민, 2014). 본 연구에서는 보직이

동 유형에 따라 직무태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

므로 동일한 직급 내의 이동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며, 따라서 배치전환,

그 중에서도 전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난이도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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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배치전환의 개념 및 구분

배치전환

보수나 계급의 변동이 없는 수평적 직위 이동

기관·직렬·보직

인사교류 전직 전보

기관이동
직렬 이동

(직렬 상이)

보직 이동

(직렬 동일)

출처 : 유민봉·박성민(2014) “한국인사행정론”, p.368

보직이동(전보)은 조직과 개인 모두의 필요에 의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의의는 조직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조직적 차원에서는 직원들의 배치전환을 통해 인사관리의 융통성을

확보하여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다. 급변하는 경영여건에서 조직의 변동

은 필연적이며 이러한 조직구조의 변화에서 배치전환은 해고나 충원으로

인한 고비용을 대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보직이동은 직원들

의 능력과 적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직원들의 능력

을 개발시켜 주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신입사원 배치 이후에도 적재적

소 보직을 실현케 해주며, 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현대 기업의 과제를

수행해 준다. 마지막으로 조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간관계

의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조직간 인력 편차를

해소해 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직원 개인의 차원에서도 보직이동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다양한 직무를 경험함으로써 조직

전반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

다. 또한, 기존의 조직에서 불편한 인간관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회피

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선호하는 생활 근거지로의 이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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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절약 등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일 수도 있다(유

민봉·박성민, 2014).

보직이동이 때로는 근무지 변경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박태수(2016)는

근무지 변경이 동반된 보직이동은 지역전환배치(relocation)이며, 이는 조

직변경(이직) 여부에 따라 조직변경이 없는 조직 내 지역전환배치와 조

직변경이 수반된 조직 외 지역전환배치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

고 조직 내 지역전환배치는 다시 그 이동의 대상에 따라 조직 내 개인의

지역전환배치와 조직 전체의 이동에 따른 지역전환배치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본사와 사업소 간 또는 사업소 간의 보직이동을 의미하며 후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법률 제12737호)」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같은 조직 자체가 지역을 이전함에 따라 직원 모두가 이동하게 되는 경

우를 말한다.

제 2 절 한수원의 보직이동 제도

한수원은 내부규정인 ‘인사관리규정’에서 인사관리의 기본이념을 ‘직원

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살려 직원 스스로가 최대의 성과를 발휘하고 일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공평하게 처우하고 관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직이동에 대해서는 ‘직원을 그 자력, 적성 및 능

력에 따라 특정직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에서 타부서로 소

속을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보직의 세 가지 기본 원칙

으로 ‘적재적소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욕구충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한수원의 보직이동은 본사 각 처(실) 또는 사업소 내의 이동인 관내이

동과 본사 각 처(실) 간, 본사 각 처(실)과 사업소간, 각 사업소 간의 이

동인 관외이동으로 구분하며, 관외이동의 경우 시기에 따라 정기이동3)과

비정기이동으로 구분한다.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보직이동은 정기

3) 처장급 : 12월, 팀장급 및 3직급 이상 : 1월, 4(갑)직급 이하 :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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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이동으로 그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한수원 정기 관외이동 절차

이동기준

공지
▶

자기신고

(개인차원)
▶

이동요청

(단위조직차원)
▶

배치조정

(전사차원)
▶
보직이동

발령대상, 절차,

일정 등

희망근무지

3순위까지

단위조직
→

인사부서

보직이동

심사위원회

출처 : 한수원 자체자료

위 그림에서처럼 한수원은 직원의 이동희망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기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근무 보직이동 대상자4)나 고객

접점 근무자5)의 경우 또는 회사의 인사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인 보직이동이 시행되기도 한다. 또한 보

직이동과 관련한 갈등 해소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4직급 직원들을 대

상으로 이동 마일리지 제도를 2015년 11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제 3 절 직무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태도란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평가적 진술이다. 즉, 어떤 대상

을 선호한다거나 또는 그렇지않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다(Robinson,

2000). 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을 반영한다. 직무

와 관련한 태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직행태 측

면에서 주로 논의되어지는 것은 직무만족(Job Satisfaction)과 조직몰입

(Organizational Commitment)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직무태도의 하위 요인으로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설정하고자 한다.

4) - 2직급 이상 : 본사 동일 처(실) 또는 동일 사업소 5년 이상 근무자

- 3직급 : 본사 동일 처(실) 또는 동일 사업소 10년 이상 근무자

- 4직급 : 본사 동일 처(실) 10년 이상 또는 동일 사업소 15년 이상 근무자

5) 보직기간 5년 이내 제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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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직무만족은 직무와 관련된 태도의 하나로 조직구성원이 본인의 직무나

직무경험에 대한 평가에 따라 가지게 되는 긍정적이며 유쾌한 감정 상태

로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사람의 경우 조직 내·외적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직무성과 및 생산성의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조동규·양재

생·이만규, 2004). 또한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처리할 능력과 충분한 기술

을 가지고 있더라도 직무수행에 대한 의지와 의욕이 없다면 성과를 기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무만족은 업무성과 창출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

고 할 수 있다(이영면, 2004).

직무만족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는데, 우선

Happock(1935)는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한다고 느끼는 심리

적, 물리적, 환경적인 상황의 모든 결합이라고 하였다. Alderfer(1972)는

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느끼는 태도로서 직무 그 자체 또는 직무수행의

결과로 충족되는 긍정적이고 유쾌한 감정 상태라고 하였고, Porter &

Steers(1974)는 개인이 직무와 직무경험으로 인하여 느끼는 즐거운 정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Schneider(1997)는 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느끼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으로 과업과 직무수행 조건에 대해 가지는

감정적인 반응이나 태도라고 하였고, 최인섭·초의수(2002)는 직무만족을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감정 지향의 정도

라고 하였다. 즉,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직무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것과 실제 얻는 것과의 차이 비교에 의한 주관점 개념이

라는 것이다.

이처럼 오랜 기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직무만족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이는 직무만족을 하나의 개념으로 완벽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또한 다양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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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연구자별 직무만족의 개념 정의(김지훈, 2017, 일부 재인용)

2.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직몰입이란 조직구성원들의 가치에 대한 것으로 조직과 개인의 동일

시(identification) 또는 조직문제와 관련한 개인의 관여(involvement)의

정도에 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Cherrington, 1994). 조직몰입은 직

무만족과 함께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가지는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

으로 중시되고 있는데, 직무만족의 개념이 직무 또는 직무의 어떤 측면

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반응만을 의미하는 반면, 조직몰입은 개인이 조

직 전반에 대해 가지는 반응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직무만족 보다 포괄적

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직무만족은 직무환경 등이 변함에 따라

쉽게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조직몰입은 직무만족에 비해 상대

적으로 오래 지속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조직몰입의 개념 역시 직무만족과 마찬가지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구 분 내 용

Happock

(1935)

-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한다고 느끼는 심리적,

물리적, 환경적인 상황의 모든 결합

Alderfer

(1972)

- 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느끼는 태도로서 직무 그 자체 또는

직무수행의 결과로 충족디는 긍정적이고 유쾌한 감정 상태

Porter & Steers

(1975)
- 개인이 직무와 직무경험으로 인하여 느끼는 즐거운 정서 상태

Schneider

(1997)

- 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느끼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

으로과업과직무수행조건에 대해가지는 감정적인 반응이나태도

최인섭·초의수

(2002)

-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감정 지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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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되고 있다. Becker(1960)는 개인이 조직에 있는 동안의 투자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구속되는 상태라고 하였고, Kanter(1968)

는 조직을 위해 노력하는 의지 또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애착이라고

하였다. Sheldon(1971)은 개인이 조직과의 일체감에 대해 애착을 가지거

나 개인을 조직에 연결시키려는 조직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였고, Ferris

& Aranya(1983)는 개인이 조직을 동일시하고 조직에 남아 기꺼이 노력

하려는 상대적인 강도라고 하였다.

[표 2-2] 연구자별 조직몰입의 개념 정의(윤성현, 2015, 일부 재인용)

구 분 내 용

Becker

(1960)

- 개인이 조직에 있는 동안의 투자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구속되는 상태

Kanter

(1968)

- 조직을 위해 노력하는 의지 또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애착

Sheldon

(1971)

- 개인이 조직과의 일체감에 대해 애착을 가지거나 개인을

조직에 연결시키려는 조직에 대한 태도

Ferris & Aranya

(1983)

- 개인이 조직을 동일시하고 조직에 남아 기꺼이 노력

하려는 상대적인 강도

Allen & Meyer(1990)는 이러한 조직몰입의 개념을 정서적 몰입, 지속

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분류하여 조직몰입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확

대시켰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조직몰입의 개념은 조직몰입을 구성하

는 하위요인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조직몰

입의 분류체계로 이 삼원분류체계를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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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조직몰입의 분류(Allen & Meyer, 1990)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보직이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보직이동 경로나 적

정 보직기간 등 보직이동 제도 설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임도빈(2000)은 P도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청 내 보직이동이 그동

안 한국의 행정조직에서 관행처럼 존재한다고 여겨져 왔던 Z형 보직이

동을 보이는 동시에 많은 예외가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각 행정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직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종수(2002)

구 분 내 용

정서적 몰입

(Affective Commitment)

- 조직구성원이 가지는 조직에 대한 일체감 또는

관여, 조직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으로 정의

- 정서적 몰입이 강한 조직구성원은 조직에 대한

감정적 유대와 조직목표와의 일체감을 통해

조직에 계속적으로 남아 있으려는 경향을 보임

지속적 몰입

(Continuance Commitment)

- 조직구성원이 조직을 떠나면 그동안 투자해

왔던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대안의 이용 가능성이 이미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필요성

- 보상이 많이 축적된 조직구성원일수록 조직몰입

수준이 높게 나타나게 됨

규범적 몰입

(Normative Commitment)

-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목표, 가치 등의 내면화를

통하여 조직에 대해 가지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애착의 정도

- 조직의 목적과 이득을 위하여 행동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내재적인 규범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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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정의 안정성, 연속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력개발을 위하여

최소임기제 도입을 주장하였는데, 구체적으로 7～5급 공무원은 3년, 4～2

급 공무원은 2년의 최소임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황성원· 김형성

(2010)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전환배치 운용 연구에서 일본

전환배치 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전환배치 관련 법·제도의 확립, 전환

배치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직구성원들의 참여 제도, 전환배치

범위 확대를 통한 타 조직관리지침과의 시너지 효과 등이 필요하다고 제

시하였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보직이동을 제도화한 형태인 순환보직(Job

Rotation)에 대한 연구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순환보직이 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개인의 역량 및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 김종현·김영희·이태구(2008)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민원처리 건수 분석을 통하여 장기근속에

따른 매너리즘이 발생함에 따라 실적도 저하됨을 발견하였으며 적정한

직무순환이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김경호

(2012)는 전국의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

로 진행한 직무순환제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직

무순환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사회

복지사들이 직무순환을 경험함으로써 자신들의 경력개발의 경로가 적절

하게 고려되어지고 있다고 느낄수록 직무만족이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김진희(2009)는 보직이동 의사의 자발성과 배치부서에 따른 조직몰입도

및 조직충성도에 관한 분석에서 개인의 보직이동을 희망했고 핵심부서로

배치된 경우가 개인이 보직이동을 원하지 않았으나 핵심부서로 배치된

경우보다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이 높게 나타남을 보였다. 김광호

(2008)는 공무원 순환보직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과도한 순환보직에 따

른 전문성 저해 등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였다. 우리나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 남짓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론적인 3

개의 모형을 통하여 입사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여 적성에 맞는 적합한

업무를 발견한 후에는 그 직무에 장기적으로 근무하여 전문성을 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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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직이나 개인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최근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보직이동 등으로 인한 근무지의 변경이 조직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류현숙·홍승희(2013)는 1단계 세종

시 이전 6개 부처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반적 만족

도는 ‘이주 및 통근’, ‘근무환경’, ‘업무효율성’, ‘생활환경’ 등의 4개 영역

모두에 영향을 받고 특히 생활환경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윤성현(2014)은 대구광역시로 이전한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전과 후의 심리상태 변화가 조

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 직원들의

기대심리가 클수록 정서적 몰입도와 규범적 몰입도가 높게 나타나며, 불

안심리가 클수록 정서적 몰입도가 낮아지고 지속적 몰입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태수(2015)는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조직 내 개인의

지역전환배치와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은 조직전체 이동에 따른

개인의 지역전환배치를 구분하여 그에 따른 스트레스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미혼인 경우 지역전환배치 이후 사회기능장애와 감정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므로 이직관리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

요하다고 하였으며 지역환경 수준의 변화는 보직이동에 따라 새로운 지

역에 거주해야 하는 직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기

관 지방이전의 경우 지역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그리고 지역전환배치 이후 직원이 겪는 사회기능장애는 조직몰입

을 저하시키고 이직의도를 높이게 되므로 고충상담 및 카운슬링 등이 지

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원국(2017)은 공직자의 근무지 변경

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직무순환 또는 자의에 의

한 근무지 변경이 기관 이전이나 타의에 의한 근무지 변경보다 생활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근무지 변경이

가정 및 직장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보직이동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 그리고 성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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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직이동이 과도한 순환보직으로 이어질 경우 전문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해 적정한 보

직이동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

한 생활환경 변화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이에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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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와 근무지 변경여부가 직무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 가지 변수의 조합에 따른 유형별 보직이

동 형태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독립변수

는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와 근무지 변경여부, 그리고 보직이동 유형으

로 설정하고 보직이동 유형은 아래와 같이 2×2 매트릭스로 구성하였다.

[표 3-1] 의사결정 주체 및 근무지 변경여부에 따른 보직이동 유형

구분
근무지 변경여부

불변 변경

의사결정

주체

자의(自意) ① ②

타의(他意) ③ ④

① 본인이 보직이동을 희망하였으며 근무지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이 보직이동을 희망하였으며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③ 본인이 보직이동을 희망하지 않았고 근무지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④ 본인이 보직이동을 희망하지 않았고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종속변수로는 직무태도를 설정하였는데, 직무태도는 구체적으

로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로 분류하였고 조직몰입도는 정서적몰입도,

지속적몰입도, 규범적몰입도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통제변수

로는 성별, 근속연수, 직군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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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모형

독립변수

⇨

종속변수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

직무태도

직무만족도보직이동 근무지 변경여부

보직

이동

유형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 및 근무지

변경여부 조합

∙ 자의 – 불변

∙ 자의 – 변경

∙ 타의 – 불변

∙ 타의 – 변경

조직몰입도

- 정서적몰입도

- 지속적몰입도

- 규범적몰입도

통제변수

성별, 근속연수, 직군

2. 가설의 설정

우선 보직이동에서 개인의 의사 반영과 관련하여 강준원(1994)은 경력

개발제도로서의 보직이동 운용사례를 살펴보고 종업원들의 태도를 조사

함으로써 그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보직이동에 있어 자신

의 희망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개인보다 조직의 결정에 따

라 일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렇듯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직이 변경되면 동기부여나 능력발전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사기

저하 및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유민봉·임도

빈 2007). 김성태(2015)는 원자력 발전소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조직의 인적자원관리 활동 중 보직이동에 대한 본인의 선택 가능성

등을 포함한 공정성 인식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류호훈(2017)도 보직이동에 있어서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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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반영여부, 이의제기 가능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절차에 대

한 인식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보직이동의 자발성 여부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의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보직이동에 따른 근무지 변경과 직무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

면, 공기업 직원은 누구나 근무 기관의 이전, 보직이동, 개인적 요인 등

에 의해 자의든 타의든 지속적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근무를 하게 되고

이렇게 근무지가 변경되면 주거지 이동, 낮선 생활및 근무환경, 원거리

통근 문제 등 일상생활의 불편한 변화가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 근

무지 변경으로 인한 통근 스트레스가 근무자의 신체적 건강, 심리적 조

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교통 체증으로 인한 통근 스트

레스가 개인의 건강, 업무능력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Novaco & Gonzalez, 2009). 허준영·이건(2015)은 세종시 이전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이전 부처 공무원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잔류 부처와는 달리 이전 부처 공무원들은 일-생활 균형(WLB)이 저하

되어 이것이 직무에 대한 불만족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Huang(1999)은 조직구성원이 근무지 변경을 통해 새로운 곳에서 직무를

하게 되면 직무동기가 부여되고 소속감이 고취되며 권태감을 줄임으로써

책임감과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근무지가

변경되어 그 지역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근무 및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

가 직무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보직이동 의사결정에 개인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와 보직이동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되는 것은 직무태도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두 가지 보직이동 형태가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따라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

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려는 가설은 아래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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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 보직이동의 의사결정이 자의인 경우가 타의인 경우에 비해 직

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 보직이동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3 : 보직이동의 의사결정 주체는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 보직이동의 의사결정이 자의인 경우가 타의인 경우에 비해

정서적몰입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2 : 보직이동의 의사결정이 자의인 경우가 타의인 경우에 비해

지속적몰입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3 : 보직이동의 의사결정이 자의인 경우가 타의인 경우에 비해

규범적몰입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4 : 보직이동의 근무지 변경여부는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 보직이동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서적몰입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4-2 : 보직이동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속적몰입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4-3 : 보직이동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규범적몰입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5 : 보직이동의 유형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보직이동의 유형은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1 : 보직이동의 유형은 정서적 몰입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2 : 보직이동의 유형은 지속적 몰입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3 : 보직이동의 유형은 규범적 몰입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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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독립변수

우선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는 자의(自意)와 타의(他意)로 구분하는

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본인이 보직이동을 희망하였고 자기신고 시

1～3순위로 희망한 보직으로 이동된 경우에만 자의에 의한 보직이동으로

판단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타의에 의한 보직이동으로 보았다.

그리고 보직이동 근무지 변경여부의 판단은 보직이동으로 인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과 함께 거주지역의 이전까지 이루어진 경우만을 근무지 변

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직이동의 유형은 보직이동 의사결정의 주체 및 근무지

변경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즉, ① 본인이 보

직이동을 희망하였으며 근무지가 변경되지 않은 집단, ② 본인이 보직이

동을 희망하였으며 근무지가 변경된 집단, ③ 본인이 보직이동을 희망하

지 않았고 근무지가 변경되지 않은 집단, ④ 본인이 보직이동을 희망하

지 않았고 근무지가 변경된 집단으로 보직이동 유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독립변수의 측정을 위하여 보직이동의 의사결정

주체와 근무지 변경여부를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2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는 직무태도를 설정하고 그 하위 변인으로 직무

만족도와 조직몰입도를 선정하였다.

직무만족도의 측정은 Brayfield & Rothe(1951)가 개발한 척도를 토대

로 김태성·허찬영(2013), 전혜원(2015), 백민경(2018)이 적용한 측정 문항

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무 그 자체에 대해 가지는 전반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내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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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즐겁게 수행하고 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수

행하고 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4가지 설문

문항에 대하여 개개인의 만족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직몰입도의 측정은 Allen & Meyer(1990)의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

입, 규범적 몰입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항목 중 박소정(2007), 전

창근(2012)이 정리한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몰입은 조직구성

원 스스로가 가지는 조직에 대한 애착의 정도에 대하여, 지속적 몰입은

경제적 관점에서 조직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규범적 몰입은 조직에

남겠다는 의무감의 정도에 대하여 각각 4개의 문항, 총 12개의 설문 문

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성별, 근속연수, 직군 등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항목을 설정하였다.

제 3 절 자료의 수집

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할 설문은 기존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구성하였으

며,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포함하여 총 22개의 문항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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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설문지의 구성

설문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출처 척도

독립

변수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 Ⅰ.1 1

연구자 작성

보직이동 근무지 변경여부 Ⅰ.2 1

종속

변수

직무만족도 Ⅱ.1～4 4
Brayfield & Rothe

(1951)

Likert

5점

척도
조직

몰입도

정서적몰입도 Ⅲ.1～4 4

Allen & Meyer

(1990)
지속적몰입도 Ⅲ.5～8 4

규범적몰입도 Ⅲ.9～12 4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항

연령, 성별,

근속연수, 직군
Ⅳ.1～4 4 연구자 작성

2.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수원에서 시행된 보직이동을 대상으로 연구모형에 맞

게 유형별로 구분하여 직무태도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실

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보직이동에 따른 직무 그 자체의 변경이 직무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와 보직이동에 따른

근무지 변경여부 및 그에 따른 유형별 보직이동 형태가 직무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 표본으로 2018년 7월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한수원 3직급(차장) 493명을 선정하였다. 표본을 대상으



- 24 -

로 2019년 2월 9일 ～ 2019년 2월 18일까지 총 10일간 e-mail을 통한 온

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본의 28.8%인 142명이 응답하였으며 응

답이 불성실한 10명의 설문을 제외한 총 132명의 응답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STAT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

저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

고,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평가를위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분산분석(ANOVA)과 다중회

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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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은 30대 미만

이 1명(0.8%), 30대가 36명(27.3%), 40대가 67명(50.8%), 50대 이상이 28

명(21.2%)으로 4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형성하였고 30대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성별은 남성이 119명으로 90.2%이고, 여성은 13명으로 9.9%

로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근속연수는 6년 이상 10년 이하가 36명

(27.3%), 11년 이상 15년 이하가 33명(25.0%), 16년 이상 20년 이하가 15

명(11.4%), 21년 이상이 48명(36.4%)으로 21년 이상인 직원이 가장 많았

다. 직군은 사무 분야가 47명(35.6%), 원자력 분야가 62명(47.0%), 발전

분야가 11명(8.3%), 토건 분야가 9명(6.8%), 통신 분야가 2명(1.5%), 기

타 분야가 1명(0.8%)으로 원자력 분야가 가장 많았다.

[표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1)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30대 미만 1 0.8

30대(30세～39세) 36 27.3

40대(40세～49세) 67 50.8

50대 이상 28 21.2

성별
남 성 119 90.2

여 성 1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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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2)

구분 빈도(명) 비율(%)

근속연수

5년 미만 0 0.0

6년～10년 36 27.3

11년～15년 33 25.0

16년～20년 15 11.4

21년 이상 48 36.4

직군

사 무 47 35.6

원자력 62 47.0

발 전 11 8.3

토 건 9 6.8

통 신 2 1.5

기 타 1 0.8

전체 응답자 132명 중 자의에 의한 보직이동자는 98명(74.2%), 타의에

의한 보직이동자는 34명(25.8%)이고, 보직이동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는 81명(61.4%), 근무지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51명(38.6%)이었다.

그리고 보직이동 유형의 4가지 조합 분포는 ① 자의-불변이 38명(28.8%),

② 자의-변경이 60명(45.5%), ③ 타의-불변이 13명(9.8%), ④ 타의-변경이

21명(15.9%)이었다.

[표 4-2] 독립변수의 빈도

구분
근무지 변경여부

합계
불변 변경

의사결정

주체

자의(自意) 38 60 98

타의(他意) 13 21 34

합계 51 8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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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는 사용되는 변수들을 측정하는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타당성이란 측정도구가 측정하

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는지를 의미하고, 신뢰성이란 여러 번 측

정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의미한다.

1. 타당성 분석

타당성은 측정도구가 측정하려는 개념이나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

영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타당성은 내용타

당성(content validity), 기준타당성(criterion-related validity), 구성개념타

당성(construct validity)으로 구분된다(남궁근, 2017).

본 연구에서는 직무태도를 구성하는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의 평가기

준 내지 요인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

석이란 다수의 변수들 사이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변수들의 토대를 이루

는 공통차원을 활용한 변수 설명 통계기법으로서, 다수의 변수들에 대한

정보의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하는 것을 말하며, 모

든 변수들 사이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변수들의 바탕을 만드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채서일, 2010).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주

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요인적재치의 단

순화를 위해 요인들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직교회전방식(varimax)

을 선택하였다. 요인적재치는 각 변수와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므로, 각 변수들은 요인적재치가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 일반적

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이 1.0 이상,

요인적재치 0.40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며 요인적재치가 0.50을

넘으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고

유값 1.0 이상, 요인적재치 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종속변수인 직무태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조직몰입도 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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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몰입도 설문 Ⅲ-5 문항과 규범적몰입도 설문 Ⅲ-11 문항의 요인적

재치가 0.40 이하로 적재되어 해당 측정변수를 제거하였다. 먼저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들에 의하여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KMO(Kaiser-Meyer-Olkin) 측도와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지를 보여주

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아래 표와 같다. KMO는 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는데, 본 연구의 KMO값은

0.846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적합성은

유의확률로 판단되는데, 본 연구의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은

0.05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므로 요인분석 사용이 적합하

며 공통요인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표 4-3] KMO와 Bartlett 검정 결과

Kaiser-Meyer-Olkin 표본적합도 .846

Bartlett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031.833

자유도 91

유의확률 .000

요인분석 결과는 [표 4-4]와 같이 나타났는데, 고유값이 1.0 이상인 4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들의 총 분산 중 설명되는 부분은

73.653%이었고, 요인적재치는 0.586에서 0.866까지 나타나 설문문항의 구

성 타당성은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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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회전된 요인행렬

설문문항
구성요소

1 2 3 4

직무

만족도

Ⅱ-3 .866 .235 .140 .130

Ⅱ-2 .858 .271 .120 -.031

Ⅱ-1 .844 .294 .017 .126

Ⅱ-4 .835 .198 .175 .161

조직

몰입도

정서적몰입도

Ⅲ-2 .208 .866 .133 .096

Ⅲ-1 .304 .855 .150 .110

Ⅲ-3 .288 .690 -.055 .349

Ⅲ-4 .302 .640 .237 .118

규범적몰입도

Ⅲ-10 .153 .079 .857 .116

Ⅲ-9 .104 .008 .856 .114

Ⅲ-12 .067 .257 .772 .014

지속적몰입도

Ⅲ-8 .015 -.034 .063 .853

Ⅲ-7 .059 .256 .159 .775

Ⅲ-6 .239 .270 .042 .586

고유값 3.307 2.832 2.258 1.914

분산설명비율(%) 23.621 20.228 16.131 13.673

누적분산설명비율(%) 23.621 43.849 59.980 7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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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성 분석

신뢰성 분석이란 측정도구가 일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

로, 그 일관성은 어느 특정한 측정도구로 여러 번 반복 측정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야 함을 의미한다. 신뢰성의 측정방법에는 재검

사법(test-retest method), 복수양식법(multiple forms techniques), 반분

법(split-half method), 내적일관성 분석법(internal consistency analysis)

등이 있다(남궁근, 2017). 내적일관성 분석법은 동일한 개념의 측정을 위

하여 여러 항목을 사용하는 경우,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배제시킨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하 알파값(Cronbach’s alpha)

을 이용한다. 크론바하 알파값이 어느 정도 되어야 만족할 만한 것인지

는 조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측정값을 토대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0.9 정도를 확보해야 하지만 기초연구에서는

0.6 이상이면 충분한 것으로 본다(남궁근, 2017).

본 연구에서도 측정도구가 얼마나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확인을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값을 사용하여 각 변수별 내적 일관성을 살펴보았

다. 분석결과는 [표 4-5]와 같은데, 각각의 크론바하 알파값이 0.674에서

0.922까지 나타났고 모두 0.6 이상이므로 측정도구의 신뢰성 문제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5]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

척도 문항수 Cronbach’s alpha 문항번호

직무만족도 4 0.922 Ⅱ-1,2,3,4

조직몰입도

정서적몰입도 4 0.865 Ⅲ-1,2,3,4

지속적몰입도 3 0.674 Ⅲ-6,7,8

규범적몰입도 3 0.809 Ⅲ-9,10,12



- 31 -

제 3 절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4-6]과 같다. 직무

만족도의 평균은 3.92로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7773의 수치를

보였다. 조직몰입도 중 정서적몰입도는 평균 4.09, 표준편차 0.6595를 나

타냈고, 지속적몰입도는 평균 4.01, 표준편차 0.6029를 나타내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으나, 규범적몰입도는 평균 3.36, 표준편차 0.8399로 앞의 두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4-6]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제 4 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분석

1. 연령에 따른 변수차이 검증

표본집단의 연령에 따라 변수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7]과 같다. 우선 직무만족도에서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30대와 50대 이상의 직무

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조직몰입도 중에서는 지속적몰입도와 규

범적몰입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서적몰

입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역시 30대와 50대 이상의 정서적몰

입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구분 표본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직무만족도 132 3.92 1.5 5.0 .7773

조직

몰입도

정서적몰입도 132 4.09 2.0 5.0 .6595

지속적몰입도 132 4.02 2.0 5.0 .6919

규범적몰입도 132 3.21 1.0 5.0 .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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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연령에 따른 직무태도의 차이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직무만족도

30대 미만 1 3.75 .

5.01 .0026**
30대 36 3.57 .7964

40대 67 3.96 .7101

50대 이상 28 4.29 .7537

조직

몰입도

정서적

30대 미만 1 4.00 .

4.50 .0049**
30대 36 3.87 .6450

40대 67 4.05 .6433

50대 이상 28 4.45 .5984

지속적

30대 미만 1 3.33 .

.97 .4102

30대 36 3.91 .7065

40대 67 4.04 .7104

50대 이상 28 4.14 .6248

규범적

30대 미만 1 2.67 .

.71 .5487

30대 36 3.09 1.0316

40대 67 3.20 .8408

50대 이상 28 3.40 1.0157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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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따른 변수차이 검증

표본집단의 성별에 따라 변수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8]과 같다. 성별에 따른 직무태도의 차이

는 직무만족도와 세 가지로 구분된 조직몰입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값으로 비교하는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직무만족도와 세 가지 조직몰입도 변수 모두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4-8] 성별에 따른 직무태도의 차이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직무만족도
남성 119 3.95 .7927

1.06 .3048
여성 13 3.71 .6025

조직

몰입도

정서적
남성 119 4.10 .6663

0.36 .5496
여성 13 3.98 .6078

지속적
남성 119 4.06 .6671

2.84 .0945
여성 13 3.72 .8590

규범적
남성 119 3.25 .9443

1.65 .2006
여성 13 2.90 .7624

3. 근속연수에 따른 변수차이 검증

표본집단의 근속연수에 따라 변수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9]와 같다. 우선 직무만족도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조직몰입도 중에서는 지속적몰

입도와 규범적몰입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서적몰입도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근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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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6년～10년인 집단과 21년 이상인 집단 간의 정서적몰입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4-9] 근속연수에 따른 직무태도의 차이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직무만족도

6년～10년 36 3.61 .8005

6.49 .0004**
11년～15년 33 3.78 .6578

16년～20년 15 3.83 .5951

21년 이상 48 4.28 .7643

조직

몰입도

정서적

6년～10년 36 3.87 .6853

4.50 .0189*.
11년～15년 33 4.04 .4846

16년～20년 15 4.00 .6409

21년 이상 48 4.31 .7000

지속적

6년～10년 36 3.82 .7059

1.88 .1370
11년～15년 33 4.00 .6821

16년～20년 15 4.04 .7332

21년 이상 48 4.18 .6558

규범적

6년～10년 36 3.31 1.0028

2.11 .1021
11년～15년 33 2.89 .8065

16년～20년 15 3.13 .9241

21년 이상 48 3.39 .9259

*p<0.05, **p<0.01

4. 직군에 따른 변수차이 검증

표본집단의 직군에 따라 변수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10]과 같다. 우선 직무만족도에서는 직군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발전과 토건 직군이

높은 수준의 직무만족도를 나타냈다. 조직몰입도의 경우 세 가지 몰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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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0] 직군에 따른 직무태도의 차이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직무만족도

사 무 47 3.89 .6951

2.38 .042*

원자력 62 3.78 .8402

발 전 11 4.39 .6161

토 건 9 4.44 .5833

통 신 2 3.75 .7071

기 타 1 4.75 .

조직

몰입도

정서적

사 무 47 4.09 .5744

1.70 .139

원자력 62 3.96 .7127

발 전 11 4.36 .6834

토 건 9 4.39 .5320

통 신 2 4.38 .5303

기 타 1 5.00 .

지속적

사 무 47 3.94 .6962

0.52 .7610

원자력 62 4.02 .6957

발 전 11 4.21 .6876

토 건 9 4.26 .7412

통 신 2 3.83 .7071

기 타 1 4.00 .

조직

몰입도
규범적

사 무 47 3.16 .8480

0.33 .8971

원자력 62 3.22 .9750

발 전 11 3.12 1.2760

토 건 9 3.37 .7718

통 신 2 3.83 .2357

기 타 1 3.67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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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을 실시하기 전,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란 두 개 이상의 변수가 있을

때 하나의 변수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 다른 변수가 변화하는 정도와 방

향을 말한다. 상관관계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는데, ±1에 가

까우면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낮은 것이

다. 변화의 방향은 +는 정의 방향, -는 음의 방향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보직이동의 의사결정 주체는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중 정

서적몰입도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보직

이동의 의사결정 주체는 정(+)의 방향이 자의에서 타의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직이동에 따른 근무지 변경여부는 조직몰입도 중 정서

적몰입도와 음(-)을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여기에서 근무지 변경여부는

정(+)의 방향이 불변에서 변경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만족도는

정서적몰입도, 지속적몰입도, 규범적몰입도 등 조직몰입도의 세가지 유형

모두와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정서적몰입도

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적몰입도는 지속적몰입도, 규

범적몰입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속적몰입도와 규범적몰입

도 간에도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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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상관관계 분석

구분
의사결정

주체

근무지

변경여부

직무

만족도

정서적

몰입도

지속적

몰입도

규범적

몰입도

의사결정

주체

상관계수 1

유의확률

근무지

변경여부

상관계수 .005 1

유의확률 .956

직무

만족도

상관계수 -.433** -.085 1

유의확률 .000 .335

정서적

몰입도

상관계수 -.274** -.211* .596** 1

유의확률 .002 .015 .000

지속적

몰입도

상관계수 -.137 -.049 .291** .414** 1

유의확률 .118 .576 .001 .000

규범적

몰입도

상관계수 -.116 -.009 .290** .313** .241* 1

유의확률 .185 .922 .001 .000 .005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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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가설의 검증

1.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 근무지 변경여부와 직무만족도의 관계

보직이동의 의사결정이 자의인지 타의인지와 보직이동에 따른 근무지

변경여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와 근무지 변경여부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아래 [표 4-12]와 같다.

[표 4-12] 의사결정 주체와 근무지 변경여부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

구분 독립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직무

만족도

의사결정

주체

자의 98 4.12 .6785
30.02 .000**

타의 34 3.35 .7715

근무지

변경여부

불변 51 4.00 .7323
.94 .335

변경 81 3.87 .8044

*p<0.05, **p<0.01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경우 F 통계값이 30.02,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의에 의한 보직이동의

경우 직무만족도의 평균은 4.12, 타의에 의한 보직이동의 경우 직무만족

도의 평균은 3.35로 나타나 자의에 의한 보직이동의 경우가 0.77만큼 직

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보직이동에 따른 근무지 변경여부와 직무만족도의 경우 근무지가 변경

되지 않은 경우의 직무만족도 평균값은 4.00,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의 직

무만족도 평균값은 3.87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가 0.14만큼 높았으나, F

통계값이 0.94, 유의확률이 0.33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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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와 근무지 변경여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4-13]과 같다.

[표 4-13] 의사결정 주체와 근무지 변경여부에 따른 직무만족도 회귀분석

종속변수 직무만족도

구분
회귀

계수

표준

오차
t

유의

확률
VIF

독립

변수

의사결정 주체 (더미) -.659 .145 -4.54 .000** 1.23

근무지 변경여부 (더미) -.122 .124 -.98 .327 1.11

통제

변수

성별 (더미) -.077 .213 -.36 .718 1.22

근속연수 (더미)

(기준:6년～10년) 11년～15년 .061 .171 .36 .721 1.67

16년～20년 .083 .214 .39 .699 1.41

21년 이상 .557 .156 3.57 .001** 1.71

직군 (더미)

(기준 : 사무) 원자력 -.268 .141 -1.90 .060 1.51

발전 .062 .240 .26 .797 1.34

토건 .210 .255 .82 .411 1.25

통신 -.616 .487 -1.26 .209 1.08

기타 .815 .678 1.20 .232 1.05

상수항 3.935 .164 24.00 .000

R2=.344, 조정된 R2=.283, F=5.71, P=.00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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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서 모형의 F 통계값은 5.71, 유의확

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R2=0.344로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 총 변동의 34.4%가 독립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IF)가 10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와 유의확률을 살펴보면,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가 자의에서

타의로 변경될 때 회귀계수는 –0.659로 음의 값을 가지며, t값은 –4.54

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지 변

경여부는 직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직이동의 의사결정이 자의인 경우가 타의인 경우에 비해 직

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으며, “보직이동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낮을 것

이다”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가설 1의 채택은 보직이동에 있어서 본

인의사가 반영된다는 인식이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설 2의 기각 역시 근무지

변경은 직무만족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모두 가능하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수원의

경우 선호 근무지와 비선호 근무지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도 직무만

족도가 어느 한 방향으로 명확하게 변화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

각된다.

2.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 근무지 변경여부와 조직몰입도의 관계

보직이동의 의사결정이 자의인지 타의인지와 보직이동에 따른 근무지

변경여부가 3가지 유형의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

원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와 근무지 변경여부에 따른 3가지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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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도 차이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아래 [표 4-14]와 같다.

[표 4-14] 의사결정 주체와 근무지 변경여부에 따른 조직몰입도 차이

구분 독립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정서적

몰입도

의사결정

주체

자의 98 4.19 .6026

10.57 .002**

타의 34 3.78 .7276

근무지

변경여부

불변 51 4.26 .5544

6.05 .015*

변경 81 3.98 .6989

지속적

몰입도

의사결정

주체

자의 98 4.08 .6524

2.48 .118

타의 34 3.86 .7833

근무지

변경여부

불변 51 4.07 .7273

.31 .576

변경 81 4.00 .6718

규범적

몰입도

의사결정

주체

자의 98 3.28 .9416

1.77 .185

타의 34 3.03 .8890

근무지

변경여부

불변 51 3.22 .9722

.01 .922

변경 81 3.21 .9107

*p<0.05, **p<0.01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에 따른 정서적몰입도의 경우 F 통계값이

10.57, 유의확률은 0.002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의에 의한 보

직이동의 경우 정서적몰입도의 평균값은 4.19, 타의에 의한 보직이동의

경우 정서적몰입도의 평균값은 3.78로 나타나 자의에 의한 보직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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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0.41만큼 정서적몰입도가 높게 나타났다.

보직이동에 따른 근무지 변경여부와 정서적몰입도의 경우 F 통계값이

6.05, 유의확률은 0.015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보면 근무지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의 정서적몰입도의 평균값은 4.26, 근지가 변경된 경우 정서적

몰입도의 평균은 3.98로 나타나 근무지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가 0.28만큼

정서적몰입도가 높게 나타났다.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와 지속적몰입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의에

의한 보직이동일 때 평균값은 4.08, 타의에 의한 보직이동일 때 평균값은

3.86으로 자의에 의한 경우가 0.22만큼 높았으나, F 통계값이 2.48, 유의

확률이 0.11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한 근

무지 변경여부의 경우에도 근무지가 변경되지 않았을 때 평균값은 4.07,

근무지가 변경되었을 때 평균값은 4.00으로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가 0.07

만큼 높았으나, F 통계값이 0.31, 유의확률이 0.57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와 규범적몰입도의 경우를 살펴보

면, 자의에 의한 보직이동일 때 평균값은 3.28, 타의에 의한 보직이동일

때 평균값은 3.03으로 자의에 의한 경우가 0.25만큼 높았으나, F 통계값

이 1.77, 유의확률이 0.18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

았다. 또한 근무지 변경여부의 경우에도 근무지가 변경되지 않았을 때

평균값은 3.22, 근무지가 변경되었을 때 평균값은 3.21로 변경되지 않았

을 경우가 0.10만큼 높았으나, F 통계값이 0.01, 유의확률이 0.922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와 근무지 변경여부가 조직몰입도 중

정서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4-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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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의사결정 주체와 근무지 변경여부에 따른 정서적몰입도 회귀분석

종속변수 정서적몰입도

구분
회귀

계수

표준

오차
t

유의

확률
VIF

독립

변수

의사결정 주체 (더미) -286 .134 -2.14 .035* 1.23

근무지 변경여부 (더미) -.286 .114 -2.50 .014* 1.11

통제

변수

성별 (더미) -.079 .196 -.40 .687 1.22

근속연수 (더미)

(기준:6년～10년) 11년～15년 .168 .158 1.07 .288 1.67

16년～20년 .149 .197 .76 .450 1.41

21년 이상 .397 .144 2.76 .007** 1.71

직군 (더미)

(기준 : 사무) 원자력 -.216 .130 -1.66 .100 1.51

발전 .102 .221 .46 .647 1.34

토건 .169 .235 .72 .474 1.25

통신 -.122 .449 -.27 .787 1.08

기타 1.07 .626 1.71 .089 1.05

상수항 3.928 .151 25.96 .000

R2=.223, 조정된 R2=.152, F=3.14, P=.001

*p<0.05, **p<0.01

우선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서 모형의 F 통계값은 3.14, 유의확

률은 0.001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2=0.152로 종속변수인 정서적몰입도 총 변동의 15.2%가 독립변

수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IF)가 1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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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와 유의확률을 살펴보면,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가 자의에서

타의로 변경될 때 회귀계수는 –0.286으로 음의 값을 가지며, t값은 –

2.14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지

가 불변에서 변경되었을 때 회귀계수는 -0.286으로 음의 값을 가지며, t

값은 -2.5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보직이동의 의사결정이 자의인 경우가 타의인 경우에 비해 정

서적몰입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3-1과 “보직이동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서적몰입도가 낮을 것이다”라

는 가설 4-1은 채택되었다. 즉, 보직이동 의사결정의 주체에 따른 영향

은 직무만족도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서적몰입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도 중 정서적몰입도는 조직구성원이 가지는 조직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근무지 변경에 따른

영향이 직무만족도 보다 애사심 같은 감정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작용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와 근무지 변경여부가 조직몰입도 중

지속적몰입도와 규범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는 각각 아래 [표 4-16], [표 4-17]과 같다.

지속적몰입도 분석의 F 통계값은 0.92이며 유의확률은 0.522로 나타나

유의한 모형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직이동의 의사결정이 자의인

경우가 타의인 경우에 비해 지속적몰입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3-2

와 “보직이동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속적몰입도가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 4-2는 기각되었다.

규범적몰입도 분석의 경우에도 F 통계값은 1.08, 유의확률은 0.382로

나타나 유의한 모형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직이동의 의사결정이

자의인 경우가 타의인 경우에 비해 규범적몰입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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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3-3과 “보직이동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규범적몰입도가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 4-3은 기각되었다. 이것은

급여나 성과급 같은 금전적 보상이 주요 변화요인이 되는 지속적몰입도

와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심리적 동질감 측면에서의 규범적몰입도

의 경우 위와 같은 변화요인을 수반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보직

이동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표 4-16] 의사결정 주체와 근무지 변경여부에 따른 지속적몰입도 회귀분석

종속변수 지속적몰입도

구분
회귀

계수

표준

오차
t

유의

확률
VIF

독립

변수

의사결정 주체 (더미) -.089 .153 -.58 .561 1.23

근무지 변경여부 (더미) -.097 .131 -.75 .457 1.11

통제

변수

성별 (더미) -.298 .224 -1.33 .186 1.22

근속연수 (더미)

(기준:6년～10년) 11년～15년 .194 .180 1.07 .285 1.67

16년～20년 .216 .226 .96 .341 1.41

21년 이상 .314 .164 1.91 .059 1.71

직군 (더미)

(기준 : 사무) 원자력 -.054 .149 -.36 .720 1.51

발전 .097 .253 .38 .703 1.34

토건 .168 .269 .63 .533 1.25

통신 -.379 .514 -.74 .463 1.08

기타 .139 .715 .19 .846 1.05

상수항 3.861 .173 22.32 .000

R2=.078, 조정된 R2=-.007, F=0.92, 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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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의사결정 주체와 근무지 변경여부에 따른 규범적몰입도 회귀분석

종속변수 규범적몰입도

구분
회귀

계수

표준

오차
t

유의

확률
VIF

독립

변수

의사결정 주체 (더미) -.348 .205 -1.70 .092 1.23

근무지 변경여부 (더미) .067 .175 .38 .702 1.11

통제

변수

성별 (더미) -.194 .300 -.65 .519 1.22

근속연수 (더미)

(기준:6년～10년) 11년～15년 -.545 .241 -2.26 .025* 1.67

16년～20년 -.287 .302 -.95 .343 1.41

21년 이상 .006 .220 .03 .980 1.71

직군 (더미)

(기준 : 사무) 원자력 -.009 .199 -.04 .966 1.51

발전 -.331 .338 -.98 .330 1.34

토건 -.029 .359 -.08 .935 1.25

통신 .634 .687 .92 .358 1.08

기타 .130 .956 .14 .892 1.05

상수항 3.537 .231 15.29 .000

R2=.090, 조정된 R2=.007, F=1.08, P=.382

*p<0.05, **p<0.01

3. 보직이동 유형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와 근무지 변경여부에 따른 4가지 보직이동의

유형(① 자의-불변, ② 자의-변경, ③ 타의-불변, ④ 타의-변경)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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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4가지 보직이동 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에 대한 일원분산분

석 결과는 아래 [표 4-18]과 같다.

[표 4-18] 보직이동 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

구분 독립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직무

만족도

자의-불변 38 4.25 .5841

10.80 .000**
자의-변경 60 4.04 .7246

타의-불변 13 3.29 .6602

타의-변경 21 3.39 .8462

*p<0.05, **p<0.01

F 통계값이 10.80,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① 자의-불변의 직무만족도 평균값이 4.25로 가장 높았고 ② 자의-변경

(4.04), ④ 타의-변경(3.39), ③ 타의-불변(3.2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 간의 직무만족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Scheffe 검정을 통하여 보직이동 유형별 집단 간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 4-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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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보직이동 유형별 집단 간 직무만족도 차이

보직이동유형 평균차 유의확률

자의-불변

자의-변경 .213 .548

타의-불변 .962 .001**

타의-변경 .857 .000**

자의-변경

자의-불변 -.213 .548

타의-불변 .749 .009**

타의-변경 .645 .006**

타의-불변

자의-불변 -.962 .001**

자의-변경 -.749 .009**

타의-변경 -.104 .981

타의-변경

자의-불변 -.857 .000**

자의-변경 -.645 .006**

타의-불변 .104 .981

*p<0.05, **p<0.01

결과를 보면, ① 자의-불변 집단과 ③ 타의-불변, ④ 타의-변경 집단

간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② 자의

-변경 집단과 ③ 타의-불변, ④ 타의-변경 집단 간에도 유의수준 0.0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이외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4가지 보직이동 유형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

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4-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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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보직이동 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 회귀분석

종속변수 직무만족도

구분
회귀

계수

표준

오차
t

유의

확률
VIF

독립

변수

보직이동 유형 (더미)

(기준:자의-불변) 자의-변경 -.218 .145 -1.51 .134 1.59

타의-불변 -.868 .219 -3.97 .000** 1.30

타의-변경 -.738 .186 -3.96 .000** 1.43

통제

변수

성별 (더미) -.094 .213 -.44 .659 1.23

근속연수 (더미)

(기준:6년～10년) 11년～15년 .066 .170 .39 .699 1.67

16년～20년 .080 .213 .37 .709 1.41

21년 이상 .546 .156 3.51 .001** 1.72

직군 (더미)

(기준 : 사무) 원자력 -.267 .141 -1.89 .061 1.51

발전 .089 .240 .37 .712 1.35

토건 .231 .254 .91 .365 1.26

통신 -.672 .488 -1.38 .171 1.09

기타 .853 .677 1.26 .210 1.06

상수항 4.115 .170 24.27 .000

R2=.352, 조정된 R2=.287, F=5.40, P=.000

*p<0.05, **p<0.01

우선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서 모형의 F 통계값은 5.40, 유의확

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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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R2=0.352로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 총 변동의 35.2%가 독립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IF)가 10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와 유의확률을 살펴보면, ① 자의-불변 집단을 기준으로 ②

자의-변경 집단은 –0.218, ③ 타의-불변 집단은 –0.868, ④ 타의-변경

집단은 –0.738의 회귀계수 값을 보여 모두 기준집단에 비해 직무만족도

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③ 타의-불변, ④ 타의-변경 집단

과의 관계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직이동의 유형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와 근무

지 변경여부가 각각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가 4가

지 보직이동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4. 보직이동 유형과 조직몰입도의 관계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와 근무지 변경여부에 따른 4가지 보직이동의

유형(① 자의-변경, ② 자의-불변, ③ 타의-변경, ④ 타의-불변)이 3가지

유형의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4가지 보직이동 유형에 따른 조직몰입도 차이에 대한 일원분산분

석 결과는 아래 [표 4-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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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보직이동 유형에 따른 조직몰입도 차이

구분 독립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정서적

몰입도

자의-불변 38 4.30 .5426

6.67 .000**
자의-변경 60 4.12 .6319

타의-불변 13 4.13 .5917

타의-변경 21 3.56 .7285

지속적

몰입도

자의-불변 38 4.09 .6918

1.10 .352

자의-변경 60 4.07 .6321

타의-불변 13 4.00 .8498

타의-변경 21 3.78 .7478

규범적

몰입도

자의-불변 38 3.32 .9601

.73 .535

자의-변경 60 3.24 .9365

타의-불변 13 2.92 .9828

타의-변경 21 3.10 .8442

*p<0.05, **p<0.01

정서적몰입도의 경우 F 통계값이 6.67,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① 자의-불변의 정서적몰입도 평균값이 4.30으로 가

장 높았고 ③ 타의-불변(4.13), ② 자의-변경(4.12), ④ 타의-변경(3.56)

순으로 나타났다.

지속적몰입도의 경우 ① 자의-불변(4.09), ② 자의-변경(4.07), ③ 타의

-불변(4.00), ④ 타의-변경(3.78) 순이었으나, F 통계값이 1.10, 유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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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35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한 규범적

몰입도의 경우에도 ① 자의-불변(3.32), ② 자의-변경(3.24), ④ 타의-변

경(3.10), ③ 타의-불변(2.92) 순이었으나, F 통계값이 0.73, 유의확률이

0.53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집단 간의 정서적몰입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Scheffe

검정을 통하여 보직이동 유형별 집단 간 정서적몰입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 4-22]와 같다.

[표 4-22] 보직이동 유형별 집단 간 정서적몰입도 차이

보직이동유형 평균차 유의확률

자의-불변

자의-변경 .182 .575

타의-불변 .168 .871

타의-변경 .743 .000**

자의-변경

자의-불변 -.182 .575

타의-불변 .014 1.000

타의-변경 .561 .007**

타의-불변

자의-불변 -.168 .871

자의-변경 -.014 1.000

타의-변경 .575 .080

타의-변경

자의-불변 -.743 .000**

자의-변경 -.561 .007**

타의-불변 -.575 .080

*p<0.05, **p<0.01

결과를 보면, ① 자의-불변 집단과 ④ 타의-변경 집단 간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② 자의-변경 집단과 ④

타의-변경 집단 간에도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이외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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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4가지 보직이동 유형이 조직몰입도 중 정서적몰입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4-23]과 같다.

[표 4-23] 보직이동 유형에 따른 정서적몰입도 회귀분석

종속변수 정서적몰입도

구분
회귀

계수

표준

오차
t

유의

확률
VIF

독립

변수

보직이동 유형 (더미)

(기준:자의-불변) 자의-변경 -.180 .133 -1.35 .180 1.59

타의-불변 -.056 .201 -.28 .782 1.30

타의-변경 -.619 .172 -3.61 .000** 1.43

통제

변수

성별 (더미) -.060 .196 -.31 .758 1.23

근속연수 (더미)

(기준:6년～10년) 11년～15년 .163 .157 1.04 .301 1.67

16년～20년 .153 .196 .78 .438 1.41

21년 이상 .409 .143 2.86 .005** 1.72

직군 (더미)

(기준 : 사무) 원자력 -.218 .130 -1.68 .095 1.51

발전 .072 .221 .33 .745 1.35

토건 .145 .234 .62 .536 1.26

통신 -.060 .449 -.13 .893 1.09

기타 1.030 .623 1.65 .101 1.06

상수항 4.149 .156 26.59 .000

R2=.238, 조정된 R2=.161, F=3.10, P=.0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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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서 모형의 F 통계값은 3.10, 유의확

률은 0.001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2=0.238로 종속변수인 정서적몰입도 총 변동의 23.8%가 독립변

수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IF)가 10 이

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와 유의확률을 살펴보면, ① 자의-불변 집단을 기준으로 ②

자의-변경 집단은 –0.180, ③ 타의-불변 집단은 –0.056, ④ 타의-변경

집단은 –0.619의 회귀계수 값을 보여 모두 기준집단에 비해 정서적몰입

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④ 타의-변경 집단과의 관계에서

만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

직이동의 유형은 정서적몰입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6-1은

채택되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와 근무지 변

경여부가 각각 정서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가 4가지

보직이동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4가지 보직이동 유형이 조직몰입도 중 지속적몰입도와 규범

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각각 아래 [표

4-24], [표 4-25]와 같다.

지속적몰입도 분석의 F 통계값은 0.87이며 유의확률은 0.580으로 나타

나 유의한 모형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직이동의 유형은 지속적몰

입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6-2는 기각되었다.

규범적몰입도 분석의 경우에도 F 통계값은 1.00, 유의확률은 0.449로

나타나 유의한 모형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직이동의 유형은 규범

적몰입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6-3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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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보직이동 유형에 따른 지속적몰입도 회귀분석

종속변수 지속적몰입도

구분
회귀

계수

표준

오차
t

유의

확률
VIF

독립

변수

보직이동 유형 (더미)

(기준:자의-불변) 자의-변경 -.051 .154 -.33 .743 1.59

타의-불변 .012 .232 .05 .958 1.30

타의-변경 -.207 .198 -1.05 .296 1.43

통제

변수

성별 (더미) -.290 .225 -1.29 .201 1.23

근속연수 (더미)

(기준:6년～10년) 11년～15년 .191 .181 1.06 .292 1.67

16년～20년 .217 .226 .96 .339 1.41

21년 이상 .319 .165 1.93 .056 1.72

직군 (더미)

(기준 : 사무) 원자력 -.054 .149 -.36 .717 1.51

발전 .084 .255 .33 .743 1.35

토건 .158 .270 .58 .560 1.26

통신 -.352 .517 -.68 .498 1.09

기타 .121 .718 .17 .867 1.06

상수항 3.930 .180 21.85 .000

R2=.081, 조정된 R2=-.012, F=.87, P=.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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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보직이동 유형에 따른 규범적몰입도 회귀분석

종속변수 규범적몰입도

구분
회귀

계수

표준

오차
t

유의

확률
VIF

독립

변수

보직이동 유형 (더미)

(기준:자의-불변) 자의-변경 .015 .205 .07 .941 1.59

타의-불변 -.459 .310 -1.48 .141 1.30

타의-변경 -.258 .265 -.97 .332 1.43

통제

변수

성별 (더미) -.204 .302 -.67 .501 1.23

근속연수 (더미)

(기준:6년～10년) 11년～15년 -.543 .242 -2.25 .027* 1.67

16년～20년 -.289 .303 -.95 .342 1.41

21년 이상 -.000 .221 -.00 .999 1.72

직군 (더미)

(기준 : 사무) 원자력 -.008 .200 -.04 .968 1.51

발전 -.317 .341 -.93 .355 1.35

토건 -.018 .361 -.05 .960 1.26

통신 .604 .692 .87 .385 1.09

기타 .150 .960 .16 .876 1.06

상수항 3.501 .241 14.55 .000

R2=.092, 조정된 R2=.0004, F=1.00, P=.449

*p<0.05, **p<0.01

이상과 같이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보직이

동의 의사결정이 자의인 경우가 타의인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와 정서

적몰입도가 높게 나타났고, 보직이동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가 그

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서적몰입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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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1, 가설 4-1은 채택되었다. 하지만 근무지 변경여부가 직무만족

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지속적몰입도와 규범적몰입도는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와 근무지 변경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와 가설 3-2, 가설 3-3, 가설 4-2, 가설 4-3은 기각되었다.

그리고 보직이동의 4가지 유형은 직무만족도와 정서적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속적몰입도와 규범적몰입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와 가설 6-1은 채택되었고, 가설 6-2와 가

설 6-3은 기각되었다.

[표 4-26] 가설의 검증결과 요약

번호 가설 검증결과

1
보직이동의 의사결정이 자의인 경우가 타의인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2
보직이동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기각

3-1
보직이동의 의사결정이 자의인 경우가 타의인 경우에 비해

정서적몰입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3-2
보직이동의 의사결정이 자의인 경우가 타의인 경우에 비해

지속적몰입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3-3
보직이동의 의사결정이 자의인 경우가 타의인 경우에 비해

규범적몰입도가 높을 것이다.
기각

4-1
보직이동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서적몰입도가 낮을 것이다.
채택

4-2
보직이동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속적몰입도가 낮을 것이다.
기각

4-3
보직이동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규범적몰입도가 낮을 것이다.
기각

5 보직이동의 유형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6-1 보직이동의 유형은 정서적몰입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6-2 보직이동의 유형은 지속적몰입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6-3 보직이동의 유형은 규범적몰입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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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직이동의 유형

이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라는 변수로 측정되는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의

보직이동과 관련하여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직무태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직이동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는 보직이동 의사결정의 주체, 보직이동에 따른

근무지 변경여부, 그리고 의사결정 주체와 근무지 변경여부에 따라 4가

지의 보직이동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고, 종속변수인 직무태도는

직무만족도와 세 가지 측면의 조직몰입도로 설정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우선 보직이동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

고, 2018년 7월 한수원에서 시행된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3직급(차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을 하였고, 데이터

분석으로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분석, 상

관관계 분석,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시행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직이동의 의사결정 주체가 자의인 경우가 타의인 경우보다 직

무만족도와 정서적몰입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지

속적몰입도와 규범적몰입도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둘째, 보직이동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서적몰입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직무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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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속적몰입도, 규범적몰입도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와 근무지 변경여부에 따른 4가지 보직

이동의 유형(① 자의-불변, ② 자의-변경, ③ 타의-불변, ④ 타의-변경)

별 분석에서 직무만족도의 경우 ① 자의-불변 집단과 ③ 타의-불변, ④

타의-변경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정서적몰입도의 경우

① 자의-불변, ④ 타의-변경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위와 같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직무태도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직이동 의사결정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 개인들

은 본인의 의지와 선호가 반영된 보직이동의 경우에 더 높은 직무만족도

와 조직몰입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기업에서 보직이동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각 개인별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 내에서 근무지역과 직무에 대한 선호는 편중되어 나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직이동에 있어 개인별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공기업의 경우에

는 이러한 보직이동 선호도 편중이 조직내부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의

하나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해결을 위해

비선호 지역 및 부서에 일정기간 의무근무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등의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형평성만을 강

조하여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같이 각 개인의

직무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근무지역과 직무에 대한 선호도를 평준화 시키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근무지역과 직무에 따라 급여, 승진기

간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이러한 선호도 평준화 노력

의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둘째, 보직이동에 따른 근무지 변경은 직무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근무지 변경을 수반하는 보직이동이 자의

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경우에는 직무태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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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보직이동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함에

있어 근무지 변경이 수반되는 보직이동의 경우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은 그 도입과 이전 지역 결정에 조직구성원들의 선호가 반영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시행되었기 때문에 각 개

인들의 직무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지난

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관들을 대상으로 추가 지

방이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

에서의 필요성과 함께 대상기관 구성원들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행여부 또는 이전 지역 결정에 대상기관 구성

원들의 선호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실제 보직이동을 경험한 직원들이 보직이동 의사결정 주체

와 근무지 변경여부에 따라 직무태도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기업에서 보직이동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략적인 인적자원관리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보직이동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보직이동의

의사결정 주체나 그에 따른 근무지 변경이 직무만족도나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만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는 두 가지 보직이동

유형을 매트릭스화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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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발전방향

본 연구는 보직이동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이론을 바탕으로 하

여 한국수력원자력(주)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설계, 진행하였다. 하지

만,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하며,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수력원자력(주)라는 1개의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

으로 1회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이므로 그 조사의 대상자와 시점이 국

한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

서 향후 보다 많은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나 동일한 설문지로 다른

시점에서 분석을 함으로써 일회성 설문조사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형태로 인한 오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설문조사는 단시간에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깊

이 있는 응답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설문조사 이외에 추가적으로 응답자 인터뷰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보직이동의 유형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함에 있어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금전적 보상이나 조직문화와 같은 변수들도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

양한 변수들을 활용한 세부적이고 다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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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공기업에서의 보직이동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연구자료로 사용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오직 순수한 학문적 연구자료로만 활용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응답하신 정보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시 한번 설문에 응답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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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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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 전 영 한

【 작성요령 】

1. 각 설문항목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각 항목에 대하여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읽고 난 후의 느낌이나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응답하려 하지 마시고,

귀하의 실제 느낌과 생각을 사실 그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3. 설문에 응답하시는 중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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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2018년 하반기에 있었던 보직이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판단기준을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하반기 보직이동 의사결정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① 자의(自意) ② 타의(他意)

[판단기준]

- 자의 : 보직이동을 희망하였고 자기신고 1～3순위 희망부서로 이동한 경우

(보직이동 희망과 자기신고 반영 동시 충족 필요)

- 타의 : 위 자의 이외의 모든 이동의 경우

2. 2018년 하반기 보직이동으로 인하여 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까?

① 변경되었다 ② 변경되지 않았다

[판단기준]

- 변경되었다 : 근무장소의 변경과 함께 거주지역의 이전까지 이루어진 경우

- 변경되지 않았다 : 위 변경 이외의 모든 이동의 경우

예) 고리에서 새울로 근무장소가 변경되었으나,

거주지는 동일한 경우 ⇒ ‘② 변경되지 않았다’ 선택

Ⅱ. 다음은 귀하의 직무만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를 해당란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수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수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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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귀하의 조직몰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를 해당란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회사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회사에 애착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진실로 회사의 문제를 나의

문제인 것처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지금 내가 회사에 근무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원해도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

지금 회사를 그만둔다면 내 생활의

너무 많은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취직할 회사가 드물어 그만두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주위 동료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회사를 당장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지금 회사를 그만둔다면

회사에 대해 죄책김을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우리 회사에 충성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게 득이 된다 해도 당장

회사를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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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응답자를 통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① 30대 미만 ② 30대(30～39) ③ 40대(40～49) ④ 50대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3. 귀하의 근속연수는?

① 5년미만 ② 6년～10년 ③ 11년～15년 ④ 16년～20년 ⑤ 21년이상

4. 귀하의 직군은?

① 사무 ② 원자력 ③ 발전 ④ 토건 ⑤ 통신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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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Job Position Transfer type

on the Job Attitude

: Focused on the case of KHNP

Lee Sun Tae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Job position transfer in public institutions is carried out to achieve

various objectives such as encouraging career development for the

employees as well as securing fairness of their works and

workplaces, preventing corruption, and settling individual grievances.

With recent tendency of organizational members shifting from passive

objects to active players and under the environment that the

Work-Life Balance is being emphasized more than ever, it is time

that the policy and standard of job position transfer in public

institutions also need to be chang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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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how

employees’ job attitude is affected by who is the main subject in

making decisions on job position transfer and by the fact that their

workplaces have been changed at the time of transfer. A survey was

conducted with 493 Senior Managers of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mpany whose job position were transfered in July 2018.

Main subject in making decisions on job position transfer, whether

there is change in workplace, and the type of job position transfer –

combined result of the two preceding variables – a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Job attitude is set as dependent variable, which

is classified into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again categorized into affective

commitment, continuous commitment, and normative commitment. The

hypothesis was verified through variance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shown

that job satisfaction and affective commitment were reduced when the

main subject in making decision on the job position transfer was not

himself. Second, It has been shown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affective commitment in case of workplace change through the job

position transfer. Third, It has been shown that who was the main

subject in making decision on job position tranfer and whether there

were changes in their workplaces did not influence continuous

commitment and normative commitment.

From thes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in order to maintain high

level of job attitude it is necessary to have a system that reflects

employees’ preference in making decisions on job position transfers.

Since exclusion of employees’ preference in job position transfer and

even a change in workplace lead to the most negative influenc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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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attitude, it was also suggested that a very careful approach is

needed when enforcing a policy such as public sector relocation.

keywords : Job Position Transfer Type, Job Attitud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Student Number : 2018-2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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