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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기술유출을 예방하고자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

에 재직 중인 핵심인재에 대한 이직의사 영향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업기술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인들 가운데 가장 주된 요인인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인재, 핵

심인재’에 대한 이직의사에 대한 요인들을 밝히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에 2009년도, 2011년도, 2013년도, 2015년도 그리고 2017년

도, 총 5차년도에 걸쳐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 종사자의 이직의사에 대

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미지정기업의 구성원과의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인적자본 기업패널 조사를 통해 추출한 데이터 분석은 STATA

15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기존의 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유연한 조직문화, 의사소

통 측면 외 인적자원역량, 인재우대 정책, 자율성, 평가 및 보상, 전문성

제고 등 7개의 다양한 요인을 세분화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일곱 가지

차원의 영향요인들이 핵심인재의 이직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고자, 선행연구를 통해 각각의 변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종속

변수는 산업기술유출의 주된 요인인 구성원의 이탈을 측정하기 위한 종

속변인인 ‘이직의사‘로 정의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인대우대 정책, 인적자

원역량, 의사소통 측면, 유연한 조직문화, 자율성, 평가 및 보상, 전문성

제고로 정의 내렸다. 그리고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다양한 독립변

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여 5개년 간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지

정기업 종사자의 이직의사에 대한 상관요인 간 차이를 파악하고자 비교

를 통한 F-검정을 시도하였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인재우대 정책, 유연한 조직문화, 자율성, 평가 및

보상은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적자원역량, 의사소통 측면, 전문성 제고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변수들의 추정된 회귀계수의 실질적 의

미 해석을 중심으로 핵심인재의 이직의사 영향요인에 대한 본 연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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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검증하였다. 전체 7개의 가설 중에서 4개의 가설이 지지되고 있으

며, 5개년에 걸쳐 분석한 결과 '평가 및 보상'이 이직의사에 가장 큰 영

향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과 미지

정기업의 이직의사 영향요인의 차이는 ‘의사소통 측면’을 제외하고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에 종사하는 핵심인재의 이직의

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이 무엇인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

힘으로써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

여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직 시도되지 않았던 국가핵심기술 지정

기업과 미지정기업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기존에 도출되지 않았던 다양

한 영향요인들을 첨가하는 등 새로운 차원의 분석방법을 모색하고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핵심인재의 이직의사 영향요인에 '평가 및 보상‘ 측면이 가

장 높게 측정됨에 따라 외재적 보상을 수반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관한 강력한 처벌에

의한 억제효과를 필두로 핵심인재의 외재적 보상 유인을 확보하여 기대

효과를 만족시키는 인사, 조직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과 미지정기업간의 이직의사 영향요

인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에 따라 2006년도부터 이어진 산업보안 관

련 법, 정책이 핵심인재의 이직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내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차단활동,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핵심기술 관리 정책과 산업기술보호협

회의 기술보호 교육 등의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다 효율적이고 차별화할 수 있는 유용한 핵심인재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도모하여, 국가 산업경쟁력의 근간인 국가핵심기

술의 부정한 유출을 예방 및 방지하여야할 것이다.

주요어 : 산업기술유출, 국가핵심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

핵심인재,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이직의사

학 번 : 2018-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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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보안은 국가 간 냉전이 끝나는 시점인 1990년대 초반에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은 경제ㆍ기술 등

각종 산업분야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 및 민간 기업에서도 첨

단기술에 대한 보안 및 유지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산업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산업의 각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산업정보 기밀이 유출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정보화시대 경제전쟁에서 산업스파이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첨단과학기술은 연 평균

400건 이상 되는 실정이며 국내 피해액은 연간 50조원을 크게 웃돌고 있

다.1) 더불어 영화에서 나올법한 기업 국가핵심기술을 빼올 수 있는 스파

이칩이 개발되어 유, 무선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기술유출이 발전되고

자행되고 있다. 한 예로 뉴욕타임스에서는 최근 미국 인기 채팅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으로 떠오른 ‘투톡’의 경우 UAE 정부의 ‘스파이 앱’으로 활

용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대화, 관계, 영상 등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하

였다.2) 이처럼 국가는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고자 ‘국가핵심기술’로 정의

하여 이들에 대한 유출을 사전 예방하고자 산업보안을 필두로 한 산업기

1) 양창균, 데스크칼럼, "기술유출 무방비 노출된 한국기업", (http://www.inews24.com/
view/1230707), 2019.12.21.

2) Mark Mazzetti, Nicole Perlroth and Ronen Bergman, “It Seemed Like a Popular
Chat App. It’s Secretly a Spy Tool”, (https://www.nytimes.com/2019/12/22/us/
politics/totok-app-uae.html?searchResultPosition=2),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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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인 중국, 미국, 일본 등에 해외로 국내 첨단기술이 유

출되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기술유출자의 기술유출 원인 및 동기로는 처

우 및 보상에 대한 불만, 보안의식 및 보안관리 감독체계 부족 등이 나

타났다. 이렇게 산업기술유출로 인해 산업스파이 행위가 빈번해지고 피

해액도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 제정 후 산업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게 되었다. 이후 산업기술보호협회 창립, 산업보안연구학회 논문지가 발

간되면서 산업기술 유출에 관한 여러 방향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

는 국가가 지정한 핵심기술이다. 이러한 기술들을 다루는 기업들의 종사

자를 본 연구에서는 ‘핵심인재’라 명하였고 산업기술 유출사례가 대부분

이들 핵심인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산업기술

유출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서 전략적 인

적관리 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핵심기술 보호 및 산업보안 관련 국내 선행연구를 분류하여 보면

첫째, 산업보안 이론, 법률 및 제도에 관한 연구(민병설, 2002; 이창주,

2008; 최경식, 2007; 홍민지, 2007), 둘째,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및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 역할과 임무 연구(염돈재, 2008; 최순호, 2007),

셋째, 산업기술 보호, 유출실태 대응 방안(연희모, 2013; 이정수, 2011; 이

태규, 2011; 연희모, 2013; 임성한, 2009; 정병수, 2007) 연구와 첨단기술

유출 예방 및 핵심기술 보호실태(박지형, 2011; 이재록, 2009) 연구가 있

다. 넷째, 정보보호를 위한 인적보안 관리지표(차인환, 2009), 기술적 보

안(노주하, 2011), 시스템 보완(신관선, 2011; 이근주, 2013; 최진혁, 2010)

연구가 있다.

산업보안 측면에서 국내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연구는 법률과 제도, 보안활동 역할, 유출실태 및 대응방안, 시스템 개발

과 같은 기술적 보안 등으로 인적자원 요소가 배제된 연구로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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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주로 해당 기술을 보유한 구성원에 의해

발생되고 이로 인한 결과로 조직은 신규 또는 경력직원 채용으로 비효율

적 비용지출과 임금상승, 신 사업추진 지연 외에도 조직 또는 국가차원

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특히 핵심인재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우수

한 인적 자본으로 국가적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있음에도 핵심인재가 경

쟁기업이나 다른 국가로 이직하는 경우 핵심기술이 이전되는 심각한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주로 이직 또는 전직 직원에 의해 발생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행연구는 강현(2016)의 전략적 인적자원관

리(자율성, 의사소통 측면, 조직신뢰, 인재우대)와 이직의사에 관한 연구

에 한정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강현(2016)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독립변수를 확장하여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과 미지정기업 구성원을 대

상으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현(2016)의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2001)의 SERI 보고서를 참고하여 핵심인재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독

립변인으로 인재우대 정책, 인적자원역량, 의사소통 측면, 유연한 조직문

화, 자율성, 평가 및 보상, 전문성 제고 등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인재우대 정책과 이직의사에 관한 연구로

강현(2016)의 연구에서는 부(-)적 상관관계는 있지만, 영향 관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고, 둘째, 인적자원역량과 이직의사에 관한

선행연구로 사무직 근로자 연구(송은란, 2016)와 중견 및 대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남정민, 전병준, 2012; 신숙희, 2011)결과는 통계적

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의사소통 측면과 이직의사에 관한 선행연구로 양인애(2017)는 영

유아 교사, 강영실(2018)은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부(-)적 영향이 나타났고, 넷째, 조직문화와 이직의사에 관한

선행연구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유주열, 2017; 한은하, 2016)

및 외국항공사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김원희(2017)의 연구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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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자율성과 이직의사 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소병원의사 및

간호사의 이혜경(2017)과 이혜경, 권성복(2019) 연구, 제조업,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종사자 강현(2016), 공무원의 박오원(2018)과 국내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지원(2018)의 연구결과에서도 부(-)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평가 및 보상과 이직의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일반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소천, 2015; 오민규, 2012; 이

건호, 2018)와 항공사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서정은(2019)의 연구도 부

(-)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 제고와 이직

의사 간 선행연구를 보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손인숙, 2014; 조

남예, 2017; 진경미, 2017; 차수진, 2019)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

강민(2017)의 연구도 부(-)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본 선행연구는 인적자원역량, 의사소통 측면, 유연한 조직문

화, 자율성, 평가 및 보상 등의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인 이직의사에 부(-)

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인재우대 정책은 종속변인인

이직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핵심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핵심기술 지정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직의사를 독립할 수 있는 변인

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독립변인인 인재

우대 정책, 인적자원역량, 의사소통 측면, 유연한 조직문화, 자율성, 평가

및 보상, 전문성 제공 등 가지를 선정하여 종속변인인 이직의사에 영향

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 종사자의 이직의사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산업

기술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핵심인재

의 이직을 감소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 제시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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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을 위해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하

여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9년부터 2017

년까지 5차례 반복측정이 된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구성원의 이직에 대한 인식은 조직으로부터의 자신의 능력을 인

정받는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핵심인재에게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높게 나타나게 될 것이며, 따라

서 핵심인재와 같은 고급 인력인 경우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조직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보상체계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인재우대 정책, 평가 및 보상, 전문성 제고 측면

을 의미한다.

둘째, 이직의사에 있어 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은 구성원은 자신이 속

한 조직 및 집단을 이탈하려는 인식이 낮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조직의

공정한 프로세스는 신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조직 내 의사소통 및

신뢰관계는 공경한 경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의 공평함

은 구성원의 이직의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조직 내의

의사소통과 신뢰여부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인사부서와 경영진의 인적자

원역량 및 의사소통 측면을 의미한다.

셋째, 최근 조직의 문화가 위계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추구하

는 추세이며, 수평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업차원의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5). 수평적 문화를 통하여 업무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는 구성원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한 요인이다(강현, 2015).

따라서 조직문화의 유형에 따른 구성원의 이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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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할 수 있는 요인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조직문화의 유형,

하나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활동이 이직의사를 낮추는 수단이라 볼

수 있다. 즉, 자율성 및 유연한 조직문화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유연한 조직

문화, 인적자원역량, 평가 및 보상 등 7개의 이직의사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2009년도, 2011년도, 2013년도, 2015년도,

2017년도에 이르는 인적자본 패널 데이터 5개년을 통한 실증연구에서 국

가핵심기술 지정기업 종사자에 해당하는 핵심인재들이 본인이 속한 조직

에서 어떠한 영향요인에 의해 이직의사를 인식하는지, 어떠한 요인이 가

장 이직의사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 후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설문항목을

구분하여 5차년도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계적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인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의 종사자인 핵심인재들은 국가 핵

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국가정보원, 산업자원통상부, 산업기술보호

협회 등의 국가기관과 관련 산하 기관의 보호와 교육을 받는 대상이다.

이는 국가핵심기술에 지정되지 않는 미지정기업들의 직원들과는 정책적

관심의 차별화되는 것을 의미하여 이직의사에 따른 영향요인이나, 이직

률의 차이를 측정함에 있어 효과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핵심인재들

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 방법은 산업보안과 관련되어 발표된 단행본과 논문 등을 활용하

였으며, 특히 국가정보원 산업기술 보호센터 등과 같은 관련 전문기관들

로부터 제공되는 분석자료 등을 다수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보기관

의 업무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실증적 조사 및 검증 절차가 어

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산업기

술 유출에 관한 실태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어 연구제약 요인들을 다소

극복할 수 있었다. 더불어 관련 논문과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여 외국 사

례 등을 알아보았으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경

찰청, 대법원 등 관계기관들의 산업기술 유출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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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 세미나 자료집과 정기간행물, 언론 보도 등도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제 1장 서론부분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였고, 이어서 이를 위

한 연구방법 및 구성을 제시하였다.

제 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국가핵심기술과 산업보안, 그리고 산업

기술 유출에 관한 개념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대

상인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 종사자의 이직의사에 대한 영향요인인 인재

우대 정책, 인적자원역량, 의사소통 측면, 유연한 조직문화, 자율성, 평가

및 보상, 전문성 제공 등 7가지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 3장 연구방법은 연구문제와 분석틀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연

구대상 및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4장 연구 실증분석을 통해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제 5장 결론부분은 본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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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국가핵심기술과 산업보안

1) 국가핵심기술의 개념

냉전시대가 붕괴되면서 이전의 군사용으로 사용된 첨단기술은 각국의

사회와 산업발전의 핵심기술로 공헌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이영

일, 2012). 첨단기술은 IT의 급속한 발전으로 신속한 정보 확산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함)”로 규정하고 있다(박용익,

2019).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요약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국가핵심기술의 산업별 현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제3장,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동법 제8조에

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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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

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정하고 이를 대상기관이 활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고 명시하였다. 또한 제8조 관련 보호지침

시행령에 따르면 1호의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관리

와 운영, 2호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가 그 보호

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4)를 포함하였다. 위와 같은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 동법 제9조에서는 아래 <표 1>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지정·고시

를 통해 관리하는 실정이다.

<표 1> 산업별 국가핵심기술 지정·고시 현황

계

69

반도체
디스

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철도
철강 조선

8 2 3 9 9 7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5 9 4 3 7 3

*자료: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개정고시: 2018. 01. 15)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서는 국

가핵심기술을 지정·고시하기 위한 구체적 과정을 보인다. 먼저 동법 제9

조 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

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

기술을 선정·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지정대상기술이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 제8조
(보호지 침의 제정 등) 1항(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4) 산업기술유출의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211호, 2015.4.28.,
일부개정) 제 10조 (보호지침의 제정) 1호, 2호의 내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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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5)

2. 산업보안의 개념과 관련 법률

1) 산업보안의 개념

보안의 영어단어는 security로 이를 국내에서는 경비 또는 보안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전적 의미와 구어 대사전 등에도 각기 다른

표현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개념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산

업보안은 최근에 등장한 용어로 이는 ’융합보안‘ 또는 ’산업기밀보호‘ 등

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산업보안 용어의 탄생은 국가정보원에서 산업

기밀보호센터 설치와 시기적으로 유사하고, 이후 각종 언론 등에서 산업

보안이라는 용어 사용이 빈번하게 되었다(김윤성, 2015).

산업보안은 현재 ‘중요한 정보자산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거나 차단하는

활동’으로 해석되고 있다(김윤성, 2015). 또한 산업보안은 “모든 경제활동

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라 하였다(이창무,

2011).

산업보안의 종류는 주체에 따라 개인, 기업, 국가 등으로 구분될 수 있

으며 대상에 따라 인원ㆍ문서ㆍ시설ㆍ통신보안 등으로 나뉠 수 있다.

(박용익, 2019) 특히, 기업의 측면에서 보안이란 구체적으로 정보, 물리

적, 인적 자원에 관한 자산을 보호하는 활동으로 불리운다. 이는 국가적

으로도 보호하는 대상이 포괄적으로 상통할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산업

보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산업보안의 기업성 측면이 자산 보호라는 사

익성을 내포하나 공익성 또한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창무, 2011)

이처럼 산업보안은 산업스파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기업의 자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 제9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1항(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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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이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고 국가가 기업의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 자산을 보호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국가 산업보호를

유지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으로써 국가와 기업이 상호 보완하

는 역할의 당위성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박미랑, 2017)

2) 산업보안 관련 주요 법률 및 처벌실태

우리나라의 산업보안 관련 주요 정책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

보호법’을 필두로 시행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개별 영업비밀 보호

및 유출에 대한 사후적 처벌 위주의 규정을 초점을 둔 반면, 산업기술보

호법은 산업기술 유출을 국가차원에서 사전적 예방 위주의 정책을 두는

데 중점을 둔다. 아래의 <표 2>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구체적 비교이다.

이처럼 산업보안 정책에 대한 보호 및 수혜대상에 대한 초점은 초창기

에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우선하였으나 현재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이익까지도 확장되었다. 더불어 관련 법 위반자에 대한 형량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유출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을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대상의 확대, 처벌양정 강화 및 가중처벌

에 대한 규정은 산업기술 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을 반영

하는 정부의 의도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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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비교

구분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비고

입법

목적

(제1조)부정경쟁행위 및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방지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제1조)산업기술

보호/유출방지를 통한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안전보장 국민경제 발전

부정경쟁방지법

1961. 12 제정

산업기술보호법

2006. 10 제정

보호

법익
사익 공익+사익

보호

객체
영업비밀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시정

권고
특허청장 및 관련 지자체장 산업통상자원부

유출

감시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처벌

(제18조)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및 유출하는 행위

(제36조)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공개

및 유출하는 행위

형량

(국내)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 2~10배

(국외가중)15년 이하 징역,

15억원 이하 벌금, 2~10배

(국내)3~7년 이하 징역,

3~7억 이하 벌금

(국외가중)15년 이하 징역,

15억 이상 벌금

양벌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

*자료: 박미랑(2017). "산업보안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
보호법 비교, 재구성

최근 5개년 산업기술 유출범죄 처리현황에 따르면, 관련 범죄에 관한

사법당국의 처벌실태는 솜방망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간 혐의

를 받은 총 4987명 중 17.9%에 해당하는 892명만 기소되었으며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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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는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음을 의미한

다. 지속적으로 산업기술 유출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정부는 양형기

준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원의 판결은 관대하다는 아이

러니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관련 기술유출 범죄를 입

증하기 어려운 실정과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초래한 상황

을 보여주는 분석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최근 5개년 산업기술 유출범죄 처리현황 (명, %)

구

분

연 도

건수 인원 기소계
기소

유예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2014 412 972 156(16.0) 33(3.4) 16(1.6) 767(78.9)

2015 467 1,129 227(20.1) 23(2.0) 22(1.9) 857(75.9)

2016 528 1,125 192(17.1) 40(3.6) 15(1.3) 878(78.0)

2017 403 791 114(14.4) 31(3.9) 6(0.8) 640(80.9)

2018 449 970 203(20.9) 39(4.0) 7(0.7) 721(74.3)

*자료: 금태섭 의원실,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 분석 재구성

산업기술 유출을 입은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이러한 처벌실태는 국가핵심기술 다루는 기업에게 심각한

위기의식을 부여하는 상황이다. 첨단핵심기술 및 피해규모가 늘어나고,

산업스파이 행위는 더욱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처벌은 여전히

온정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여론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사

역량 및 협의 입증 강화를 위한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업기술 유출 근절 관련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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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산업기술 유출 경로, 동기 및 사례

1. 산업기술 유출 경로 및 동기

2017년 1월에서 2018년 10월까지 주된 산업기술 유출의 유형을 살펴

보면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력빼내기(42%가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동종업체 설립(30%)ㆍ기술컨설팅빙자(9%)ㆍ현직직원매수

(7%)ㆍ외국인직접취업(7%) 및 협력업체우회(5%)가 뒤를 잇고 있다.

<표 4> 산업기술 유출 유형

유형
인력

빼내기

동종업체

설립

기술컨설

팅빙자

현직직원

매수

외국인

직접취업

협력업체

우회

적발

건수

18건

(42%)

13건

(30%)

4건

(9%)

3건

(7%)

3건

(7%)

2건

(5%)

*자료: 한국일보(경제),6), 국정원자료 재구성

아래 정리한 <표 5>의 기술유출의 주체를 보면, 임직원 이직이 67.4%

를 차지하면서 전ㆍ현직 직원들에 대한 인적자원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주

고 있다. 이어서 협력업체인 도급 거래(16.3%), 관계자 매수(14%) 및 합

작공동연구(5.8%) 등에 의해서도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위의 자료를 통해 임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여 전 직장의 동료와 접촉하

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 행

위는 임직원, 즉 내부자에 의해 자행되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이들을 관

리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술유출을 크

6) 남상욱, 한국일보(경제), “연봉 5배 줄게 기술 들고 와라, 해외기업 유혹에 속수무책”,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171134391964),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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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5> 산업기술 유출 경로

경로 임직원 이직 도급 거래 관계자 매수 합작공동연구

적발

건수

303건

(67.4%)

73건

(16.3%)

63건

(14%)

26건

(5.8%)

*자료: 국가정보원, 경찰청, 산업보안 국제컨퍼런스 자료 재구성

또한 2018년 기술유출 동기에 대한 적발사례는 80% 이상이 개인영리

및 금전유혹과 같은 목적으로 기술유출을 자행하였으며 이어서 금전유혹

인사ㆍ처우불만(14%)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정리

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산업기술 유출자의 유출 동기

동기 개인영리 금전유혹 인사불만 처우불만 기타

적발

건수

125건

(61%)

41건

(20%)

16건

(8%)

13건

(6%)

9건

(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 기술유출 통계자료 재구성

2. 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사례 분석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2014년 13건에서 2018년 20건으로 지속적인 유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4-2018년 산업기술유출 현황은 비중 있는 산업스파이 국

가로 중국이 전체 71건 중 48건으로 이는 전체 비중에서 68%를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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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가장 많이 유출되는 산업기술로는 전기전자가 71건 중 22건으로 나타

났다. 이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7> 연도별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

연도 적발건수

2014 13건

2015 12건

2016 13건

2017 13건

2018 20건

계 총 71건

*자료: 최근 5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 유출 사건과 현황, 경찰청 자료 재구성

<표 8>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현황

계

71

중국 일본 미국 대만 기타

48(68%) 7(10%) 7(10%) 2(3%) 7(10%)

전기전자 정밀기계 정밀화학
자동차

철강·조선
기타

22(31%) 12(17%) 11(15%) 9(13%) 17(24%)

*자료: 최근 5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 유출사건과 현황, 경찰청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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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국내·외 산업기술 유출사례

국내

산업기술

유출사례

① 현대ㆍ기아자동차의 前 직원이 현직직원으로부터 자동차 생산 핵심

기술을 빼낸 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 구속기소

② 주성엔지니어링 前 서 상무는 미국 AMAT사에 전직 약속 후 동사

에서 이용할 생각으로 LCD 패널 제조 장비인 PECVD 제작공정

핵심 기술자료를 USB메모리 스틱을 이용하여 유출, 구속기소

③ H전자 미국인 기술고문 제프는 회사 내 경영진들과의 불화 및 처우

에 대한 불만으로 H전자가 보유한 첨단 비메모리 반도체기술인

‘CMOS ImageSensor’ 설계기술을 도용하여 미국ㆍ대만 등 해외

경쟁업체에 불법판매를 기도하다 적발

④ 국산 보안장비 제조업체인 S사의 연구팀장은 회사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로 앙심을 품어 전사 핵심기술을 CD에 저장하여 국내 경쟁업체

인 D사에 판매

⑤ 산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 소속 연구원진들로부터 정부지원 나노

공학기술을 빼돌려 자기 회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려 한 반도체

기술 관련업체 대표이사 및 이사를 불구속 기소

⑥ 7년간 8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A사 반도체 제조부품 설비도면을

일본계 법인 페로텍 코리아 넘긴 혐의로 페로텍 한국법인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

국외

산업기술

유출사례

① 美 애버리 대니슨사 기밀문건을 유출하려던 핀에 양과 그의 딸

훼이첸 양은 클리브랜드 홉킨스 국제공항에서 FBI에 의해 체포,

형법 및 경제스파이법으로 기소

② 美 캘리포니아 바이오제넥스 연구소 전직 직원 메흐디 라시디는

경쟁업체인 랩 비전사로 이직 전에 연구소 내 영업비밀을 유출,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

③ 스웨덴 외교부에서는 주 스웨덴 러시아 대사를 소환하여 군용

레이더 시스템을 생산하는 에릭슨사의 중요 기밀 자료를 외국정보

기관에 넘기려는 혐의로 러시아 외교관 2명을 ‘외교상 기피인물’로

통보 후 추방

④ 홍콩 S사의 前 연구실장은 처우와 보상에 불만을 품고 핵심영업비밀

을 유출해 유사제품을 생산ㆍ판매하면서 해외 거래처에 저가 제품ㆍ

기술지원 등을 빌미로 기술유출 시도, 관련자 2명 징역1년 선고

*자료: 국정원 첨단사업기술보호동향, 산업보안 Focus, 국정원 홈페이지 재구성



- 18 -

<표 9>의 국내·외 산업기술 유출사례 분석해보면, 산업기술 유출 사

건의 공통점으로는 유출 신분이 전문 산업스파이가 아닌 내부 전ㆍ현직

직원으로 나타났다(연희모, 2013). 이를 통해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급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의 인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박미랑, 2017).

대다수의 산업기술 유출 동기는 금전적인 보상, 회사로부터의 처우 불

만 및 경쟁기업의 산업스파이 활동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첨단기술 확

보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일념 하에 세계 각국정부는 정보

전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스파이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가, 기업

그리고 개개인이 함께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종합적

인 대응체계 마련에 온 힘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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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핵심인재 인적자원관리 및 구성요소

1. 인적자원관리의 배경과 핵심인재의 중요성

인사관리는 초기에 조직구성원을 비용의 개념으로 규정하여 이를 단순

히 비용 절감 차원의 운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하여 조직구성원은 경제력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인식하게 되

고, 인적자원은 조직의 변화와 창조를 유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 개

념으로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현재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로

조직구성원은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먼저 차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

로 인식하고 있다. 즉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은 조직구성원이 조직

이 계획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이준우

외, 2012).

핵심인재는 조직에서 보통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통칭할 수 있는데 이

러한 핵심인재는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우수한 인적 자본을 보

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적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

에서 핵심인재란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의 구성원으로 국가 및 산업 경

제 전반에 걸쳐 국가핵심기술을 다루어 경쟁력이 원천이 되는 인재를 말

한다.

핵심인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핵심기술을 익히고 보유하고 있어 이를

유출하는 경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핵심인재의 이직은 본인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의사에 따라 발

생 할 수 있어 이들의 이직에 대한 관리적 차원에서 보안 활동의 중요성

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중인 핵심인재는 항상 경

쟁 중인 국가 또는 기업에서 이들을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에 항상

이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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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인재의 이직 원인과 관리

1) 핵심인재의 이직 원인

핵심인재의 유출과 이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신규 직원 또는 경쟁

직원을 새롭게 채용하여 이를 해당 기업에 적응하기 위한 유무형의 교육

비용이 발생한다. 기존에 진행한 사업이나 새롭게 준비 중인 사업의 경

우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핵심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경쟁으로 급

격한 임금상승으로 인해 경영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핵심인재의 유출과 이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첫째, 직장에

대한 인식 변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밀레니엄 세대들은 과거

조직구성원과 달리 우선 자신의 이익과 개인주의를 추구한다. 이들은 핵

심적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직 생활에서 자신의 가치를 추구 및

경력개발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들에게 이직은 자신에

게 새로운 기회이자 발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적극적인 이직 경향

을 보인다.

둘째, 해당 기업에서 핵심인재에 대한 관리체계 및 관리자의 중요성

인식 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2000년 이후 국내는 헤드헌터 업체가

활발하게 성업 중으로 핵심인재는 항상 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핵심기술을 보유한 인재가 자발적 퇴직 또는 정년퇴직의 경

우에 중국 등 외국으로 이직하게 되면 핵심기술이 유출되어 이는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해당 기업에서 핵심인재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이들에 대

한 보상체계 및 기업과 개인 간 심리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관리자

와의 갈등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더불어 긍정적 측면은 핵심기술을 보유

한 핵심인재가 새로운 사업 구상으로 창업을 위해 이직하여 새로운 기술

을 개발로 국가 경제에 공헌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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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인재의 관리

핵심인재는 현재 재직을 하고 있거나 퇴직 후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에

대해 신분적 보안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즉 핵심

인재가 이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사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핵

심기술 자산이 유출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수

립이 필요하다. 이에 핵심인재는 일반 구성원과 달리 특별 관리를 통하

여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 활동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핵심인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재적 방안인 동기부여 및 관리시스템 구

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내재적 인적자원관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핵심인재의 관리는 일반 직원과 차별화하여 개

인 요구에 따른 처우개선 방법과 보상관리에 중점을 둔 내재적 인적자원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핵심인재는 새로운 도전 기회의

부여, 다양한 동기부여를 통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

되어야 한다. 다양한 동기부여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정하면 학습 환경과

문화적 여건 개선 조성, 인간관계 구축을 통한 직무몰입 등을 들 수 있

다.

첫째, 핵심인재는 계속하여 새로운 학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즉 재택 또는

유연 근무제도,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금전적 보상제도의 강화 등이 필

요하다. 이들은 독립적 성향을 일부 갖기 때문에 새로운 근무환경을 계

속 찾아 나서고 이를 통해 자기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학습에 열중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학습 기회 제공은 개인의 전문성 발달로 프로젝트

의 발굴과 추진 등으로 기업 또는 국가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여기에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성과를 인정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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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이들을 잔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핵심인재는 독자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 갈등을 겪을 수 있다. 국가 또는 기업은 핵심인재가 조직 내에

서 관계적 갈등으로 인해 조직을 이탈하지 않도록 다양한 인간관계를 개

선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직무적 요인을 고려

해야 한다. 즉 핵심인재는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육성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통해 승진, 근무환경, 금전적 보상 등에서 개

별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적 직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

아야 한다.

4) 관리시스템 구축

핵심인재의 이직 또는 유출은 핵심기술의 이전을 의미한다. 즉 유무

형 핵심기술의 탈취, 이전은 주로 사람에 의해 이전되기 때문에 핵심인

재에 대한 관리는 보안 관리로 명명할 수 있다. 핵심기술을 보유한 핵심

인재는 해외 또는 경쟁기업으로부터 계속하여 이직을 권유를 받는데, 이

것은 핵심기술을 원하기 때문이다. 핵심인재의 보유는 기업의 성장과 국

가발전의 핵심요소로서 핵심인재가 조직에 남을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살펴보고 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고 경영자, 국가핵심기술을 담당하는 종사자 및 정부 관계자는

핵심기술 인재를 국가 및 기업의 인적 자산으로 판단하고 특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핵심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려는 인식 전환과

<그림 1>과 같은 인적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 핵심인재가 자발적 이직을 원하는 경우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기 때

문에 국가 및 기업은 사전에 핵심기술의 이전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을 정비해야 한다. 더불어 핵심인재 정보관리 시스템 매뉴얼화, 이직 후

에도 우호적 관계 유지 및 우수 인재 확보 노력, 국가 및 경쟁기업의 핵

심인재의 부당한 인력 채용 관행 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등 국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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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림 1> 핵심인재 인적관리시스템

핵심인재

탁월한 지적능력과 남다른 재능을 바탕으로 고성과를 창출하며,

존재 그 자체가 기업의 핵심역량이 되며,

외부유출시 기업에 치명적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인재

분류

< 본인 >

탁월한 업적/능력이

잠재되어 즉시 활용이

가능한 슈퍼급 인재

< 기업 >

동종/경쟁업체로

유출시 커다란 손실이

예상되는 인재

< 국가 >

산업보안 유지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인재

 ↓

인적자원

관리

인재우대

정책

인적자원

역량

의사소통

측면

유연한

조직문화
자율성

평가 및

보상

전문성

제고

↓ 

핵심인재 이직의사 감소 ⇒ 국가핵심기술유출 차단

↓

핵심인재 인적자원 관리체계 수립을 통해 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여 산업보안 및 국가안보에 기여

3.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개념과 관리원칙

1)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개념

인적자원관리는 올바른 인재를 선발, 채용, 교육 및 관리를 통하여 잠

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기업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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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인적자원관리의 변천 과정은 전통

적 인사관리 방식에서 인적자원관리로 변화되고 인적자원관리는 현재 새

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반적, 장기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전

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로 변화하

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인적자원관리를 연계하려는

움직임 이후에 많은 부분에서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Devanna et al).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관리의 시스템이

나 관리적 활동을 해당 조직 전략과 결합하는 것(Ivancevich, 2003)으로

정의하였다. Boswell(2006)은 HRM에서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방법 등을 연계하고, 이를 경영전략에 부합하도록 실행하는 것이라고 하

였다. 또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혁신과 유연성을 촉진하여 조직성과

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조직의 혁신을 추구하고, 조직의 목

표를 인적자원과 결합하려는 활동이다(오종석, 김종관, 2010).

2)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원칙

첫째, 조직 전체 전략과 연계한 인력 확보, 성과, 개발, 유지 등과 관련

된 정보는 기업의 의사결정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 정보는

활용하여 이용 가능한 노동력의 유형, 크기, 성과수준 및 잠재력 분석은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의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문화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아울러 인적자원관리가 조직문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주요 인적자원관리 과정인 채용, 훈련 및 개발, 보상은 조직의 가치관,

태도 및 행동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조직에서 인적자원관리의 전략적 활용정도는 최고 경영층의 철

학, 가치관 및 몰입에 달려있다. 최고경영층의 후원은 인적자원관리가 전

략적 차원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전략이 실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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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전체에 스며드는 것을 보장한다.

넷째, 인적자원관리의 효과적인 실행은 상당부분 조직에서 중요한 영

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창업자, 경영자 등 조직에서 실

질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인적자원 전략의 방향과 결과를 좌

우하는 결정적인 힘을 가지며 가치체계, 신념 및 태도 등과 같은 작업현

장의 문화를 지배한다.

마지막으로, 긴장과 모순은 인적자원관리에서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들

을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관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

이다.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인적자원관리는 기능 간 원활한 상호작용과

전체 인적자원관리 사이클, 기업목표와의 통합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승목,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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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이직의사

1. 이직의사의 개념

이직의사는 이직의사(turnover intention)와 동일한 개념으로 본 절에

서는 이직과 이직의사로 혼용하여 서술한다. 먼저 이직은 조직 내 구성

원이 외부로 이탈하는 것(신유근, 이춘우, 2014)으로, 이는 긍정적인 면에

서는 인사이동으로 조직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다. 부정적 면에서는 이

탈자로 인한 업무혼란과 신규 또는 경력직원의 채용과 교육에 비용투자

가 발생하게 된다(Holtom et al., 2008; 배의식 등, 2013). 이직은 주로 구

성원 자의에 의한 이직으로 자발성과 회사 경영상 어려움 또는 해직 등

구원의의 이직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비자발성으로 구

분을 하고 있다(김미숙, 2004).

이직의사에 대하여 공계순(2010)은 조직원이 의도적으로 당해 조직을

이탈하고자 하는 심리적 반응상태라고 하였다. 이직의사는 지금의 소속

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도나 새롭게 직장을 알아보려는 정도로 정의하

고 있다(박남심, 최영희, 송승민, 2019). 본 연구에서 이직은 국가핵심지

정기업의 구성원으로 이들의 이직의사는 매우 부정적인 측면을 양산할

수 있다. 즉 국가핵심지정기업의 핵심인재는 첨단 및 보안 기술로 이들

이 조직을 이탈하는 경우 유무형의 기술 자산 유출로 인해 국가 및 산업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의 구성원은 보안서약서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발적 이직의 경우 이를 통제하는데 한계성을 가진다. 이들의

이직은 국가 및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그 중요성을 지니므로 국가가 우

선하여 이들의 보다 조직에 머물러 첨단기술의 개발, 국가 및 개별 산업

보안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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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직의사 관련 선행연구 검토

종속 변인인 이직의사와 관련된 선행 독립 변인으로 인재우대 정책,

인적자원역량, 의사소통 측면, 유연한 조직문화, 자율성, 평가 및 보상,

전문성 제고 등이 있는데 변인 간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과 이직의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산업별로 제조업, 금융업,

비 금융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 기업패널

(2013)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강현(2016)의 산업보안의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가 직무태도 및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하위 변인인 인재우대 정책은 이직의사와 부(-)적 상관관계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하위 독립 변

인인 인재우대 정책과 종속 변인인 이직의사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영향 관

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인적자원역량과 이직의사 선행연구로는 사무직 근로자와 정부투

자 기관 연구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송은란(2016)의 전략적 인적

자원관리의 직무관리는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국내 중견 및 대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신숙희(2011)의 서번

트 리더십이 부하직원의 직무태도와의 관계에서 직무역량 조절 효과를

규명한 연구에서는 비전제시와 리더와 신뢰 관계와 조직몰입 등에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정민 전병준(2012)의 전략적 인적자

원관리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조직과 개인의 성취효과에

연구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직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김미경(2015)의 연구에서

핵심역량은 독립 변인인 고객관리는 이직의사에 통계적으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독립 변인인 외적특성과 업무능력은 통계적으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공사 승무원을 대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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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진행한 유정선(2017)의 연구에서도 조직 역량인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은 이직의사에 통계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구성원 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

다. 저비용항공사 승무원을 대상으로 박소정(2018)의 연구에서는 직무역

량 중 자기관리 및 대인관계 역량은 이직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의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셋째, 종속 변인인 이직의사와 독립 변인인 의사소통 측면과의 관계에

서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행연구는 김미경(2015)의

연구에서 핵심역량의 의사소통 측면은 이직의사에 통계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현(2016)의 연구에서도 의사소통은

이직의사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종속 변인인 이직의도와 영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독

립 변인으로 선정한 양인애(2017)의 연구는 의사소통 능력이 이직의사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두 변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부(-)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한 강영실(2018)의 연구에도 의사소통 능력이 이직의사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조직문화와 이직의사 간 영향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는 사회복

지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한은하(2016)의 연구에서 집단문화는 이

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위계문화는 이직의사에 정(+)적 영향을 있음을

밝혔다. 사회복지 기관 근무지를 대상으로 유주열(2017)의 연구에서도

조직문화유형 중 위계조직과 집단조직 문화유형은 이직의사에 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외국항공사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김원희(2017)의 연구에서도 조직문화 유형 중 합리문화는 정(+)적으

로, 개발문화는 부(-)적으로 이직의사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위계 및 집단 문화는 이직의사에 통계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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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독립 변인인 자율성과 종속 변인인 이직의사 간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중소병원의사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혜경(2017)과 이혜경,

권성복(2019)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은 이직의사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 간호사와 의사를 비교해 볼 때, 전문적 자율성 인식 측

면에서 의사의 전문성을 보다 높게 인식한다. 강현(2016)의 연구는 업무

자율성이 이직의사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

한 부(-)의 영향이 있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박오원(2018)의 연구에서 다

중회귀분석 결과 독립 변인인 직무 자율성은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 전병윤(2018)의 연구에서도 독립 변인인 직무자율성은 이직의

사에 통계적으로 부(-)적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조지원(2018)

의 국내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직무자율성은 이직의사

에 통계적으로 부(-)적 영향이 있음을 주장한다.

여섯째, 평가 및 보상과 이직의사 간 선행연구로 일반 사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한 오민규(2012)의 연구는 인사평가 공정성의

각 하위 변인인 절차, 분배, 상호작용 공정성 등 모든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인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이 나타났다. 사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강소천(2015)의 연구는 인사평가 공정성의 각 하위 변인인 분배, 상호작

용 공정성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인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이 나타났

고, 절차 공정성은 통계적으로 이직의사를 독립하지 못하는 변인으로 확

인되었다.

일반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이건호(2018)의 연구는 비

금전적 보상보다는 금전적 보상이 이직의도에 큰 영향력이 있음을 주장

한다. 서정은(2019)은 저가 및 대형 항공사 승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한

연구 결과는 각각 보상과 이직의사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수록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이 있

음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을 독립 변인으로 이직의사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

여 진행한 선행연구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손인숙(2014), 조남예(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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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미(2017)의 연구와 차수진(2019)의 연구는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전

문성 인식은 이직의사에 부(-)적 상관이 있고, 부(-)적 영향이 있어 전문

성 인식이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PR실무자를

대상으로 김민경(2017)의 연구와 요양보호사를 연구대상으로 진행한 김

강민(2017)의 연구도 전문성 인식은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이직의사는 감소한다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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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문제와 분석틀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핵심인재의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

인이 무엇인가 규명하는 것이다. 즉,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고, 각각의 요인들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방향, 크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은 핵심인재의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

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헌연구들을 토대

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구성요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으며,

여러 선행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핵심인재의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들을 추출하였다. 독립변수인 영향요인을 ‘인재우대 정책’,

‘인적자원역량’, ‘의사소통 측면’, ‘유연한 조직문화’, ‘자율성’, ‘평가 및 보

상’, ‘전문성 제고’ 총 7가지의 변인으로 정의하였으며, 종속변수는 내부

직원의 기술의 유출의 용이성을 부여하는 주된 수단으로 이직과 관련된

‘이직의사’를 두었다. 통제변수로는 연구모형의 배경변수로서 학력, 성

별, 연령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 있는 분석틀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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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수

인재우대 정책

인적자원역량

의사소통 측면

유연한 조직문화

자율성

평가 및 보상

전문성 제고

이직의사

통제

변수
학력 성별 연령

<그림 2> 연구의 분석틀

↘

→

↗

3.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인적자본 기업패널 조사 7차(2017)년

도」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표준사업분류(소분류) 기준 474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가핵심기술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

자, 자동차, 철도, 철강 및 정보통신 등 12개 산업 분류에 해당되는 245

개의 기업을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으로 정의하였고 그 외 나머지 기업

을 미지정기업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조사하기 위해 「인적자본 기업패널 조사 3차(2009)

~ 7차(2017년도)」데이터를 총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3차(2009)년도는 총

10,019명, 4차(2011)년도는 총 10,064명의 근로자, 5차(2013)년도는 총

10,043명의 근로자, 6차(2015)년도는 총 10,069명의 근로자, 7차(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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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총 10,005명의 근로자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구성요소를 독립변수로, 이직의사

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패널 데이터에서 추출한 데이터 분석은

STATA 15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의

기초적 자료는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셋째,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의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패널 robust FE(고

정)효과회귀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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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선정과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시대적 소명인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 핵심인재를 전략적

인적개발 차원에서 동기부여 요인 등을 고려한 7가지 변인을 독립 변인

으로 하여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직의사

를 종속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이직의사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로써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 기업패널 근로자용 설문지 중 ‘이직의사와

관련한 평가점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공계순(2010)이 정의한 이직의사는 ‘조직원이 의도적으로 조직을 이탈

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반응’ 상태라고 한다. 단순한 이직의사는 현 소속

에서 벗어나 새롭게 다른 직장으로 이동 내지 이전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이직의사에서 도출되는 이직은 국가핵심기

술 지정기업의 종사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국가

핵심기술 지정기업 구성원이 조직을 이탈할 경우 기업기밀 유출 리스크

가 급격히 상승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직의사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원의 이직의사를 직접적으로 묻는 설문

이외 소속감과 애사심,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간접적으로 묻는 문항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종합

적으로 이직의사를 묻는 4개의 설문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응답은 5점 척

도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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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조직의 성과나 유효성을 측정함에 있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중요한

독립 변수로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임창희, 2010).

인적자원관리의 내용은 주로 조직구성원의 모집, 선발과 채용, 직무수행

평가, 교육 훈련, 경력개발, 보상체계 구축 등으로 볼 수 있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측정하기 위한 구성 요소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송은란(2016)은 직무, 임금, 승진, 교육관리 등 3가지 변인을 구

성요 소로,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박숙희(2015)와 태권도 단체 종사

자를 대상으로 한 김종석(2017)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측정하기 위하

여 요원화, 교육훈련, 성과평가, 보상, 경력개발 등 5가지 변인을 구성 요

소로 선정하였다. 중소기업직원을 대상으로 조광래(2015)는 교육훈련, 경

력개발, 채용, 보상관리 등 5가지 변인을 구성 요소로 선정한 연구가 있

다. 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이승환(2018)은 정보 공유,

교육훈련, 직무설계, 선별적 채용, 지위 격차 해소, 고용보장, 성과연계

보상 등 7가지 변인을 구성 요소로 설정하였다. 국내 최고 경영자를 대

상으로 채주석(2019)은 교육훈련, 선별적 채용, 구성원의 참여, 평가 및

보상 등 5가지 변인을 구성 요소로 설정하였다.

한편, 김민숙(2014)에 따르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환경변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략적 인적관리가 구성원 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핵심인재는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Odiorne, 1984). 산업보안은 단순히 기술 유출 방지라

는 좁은 틀이 아니라 산업 전체 자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에 단순한 인적자원관리는 핵심인재가 인적자산보호 측면에서

의 접근방법을 사용할 때 조직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핵심인재에 대한 전략적 인적자

원관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삼성경제연구소(2001), 월간노동법률(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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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Insight(2011) 및 강현(2017)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 기업패

널(2005-2013)데이터를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을 기초로 하여 수정 사용

하였다. 즉 전략적 인적관리 구성 요소는 최고 경영자의 핵심인재에 대

한 관심과 육성 의지, 차별화된 관리를 판단하는 인재우대 정책, 조직에

서 구성원의 인재 여부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인적자원역량, 조직에

서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가인 의사소통 측면, 구성원

의 공유하는 신념체계인 유연한 조직문화, 구성원 스스로 업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 적절한 평가와 이를 통한 보상체계의 구축, 특정한 업무

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성 등 7가지를 핵심인재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의 구성 요소로 설정하였다. 인재우대 정책을 묻는 설문문항은 4개, 인적

자원역량은 8개, 의사소통 측면은 9개, 유연한 조직문화는 6개, 자율성은

6개, 평가 및 보상은 3개 그리고 전문성 제고는 12개로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의 응답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인재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인재우대 인적자원관리는 인력을 확보하고 능력을 개발, 보상

을 통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야 한다(임창희, 2010). 조직은

핵심인재가 조직에 계속하여 근무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핵심인력 관

리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하고 물리적 보상, 심리적 보상시스템 구축이 필

요하다.

물리적 보상으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루어 놓은 업적 및 성과에

따라 사용자가 조직의 지불 능력과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감안하여 근로

의 대가로 지불하는 모든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를 의미한다(이

준우 외, 2012). 이러한 물리적 보상체계만으로 구성된 임금상승 등의 인

재우대 정책은 핵심인재를 확보하는데 유인책은 될 수 있으나 한계성도

가지고 있다. 금전적 보상인 특별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연봉인상, 우선

승진제도 등은 핵심인재를 일시적으로 해당 조직에 머물러 있거나 이탈

을 방지하는데 일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쟁기업에 의

해 쉽게 모방 되거나 임금상승 또는 승진 등을 지속하게 되면 다른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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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발로 인해 조직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핵심인재에 대한 우대 정책은 물리적 보상 외에도 심리적 보상이 필요

하다. 심리적 보상은 핵심인재가 장기간 조직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

몰입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심리적 보상 방법은 동기부여와 같

은 내재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핵심인재가 학습 등 다양한 도전기

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조직은 핵심인재가 새로운 기술과 지

식을 배우고 익히며 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을 통해 성장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최고 경영자가 핵심인재에 대한 관심과 육성 의

지를 공유하는 심리적 보상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인적자원역량으로 조직에서 핵심인재 여부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인사부서의 역량을 말한다. 즉 인적자원 부문은 기업의 인사관리부

서 혹은 인사관리 팀 혹은 인적자원관리부서와 인적자원개발부서를 포괄

하는 것으로 인사기획 (직무/인력 계획, 인사/조직 기획 등), 흐름관리(채

용 관리 승진 이동 전환 배치 경력 개발 등), 평가 및 급여 관리 교육훈

련 핵심인재관리 복리후생 노사노무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노조 관계 등,

안전 보건, 건강, 산업재해, 인사통계인사정보 기타 총무업무를 총괄하는

기업의 부문을 의미한다(이용성 2008).

인사부서의 책임과 역할은 핵심인재에 대한 인사제도의 비전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이는 핵심인재 뿐만 아니라 구성원 전체에 대한 비전도 병

행해야 한다. 인사제도의 비전은 고성과자에게는 상응하는 보상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에서 시작된다. 또한 다른

외부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사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핵심

인재에 대한 정보를 습득,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인사부서는 인사비전, 인사시스템 개선 및 네트워크 정보 등을 통해

조직에서 운영하는 핵심인재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

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략을 수행함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에서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가인 의사소통

측면으로 이는 조직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개념(Katz & Kahn, 1978)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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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차원 접근이 필요하다.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

한 방법인 의사소통은 동기를 부여하거나 상호간의 피드백이 가능하게

하여 구성원의 행동의 정적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박지영, 2011). 조직

에서 의사소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의사소통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수평적, 상·하향식인가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황상재,

2006).

조직은 중요한 직무수행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핵심인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고경영층 및 상사와 지속적인 대

화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 관심을 보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방향에 따른 의사소통 관계를 측

정하기 위하여 “상급자에게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가?, 동료

간에는 신뢰할 수 있는가?”를 질의하였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을 독립

변인으로 선정하고 이직의사 간 영향을 규명한 선행연구(김세향, 이미애,

2014; 손현미, 2017; 양인애, 2017; 유정선, 김창수, 2014)를 참고하여 종

속 변인인 이직의사에 대해 의사소통을 독립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조직문화로 이는 구성원의 공유하는 신념체계로서 유연한 조직

문화 구축이 필요하다. 조직문화는 학습을 통해 구성원들 간에 공유․계

승되고(Tushman & Nadler, 1986), 조직구성원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및

행동을 지배하는 근본 요소이며(Schein, 1985), 한 조직을 다른 조직과

구별(Robbins, 1998)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조직이 갖는 특정한 요소

는 조직유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추재엽, 2017), 일반적으로 조직문

화는 과업, 위계, 관계, 혁신문화 등 4면으로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구

분하고 있다(이정주, 2006).

조직문화는 기술력만큼이나 조직경쟁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비공식

적 원천이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은 조직문화 측면에서 직원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우선하는 조직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상사가 직원

을 신뢰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면 상대방에 대한 불화

가 발생하고 이는 조직에서 직원 이탈로 이어지게 된다. 조직에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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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과를 창출하는 핵심인재가 상사와 불화를 겪게 되면 결국 조직을

떠나게 되어 기업 경영상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은

핵심인재가 자연스러운 사회적 친교 활동과 선의 경쟁과 협력 등을 고려

해야 한다. 최고 경영자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중점 과제로 두고 핵신인

재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려는 자세도 필요하

다.

유연한 조직문화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는 사우스웨스트항공 등 다

양한 외국 사례 등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러한 기업은 현재도 성공적으

로 조직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사의 독립 변인으로

조직문화를 선정한 선행연구(배복태, 2015; 이민, 2018; 정봉명, 2011; 한

은하, 2016)를 기반으로 하여 종속변인 이직의사를 독립하기 위하여 유

연한 조직문화를 독립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다섯째, 자율성으로 핵심인재가 부여된 업무수행을 스스로 하도록 자

율성을 부여하거나 새로운 업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핵심인재는 과

거의 틀에 얽매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독립적 판단으로 새

로운 분야를 개척하거나 관습을 변형하여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데 큰 관

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은 핵심인재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정이나 고정 관념적 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프레임으

로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은 핵심인재가 한 분야의 업무에서 전념하도록

하는 것보다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찾아내고 이를 융합하여 새로운 업무

를 수행하도록 권장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직무확대나 새로운 도전적 업

무 부여 등 업무적 배려도 필요하다. 자율성과 이직의사에 대한 연구로

박오원(2018), 이혜경, 권성복(2019), 조지원(2019의 연구에서 직무 자율

성은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독립 및 조절변인으로 확인되었

다. 이처럼 직무 자율성 부여는 이직의사를 감소시키는 변인으로 확인됨

에 따라 본 연구에서 자율성 부여를 독립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여섯째, 적절한 평가와 이를 통한 보상체계의 구축이다. 본 절에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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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평가란 구성원의 능력과 태도 및 업적을 수집하고, 이를 공정한 평

가를 통한 인적자원관리로 조직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과정이다(강소천,

2015). 평가와 보상은 모두 동기와 관련되는데, 평가는 개인이 업무 결과

에 대한 피드백, 만족감을 얻고, 보상 혹은 자아성찰을 통해 성장해 나가

는 과정을 겪는다. 평가는 업무에 따른 보상에 대한 근원이 되며,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와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에 영향을

미친다(Charms, 1968).

외재적 동기는 해당 행동으로 인한 평가로 받게 되는 보상 때문에 그

행동에 참여하게끔 하는 요인으로 금전적 보상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한승희, 2011). 이러한 금전적 보상은 임금, 성과금, 각종 수당

등으로 주로 물질적 보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조직의 하위 욕구인 안

전, 지위 상승 등의 승진과 관련된다(Guzzo, 1997). 내재적 동기는 평가

결과로 발생하는 자신감, 인정 등 보다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기업

이 핵심인재를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인재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

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더불어 합

리적 보상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이루어져야 한

다. 인사평가제도의 공정성은 이직의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확인한 연구(오민규, 2012; 강소천, 2015; 서정은, 2019)를 참고하여

이직의사의 독립 변인으로 평가와 보상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성으로 전문성은 특

별한 지식이나 훈련의 결과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도

보다 우수한 경우(Friedman, 2003)로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문적인 지식,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활용하며 전문적인 가치와 윤리를

따르는 정도이다(어대훈, 2004). 소수의 핵심인재가 전문적인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기술개발 및 상품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핵

심기술을 보유한 핵심인재가 조직에서 이직 등 이탈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조직은 경영상 어려움 외에도 다른 직원들의 사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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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재는 자신의 성장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력개발을 갈망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선진기업인 구글 등은 핵심인재의 전문성 제고를 위

한 경력개발의 기회를 다양하게 부여하고 독려하면서 핵심인재의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핵심인재의 성장뿐만 아니라 기업

의 원천 기술개발의 확보 및 발전을 도모한다. 전문성은 이직의사를 감

소한다는 변인을 규명한 연구(김지숙, 2014; 김대훈, 2017; 차수진, 2019)

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전문성을 이직의사의 독립 변인으로 선정하

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해당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구성요소는 그 대상이 되는 국

가핵심기술 지정기업 종사자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해당 관리기법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활용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바, 성

별, 연령 및 학력 등의 개인적 요인을 통제하였다. 성별(남성=1, 여성=2)

과 연령, 최종학력(중졸, 고졸, 전문대졸, 4년제졸, 석사졸, 박사이상)으로

더미변수를 측정하였다.

앞서 제시된 독립변수, 종속변수 및 통제변수를 측정한 각각의 설문조

사 항목을 정리한 내용은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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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문항)

인재

우대

정책

(4)

우리 회사는 우수한 인재를 우대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경영진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 회사의 경영진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 회사의 경영진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방법을

모색하고 제공한다.

인적

자원

역량

(8)

인사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실행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회사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다.

인사 관련 이슈에 대해 현업 부서장들을 교육하고 조언을 제공한다.

인사제도의 내용을 수시로 직원들에게 설명해준다.

회사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해당분야(인사관리, 교육훈련, 노사관계)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인적자원의 전반적인 역량

우수인력의 확보

의사

소통

측면

(9)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형성

팀 내에 협동 및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우리 팀원은 대체로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팀 내에서 팀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회사 사정을 소상하게 알려준다.

<표 10> 변수의 구성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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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서는 상급자에게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다.

우리 회사는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편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동료들 간에 서로 신뢰한다.

우리 회사의 경영진은 모든 면에서 믿고 따라갈 만하다.

유연한

조직

문화

(6)

우리 회사는 가족과 같은 조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우리 회사는 인화단결과 일체감을 중시한다.

우리 회사는 팀워크를 더욱 중요시한다.

(역)우리 회사는 공식적인 절차, 규칙 및 방침을 중시한다.

(역)우리 회사의 의사전달이나 정보흐름은 하향식이다.

(역)우리 회사는 서열의식을 강조하는 조직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자율성

(6)

팀의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팀내에서 다양한 업무와 책임을 맡아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율성이 부여된다.

우리 회사는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장려한다.

우리 회사는 혁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우리 회사에서는 성실한 사람보다 창의적인 사람이 대우를 받는다.

평가

및

보상

(3)

우리 회사는 평가 및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나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에 만족한다.

나는 현재 발전 및 승진의 기회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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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제고

(12)

우리 회사는 경쟁적 분위기와 성과달성을 강조한다.

우리 회사에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직무수행능력과 실적을 중심으로 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내용에 만족한다.

나는 현재 업무로 인해 무력감이나 피곤함을 느낄 때가 많아졌다.

나는 현재 직무에 대한 긴장감이 많아졌다.

우리 회사에서는 교육훈련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는 교육훈련의 기회가 직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교육훈련을 서로 받고 싶어 한다.

우리 회사의 교육훈련 내용은 직무와 연고나성이 높다.

우리 회사의 교육훈련은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우리 회사의 교육훈련 내용은 범용적이다.

종속

변수

=

이직

의사

(4)

나는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가 있으면

옮길 것을 고려해 보겠다.

나는 이 회사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느낀다.

만약 내가 이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내 인생의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 회사는 내가 충성할 만한 가치가 있다.

통제

변수
성별, 연령, 학력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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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가설의 설정

1. 연구문제에 따른 가설설정

제 2 절에서는 종속변수인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변수

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형태인 ‘인재우대 정책’, ‘인적자원역량’, ‘의사

소통 측면’, ‘유연한 조직문화’, ‘자율성’, ‘평가 및 보상’, ‘전문성 제고’를

선정하고 이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규명하였다. 실증분석에 앞서 본 연

구는 핵심인재가 인식하는 인적자원관리 형태가 이직의사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향후 인적보안관리 및 핵심기술유출방지를 위

한 인사 및 조직관리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고 각각의 독립변수가 이직의사인 종속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1) 가설 1: 인재우대 정책은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핵심인재 우대정책으로 인재우대 인적자원관리는 인력을 확보하고 능

력을 개발, 보상을 통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야 한다(임창희,

2010). 조직은 핵심인재가 조직에 계속하여 근무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

로 핵심인력 관리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하고 물리적 보상, 심리적 보상시

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물리적 보상으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루어 놓은 업적 및 성과에

따라 사용자가 조직의 지불 능력과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감안하여 근로

의 대가로 지불하는 모든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를 의미한다(이

준우 외, 2012). 이러한 물리적 보상체계만으로 구성된 임금상승 등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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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재 우대정책은 핵심인재를 확보하는데 유인책은 될 수 있으나 한계

성도 가지고 있다. 금전적 보상인 특별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연봉인상,

우선 승진제도 등은 핵심인재를 일시적으로 해당 조직에 머물러 있거나

이탈을 방지하는데 일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쟁기업

에 의해 쉽게 모방 되거나 임금상승 또는 승진 등을 지속하게 되면 다른

인재의 반발로 인해 조직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핵심인재 우대정책은 물리적 보상 외에도 심리적 보상이 필요하다. 심

리적 보상은 핵심인재가 장기간 조직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 몰입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심리적 보상 방법은 동기부여와 같은 내재

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핵심인재가 학습 등 다양한 도전기회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조직은 핵심인재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

우고 익히며 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을 통해 성장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최고 경영자가 핵심인재에 대한 관심과 육성 의지를 공

유하는 심리적 보상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이처럼 인재우대 정책은 이

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2) 가설 2: 인적자원역량은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적자원역량으로 조직에서 핵심인재 여부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인사부서의 역량을 말한다. 즉 인적자원 부문은 기업의 인사관리부서 혹

은 인사관리 팀 혹은 인적자원관리부서와 인적자원개발부서를 포괄하는

것으로 인사기획 (직무/인력 계획, 인사/조직 기획 등), 흐름관리(채용 관

리 승진 이동 전환 배치 경력 개발 등), 평가 및 급여 관리 교육훈련 핵

심인재관리 복리후생 노사노무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노조 관계 등, 안전

보건, 건강, 산업재해, 인사통계인사정보 기타 총무업무를 총괄하는 기업

의 부문을 의미한다(이용성 2008).

인사부서의 책임과 역할은 핵심인재에 대한 인사제도의 비전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이는 핵심인재 뿐만 아니라 구성원 전체에 대한 비전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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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야 한다. 인사제도의 비전은 고성과자에게는 상응하는 보상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에서 시작된다. 또한 다른

외부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사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핵심

인재에 대한 정보를 습득,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인사부서는 인사비전, 인사시스템 개선 및 네트워크 정보 등을 통해

조직에서 운영하는 핵심인재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

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략을 수행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적자원역량은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3) 가설 3: 의사소통 측면은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에서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가인 의사소통 측면

으로 이는 조직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개념(Katz & Kahn, 1978)으로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차원 접근이 필요하다.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인 의사소통은 동기를 부여하거나 상호간의 피드백이 가능하게 하여

구성원의 행동의 정적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박지영, 2011). 조직에서

의사소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의사소통이 공식적으로 이루

어지는가, 수평적, 상·하향식인가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황상재,

2006).

조직은 중요한 직무수행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핵심인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고경영층 및 상사와 지속적인 대

화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 관심을 보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방향에 따른 의사소통 관계를 측

정하기 위하여 “상급자에게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가?, 동료

간에는 신뢰할 수 있는가?”를 질의하였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 측면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고 이직의사 간 영향을 규명한 선행연구(김세향, 이

미애, 2014; 손현미, 2017; 양인애, 2017; 유정선, 김창수, 2014)를 참고하

여 종속변인인 이직의사에 대해 의사소통 측면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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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측면은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4) 가설 4: 유연한 조직문화는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문화로 이는 구성원의 공유하는 신념체계로서 유연한 조직문화 구

축이 필요하다. 조직문화는 학습을 통해 구성원들 간에 공유․계승되고

(Tushman & Nadler, 1986), 조직구성원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및 행동을

지배하는 근본 요소이며(Schein, 1985), 한 조직을 다른 조직과 구별

(Robbins, 1998)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조직이 갖는 특정한 요소는 조

직유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추재엽, 2017), 일반적으로 조직문화는

과업, 위계, 관계, 혁신문화 등 4면으로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구분하

고 있다(이정주, 2006).

조직문화는 기술력만큼이나 조직경쟁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비공식

적 원천이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은 조직문화 측면에서 직원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우선하는 조직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상사가 직원

을 신뢰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면 상대방에 대한 불화

가 발생하고 이는 조직에서 직원 이탈로 이어지게 된다. 조직에서 우수

한 성과를 창출하는 핵심인재가 상사와 불화를 겪게 되면 결국 조직을

떠나게 되어 기업 경영상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은

핵심인재가 자연스러운 사회적 친교 활동과 선의 경쟁과 협력 등을 고려

해야 한다. 최고 경영자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중점 과제로 두고 핵신인

재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려는 자세도 필요하

다.

유연한 조직문화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는 사우스웨스트항공 등 다

양한 외국 사례 등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러한 기업은 현재도 성공적으

로 조직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사의 독립변인으로

조직문화를 선정한 선행연구(배복태, 2015; 이민, 2018; 정봉명, 201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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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2016)를 기반으로 하여 이직의사를 감소하기 위한 독립변인으로

유연한 조직문화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유연한 조직문

화가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

다.

5) 가설 5: 자율성은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율성으로 핵심인재가 부여된 업무수행을 스스로 하도록 자율성을 부

여하거나 새로운 업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핵심인재는 과거의 틀에

얽매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독립적 판단으로 새로운 분야

를 개척하거나 관습을 변형하여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데 큰 관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은 핵심인재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

존의 규정이나 고정 관념적 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프레임으로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은 핵심인재가 한 분야의 업무에서 전념하도록

하는 것보다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찾아내고 이를 융합하여 새로운 업무

를 수행하도록 권장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직무확대나 새로운 도전적 업

무 부여 등 업무적 배려도 필요하다. 자율성과 이직의사에 대한 연구로

박오원(2018), 이혜경, 권성복(2019), 조지원(2019의 연구에서 직무 자율

성은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독립 및 조절변인으로 확인되었

다. 이처럼 직무 자율성 부여는 이직의사를 감소시키는 변인으로 확인됨

에 따라 본 연구에서 자율성 부여를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

라 자율성은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자 한다.

6) 가설 6: 평가 및 보상은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적절한 평가와 이를 통한 보상체계의 구축이다. 본 절에서 말하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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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란 구성원의 능력과 태도 및 업적을 수집하고, 이를 공정한 평가를 통

한 인적자원관리로 조직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과정이다(강소천, 2015).

평가와 보상은 모두 동기와 관련되는데, 평가는 개인이 업무 결과에 대

한 피드백, 만족감을 얻고, 보상 혹은 자아성찰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과

정을 겪는다. 평가는 업무에 따른 보상에 대한 근원이 되며, 외재적 동기

(extrinsic motivation)와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에 영향을 미

친다(Charms, 1968).

외재적 동기는 해당 행동으로 인한 평가로 받게 되는 보상 때문에 그

행동에 참여하게끔 하는 요인으로 금전적 보상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한승희, 2011). 이러한 금전적 보상은 임금, 성과금, 각종 수당

등으로 주로 물질적 보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조직의 하위 욕구인 안

전, 지위 상승 등의 승진과 관련된다(Guzzo, 1997). 내재적 동기는 평가

결과로 발생하는 자신감, 인정 등 보다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기업

이 핵심인재를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인재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

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더불어 합

리적 보상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이루어져야 한

다. 인사평가제도의 공정성은 이직의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확인한 연구(오민규, 2012; 강소천, 2015; 서정은, 2019)를 참고하여

이직의사의 독립변인으로 평가와 보상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도 평가 및 보상은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7) 가설 7: 전문성 제고는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정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성으로 전문성은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의 결과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도보다 우수한 경

우(Friedman, 2003)로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문적인 지식,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활용하며 전문적인 가치와 윤리를 따르는 정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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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어대훈, 2004). 소수의 핵심인재가 전문적인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이

를 기술개발 및 상품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핵심기술을 보

유한 핵심인재가 조직에서 이직 등 이탈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조직은

경영상 어려움 외에도 다른 직원들의 사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핵심인재는 자신의 성장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력개발을 갈망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선진기업인 구글 등은 핵심인재의 전문성 제고를 위

한 경력개발의 기회를 다양하게 부여하고 독려하면서 핵심인재의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핵심인재의 성장뿐만 아니라 기업

의 원천 기술개발의 확보 및 발전을 도모한다. 전문성은 이직의사를 감

소한다는 변인을 규명한 연구(김지숙, 2014; 김대훈, 2017; 차수진, 2019)

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전문성을 이직의사의 독립 변인으로 선정하

고 전문성 제고가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

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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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인재우대 정책, 인적자원역량, 의사소통 측면, 유연한 조직문화, 자율

성, 평가 및 보상, 전문성 제고, 이직의사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값을 알

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1>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변 수 관측값 평 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대값

인재우대정책 50,093 3.369729 .8477347 1 5

인적자원역량 10,487 3.543403 .5778757 1 5

의사소통측면 50,165 3.358221 .6931833 1 5

유연한조직문화 50,138 3.233127 .4630345 1 5

자율성 10,497 3.992347 .5478797 1 5

평가및보상 50,184 3.549817 .6589621 1 5

전문성제고 50,173 3.273049 .7615174 1 5

이직의사 50,145 2.778823 .5691337 1 5

먼저 인재우대 정책을 살펴보면, 평균이 3.37, 표준편차가 .848으로 나

타났다. 인적자원역량을 살펴보면, 평균이 3.54, 표준편차가 .578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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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항 목 빈 도 % 평 균 표준편차

성별
여자 10254 20.4

남자 39908 79.6

연령 연령 45.77 12.74

학력

중졸 874 1.7

고졸 14229 28.4

전문대졸 8291 16.6

4년제졸 23316 46.6

석사졸 3085 6.2

박사졸이상 220 0.4

타났다. 의사소통 측면을 살펴보면, 평균이 3.36, 표준편차가 .693으로 나

타났다. 유연한 조직문화를 살펴보면, 평균이 3.23, 표준편차가 .463으로

나타났다. 자율성을 살펴보면, 평균이 3.99, 표준편차가 .548으로 나타났

다. 평가 및 보상을 살펴보면, 평균이 3.55, 표준편차가 .659으로 나타났

다. 전문성 제고를 살펴보면, 평균이 3.27, 표준편차가 .762으로 나타났다.

이직의사를 살펴보면, 평균이 2.78, 표준편차가 .569으로 나타났다.

2.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표 12> 통제변수 기술통계 결과표

위 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표이다. 먼저 성

별을 살펴보면, 여자는 10,254명으로 20.4%, 남자는 39,908명으로 79.6%

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살펴보면, 평균이 45.77, 표준편차가 12.74으로 나

타났다. 학력을 살펴보면, 중졸은 1.7%(874명), 고졸은 28.4%(14229명),

전문대졸은 16.6%(8291명), 4년제졸은 46.6%(23316명), 석사졸은

6.2%(3085명), 박사졸이상 0.4%(220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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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상관분석 결과

<표 13> 상관분석표(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

변 수 ➀ ➁ ➂ ➃ ➄ ➅ ➆ ➇
➀ 인재우대정책 1

➁ 인적자원역량 .570* 1

➂ 의사소통측면 .718* .565* 1

➃ 유연한조직문화 .674* .511* .698* 1

➄ 자율성 .457* .400* .497* .416* 1

➅ 평가및보상 .532* .452* .589* .502* .467* 1

➆ 전문성제고 .556* .513* .552* .517* .387* .427* 1

➇ 이직의사 -.439* -.337* -.466* -.457* -.398* -.553* -.343* 1

*. p<..05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본격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주요 연

속형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국가핵

심기술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위 <표 13>과

같다. 인재우대 정책과 인적자원역량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7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재우대 정

책과 의사소통 측면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71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재우대 정책과 유연한 조직

문화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67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재우대 정책과 자율성을 살펴보면, 상관계

수가 0.45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p<0.05). 인재우대 정책과 평가 및 보상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32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재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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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전문성 제고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재우대 정책과 이직의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43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적자원역량과 의사소통 측면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65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적자원역량과

유연한 조직문화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1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적자원역량과 자율성을 살펴보

면, 상관계수가 0.4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다(p<0.05). 인적자원역량과 평가 및 보상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452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적자

원역량과 전문성 제고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13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적자원역량과 이직의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33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의사소통 측면과 유연한 조직문화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69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의사소통 측

면과 자율성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49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의사소통 측면과 평가 및 보상을 살펴

보면, 상관계수가 0.58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의사소통 측면과 전문성 제고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5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의

사소통 측면과 이직의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46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유연한 조직문화와 자율성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416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유연한 조직문화와 평

가 및 보상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0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유연한 조직문화와 전문성 제고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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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상관계수가 0.51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다(p<0.05). 유연한 조직문화와 이직의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45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자율성과 평가 및 보상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46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자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38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이고 있다(p<0.05). 자율성과 이직의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398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평가 및 보상과 전문성 제고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427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평가 및 보상과 이

직의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

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전문성 제고와 이직의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343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표 14> 상관분석표(미지정기업)

변 수 ➀ ➁ ➂ ➃ ➄ ➅ ➆ ➇
➀ 인재우대정책 1

➁ 인적자원역량 .611* 1

➂ 의사소통측면 .746* .627* 1

➃ 유연한조직문화 .694* .543* .711* 1

➄ 자율성 .497* .483* .547* .463* 1

➅ 평가및보상 .591* .516* .627* .549* .499* 1

➆ 전문성제고 .584* .571* .584* .539* .437* .489* 1

➇ 이직의사 -.496* -.410* -.512* -.490* -.434* -.571* -.394* 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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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기업 대상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위 <표 14>와 같다. 인

재우대 정책과 인적자원역량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61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재우대 정책과 의사소

통 측면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74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재우대 정책과 유연한 조직문화를 살펴

보면, 상관계수가 .69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다(p<0.05). 인재우대 정책과 자율성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497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재우대 정책과

평가 및 보상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59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재우대 정책과 전문성 제고를 살펴

보면, 상관계수가 .5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다(p<0.05). 인재우대 정책과 이직의사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496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적자원역량과 의사소통 측면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627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적자원역량과 유

연한 조직문화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54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적자원역량과 자율성을 살펴보면, 상

관계수가 .48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p<0.05). 인적자원역량과 평가 및 보상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5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적자원역량

과 전문성 제고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5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인적자원역량과 이직의사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4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p<0.05).

의사소통 측면과 유연한 조직문화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711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의사소통 측면과

자율성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5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다(p<0.05). 의사소통 측면과 평가 및 보상을 살펴보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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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가 .6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p<0.05). 의사소통 측면과 전문성 제고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5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의사소통 측

면과 이직의사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5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유연한 조직문화와 자율성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5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유연한 조직문화와 평가

및 보상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6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다(p<0.05). 유연한 조직문화와 전문성 제고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5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p<0.05). 유연한 조직문화와 이직의사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5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자율성과 평가 및 보상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549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자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살

펴보면, 상관계수가 .5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자율성과 이직의사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490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평가 및 보상과 전문성 제고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437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평가 및 보상과 이직

의사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4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다(p<0.05). 전문성 제고와 이직의사를 살펴보면, 상관계수

가 -.39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0.05).

한편,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의 크기를 확인할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다중공선성문

제가 발생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확한 검증인 VIF를 사용하였다.

다중공선성이 생기면 추정결과를 왜곡 할 수도 있으며, 연구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보다 큰 경우가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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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표 15> 다중공선성 결과표

변 수 VIF 1/VIF

의사소통측면 2.76 0.362932

유연한조직문화 2.16 0.462017

인적자원역량 1.82 0.548697

평가및보상 1.78 0.560703

전문성제고 1.72 0.581049

자율성 1.52 0.657615

Mean VIF 1.96

<표 15>에서 보이듯이 Variation Inflation Factor (다중공선성)은 1부

터 무한대가지 수를 가지므로 1이상부터 10 이하는 다중공선성문제가 존

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VIF는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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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이 연구는 인재우대 정책, 인적자원역량, 의사소통 측면, 유연한 조직

문화, 자율성, 평가 및 보상, 전문성 제고가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패널 robust FE(고정)효과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1. 분석모형의 적합성 검정

본 연구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구성요소가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 기업의 패널화된 자료를 구축하고 패널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합동OLS,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이

패널 분석 방법에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패널개체 간 이질성이 없음을 가정한 귀무가설로 F검정을 시행

하였다. 또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우스만 검정을 시행하여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적

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2. 모델추정

다음 <표 16>, <표 17>, <표 18>은 모형에서 오차항의 고정된 개체

특성을 고려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작업으로 F-test로 합동 OLS

를 사용을 할지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을 해야 할지 정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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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모델추정 결과표

Fixed – effects (within) regression Number of obs = 10,463

Group variable: id Number of groups = 637

R-sq: Obs per group:

within = 0.3087 min = 1

between = 0.5328 avg = 16.4

overall = 0.3821 max = 56

F(7,9819) = 626.30

corr(u_i, Xb) = 0.1712 Prob > F = 0.0000

이직의사 Coef. Std. Err. t P>ltl [95% Conf. Interval]

인재우대정책 -.042876 .0093445 -4.59 0.000 -.0611931 -.0245589

인적자원역량 .003944 .0101787 0.39 0.698 -.0160084 .0238963

의사소통측면 -.0600987 .0119814 -5.02 0.000 -.0835847 -.0366126

유연조직문화 -.1615047 .014151 -11.41 0.000 -.1892436 -.1337658

자율성 -.1044112 .0094407 -11.06 0.000 -.1229169 -.0859055

평가및보상 -.2752968 .009273 -29.69 0.000 -.2934739 -.2571198

전문성제고 -.0043171 .0086204 -0.50 0.617 -.0212149 .0125808

_cons 4.928889 .0419572 117.47 0.000 4.846644 5.011134

sigma_u .23964251

sigma_e .40200171

rho .26219014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0: F(636, 9819) = 3.18 Prob > F = 0.0000

우선 F 검정통계량의 p값이 0.000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F검증에

서는 모형에 포함된 637개 패널 그룹 더미변수의 추천계수가 모두 0이

기각되었으므로, 고정효과 모형이 합동 OLS보다 더 적합하다라는 걸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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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음은 Breusch-Pagan 검정으로 합동 OLS와 임의효과간에 어

떤 모델이 더 타당한지 알아보았다.

<표 17> 합동 OLS와 임의효과 간 모형 타당성 검증표

Fixed – effects OLS regression Number of obs = 10,463

Group variable: id Number of groups = 637

R-sq: Obs per group:

within = 0.3086 min = 1

between = 0.5341 avg = 16.4

overall = 0.3822 max = 56

F(7,9819) = 5183,65

corr(u_i, Xb) = 0.1712 Prob > F = 0.0000

이직의사 Coef. Std. Err. t P>ltl [95% Conf. Interval]

인재우대정책 -.0472111 .0091009 -5.19 0.000 -.0650485 -.023736

인적자원역량 .0043501 .0099069 0.44 0.661 -.0150671 .0237673

의사소통측면 -.0544696 .0116514 -4.67 0.000 -.0773059 -.0316334

유연조직문화 -.1715315 .013786 -12.44 0.000 -.1985516 -.1445114

자율성 -.1072162 .0092702 -11.57 0.000 -.1253854 -.089047

평가및보상 -.2860791 .0090599 -31.58 0.000 -.3038362 -.268322

전문성제고 -.0067267 .0083128 -0.81 0.418 -.0230195 .0095661

_cons 5.014342 .0404295 124.03 0.000 4.935102 5.093583

sigma_u .15714283

sigma_e .40200171

rho .13254949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0: F(636, 9819) = 3.18 Prob > F =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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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Breusch-Pagan 검정 결과표

Breusch and Pegan Lagrangian multiplier test for random effects

이직의사 [id,t] = Xb + u[id] + e[id,t]

Estimated results Var sd = sqrt(Var)

이직의사 .2961652 .5442106

e .1616054 .4020017

u .0246939 .1571428

Test: var(u) =0 chibar2 (01) =
prob > chibar2 =

963.06
0.0000

p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었다. 다시 말해 패널

의 개체특성을 고려한 RE(확률효과)이 합동 OLS보다 더 적합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 확률모형과 고정모형인 FE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우즈만 검증으로 FE와 RE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9> 하우즈만 FE와 RE 검증 결과표

Coefficients
(b-B)

Difference
sqrt(diag(V_b-V_B))

S.E.(b)
FE

(B)
RE

인재우대정책 -.042876 -.0472111 .0043351 .0021877

인적자원역량 .003944 .0043501 -.0004061 .0024098

의사소통측면 -.0600987 -.0544696 -.005629 .002878

유연조직문화 -.1615047 -.1715315 .0100268 .003297

자율성 -.1044112 -.1072162 .002805 .0018684

평가및보상 -.2752968 -.2860791 .0107823 .0020485

전문성제고 -.0043171 -.0067267 .0024096 .0023365

b = consistent under Ho and Ha; obtained from xtreg

B = inconsistent under Ha, efficient under Ho; obtained from xtreg

Test: Ho: difference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chi2 (7) = (b-B) ' [(V_b-V_B)^(-1)] (b-B) = 72.80

Prob.>chi2 =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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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값을 보면 0.000으로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고

정효과모형이 확률효과모형보다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정효과 모형이 확률 효과모형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된다.

앞서 다시 이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을 함으로 검증을 해야할 부분이

이분산성검증(Heteroskedasticity)이다.

<표 20> 이분산성검증결과

Modified Wald test for groupwise heteroskedasticity

in fixed effect regression model

H0: sigma(i)^2 = sigma^2 for all i

chi2 (637) = 2.8e+31

Prob>chi2 = 0.0000

p값이 0.000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다시 말해 이분산성이 존재한

다고 할 수 있다. 이분산성이 있으므로 보정을 한 가능한 robust FE 회

귀모형로 결과를 도출해야한다.

3. 회귀분석 결과

인재우대 정책, 인적자원역량, 의사소통 측면, 유연한 조직문화, 자율

성, 평가 및 보상, 전문성 제고, 성별, 연령, 학력이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robust FE(고정)효과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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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Robust FE(고정)효과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Fixed – effects (within) regression Number of obs = 10,445

Group variable: id Number of groups = 637

R-sq: Obs per group:

within = 0.3164 min = 1

between = 0.5420 avg = 16.4

overall = 0.3933 max = 56

F(7,9819) = 256.37

corr(u_i, Xb) = 0.1760 Prob > F = 0.0000

이직의사 Coef. Std. Err. t P>ltl [95% Conf. Interval]

인재우대정책 -.0403672 .0106044 -3.81 0.000 -.0611911 -.0195432

인적자원역량 .0041534 .0119597 0.35 0.728 -.0193319 0.276836

의사소통측면 -.059149 .014057 -4.21 0.000 -.0867528 -.0315452

유연조직문화 -.1584854 .0172481 -9.19 0.000 -.1923555 -.1246153

자율성 -.0997186 .0111589 -8.94 0.000 -.1216314 -.0778057

평가및보상 -.2755538 .0116572 -23.64 0.000 -.298445 -.2526625

전문성제고 -.0064385 .0101132 -0.64 0.525 -.0262978 .0134209

성별 -.1145891 .0238028 -4.81 0.000 -.1623306 -.0678476

연령 -.0037659 .0007127 -5.28 0.000 -.0051655 -.0023663

학력 -.00742 .0067389 -1.11 0.269 -.0206851 .0057811

_cons 5.223236 .0712672 73.29 0.000 5.083288 5.363183

sigma_u .23620153

sigma_e .39991875

rho .25862028

위 표는 변수들이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기 위하여 이분산

성을 보정한 패널 robust FE(고정)효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모



- 66 -

형의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의 값이 256.37 그리고 p값이 0.0000으로

모형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재우대 정책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040으로 나

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81이고 유의확률이 0이므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

의 값이 -0.040이므로 인재우대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직의사는

-0.040 감소하게 된다.

인적자원역량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004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35이고 유의확률이 0.728이므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측면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059으로 나타났

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4.21이고 유의확률이 0이므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

이 -0.059이므로 의사소통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직의사는 -0.059 감

소하게 된다.

유연한 조직문화를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158으로 나타

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9.19이고 유의확률이 0이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158이므로 조직문화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직의사는 -0.158

감소하게 된다.

자율성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100으로 나타났다.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8.94이고 유의확률이 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100이므로 자율성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직의사은 -0.100 감소하

게 된다.

평가 및 보상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27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3.64이고 유의확률이 0이므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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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6이므로 평가 및 보상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직의사은 -0.276

감소하게 된다.

전문성 제고를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00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64이고 유의확률이 0.525이므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11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

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4.81이고 유의확률이 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115

이므로 성별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직의사는 -0.115 감소하게 된다.

연령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004으로 나타났다. 검정통

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5.28이고 유의확률이 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004

이므로 연령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직의사는 -0.004 감소하게 된다.

학력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007으로 나타났다. 검정통

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11이고 유의확률이 0.269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 중 인재우대 정책, 인적자원역량, 의사소통 측

면, 유연한 조직문화, 자율성, 평가 및 보상, 전문성 제고, 성별, 연령, 학

력이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robust FE(고정)효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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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 effects (within) regression Number of obs = 4,434

Group variable: id Number of groups = 231

R-sq: Obs per group:

within = 0.3097 min = 1

between = 0.5736 avg = 19.2

overall = 0.3746 max = 56

F(7,9819) = 107.03

corr(u_i, Xb) = 0.1379 Prob > F = 0.0000

이직의사 Coef. Std. Err. t P>ltl [95% Conf. Interval]

인재우대정책 -.0346203 .015882 -2.18 0.030 -.0659131 -.0033274

인적자원역량 .0186728 .0179281 1.04 0.299 -.0166515 .053997

의사소통측면 -.0403222 .0217864 -1.85 0.065 -.0832487 -.0026042

유연조직문화 -.1890082 .0250718 -7.54 0.000 -.2384079 -.1396085

자율성 -.0915872 .0163702 -5.59 0.000 -.1238418 -.0593325

평가및보상 -.285546 .0182197 -15.67 0.000 -.3214448 -.2496472

전문성제고 -.0128772 .0139873 -0.85 0.397 -.0394368 .0156824

성별 -.1189887 .0392819 -3.03 0.003 -.196389 -.0415884

연령 -.0033799 .001079 -3.13 0.002 -.005506 -.0012539

학력 -.0109618 .009609 -1.14 0.255 -.0298947 .007971

_cons 5.228923 .1535104 50.52 0.000 5.024973 5.432872

sigma_u .17109274

sigma_e .38768356

rho .16301453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표 22> Robust FE(고정)효과 다중회귀분석(국가핵심기술)

위 <표 22>는 변수들이 핵심기술 지정기업 종사자의 이직의사에 영향

을 미치는 알아보기 위하여 이분산성을 보정한 패널 robust FE(고정)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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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의 값

이 107.03 그리고 p값이 0.0000으로 모형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재우대 정책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035으로 나

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18이고 유의확률이 0.03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

(B)의 값이 -0.035이므로 인재우대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직의사는

-0.035 감소하게 된다.

인적자원역량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01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04이고 유의확률이 0.299이므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측면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040으로 나타났

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85이고 유의확률이 0.065이므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한 조직문화를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189으로 나타

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7.54이고 유의확률이 0이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189이므로 조직문화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직의사는 -0.189

감소하게 된다.

자율성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092으로 나타났다.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5.59이고 유의확률이 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092이므로 자율성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직의사는 -0.092 감소하

게 된다.

평가 및 보상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28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5.67이고 유의확률이 0이므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286이므로 평가 및 보상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직의사는 -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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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게 된다.

전문성 제고를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012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85이고 유의확률이 0.397이므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11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

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03이고 유의확률이 0.003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119이므로 성별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직의사는 -0.119 감소하게

된다.

연령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00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

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13이고 유의확률이 0.00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003이므로 연령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직의사는 -0.003 감소하게

된다.

학력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011으로 나타났다. 검정통

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14이고 유의확률이 0.25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정기업 중 인재우대 정책, 인적자원역량, 의사소통 측면, 유연한

조직문화, 자율성, 평가 및 보상, 전문성 제고, 성별, 연령, 학력이 이직의

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robust FE(고정)효과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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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Robust FE(고정)효과 다중회귀분석(미지정기업)

Fixed – effects (within) regression Number of obs = 6,011

Group variable: id Number of groups = 406

R-sq: Obs per group:

within = 0.3271 min = 1

between = 0.5311 avg = 14.8

overall = 0.4042 max = 52

F(7,9819) = 154.69

corr(u_i, Xb) = 0.1935 Prob > F = 0.0000

이직의사 Coef. Std. Err. t P>ltl [95% Conf. Interval]

인재우대정책 -.0443318 .0141578 -3.13 0.002 -.0721637 -.0164999

인적자원역량 -.0056424 .0161058 -.0.35 0.726 -.0373039 .026019

의사소통측면 -.0716077 .0184334 -3.88 0.000 -.1078448 -.033707

유연조직문화 -.1392182 .0232792 -5.98 0.000 -.1848814 -.0934551

자율성 -.1053566 .0152357 -6.92 0.000 -.1353076 -.0754056

평가및보상 -.2685685 .0151528 -17.72 0.000 -.2983564 -.2387806

전문성제고 -.002397 .0143004 -0.17 0.867 -.0305093 .0257153

성별 -.1119842 .0301587 -3.71 0.000 -.1712713 -.0526971

연령 -.0040347 .0009484 -4.25 0.000 -.005899 -.0021704

학력 -.0057573 .0093283 -0.62 0.537 -.0240953 .0125807

_cons 5.223866 .0974293 53.62 0.000 5.032336 5.415396

sigma_u .22653271

sigma_e .4089183

rho .2962742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위 <표 23>은 이분산성을 보정한 패널 robust FE(고정) 다중효과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미지정기업의 이직의사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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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F의 값이 154.69 그리고 p값이 0.0000으로 모형

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재우대 정책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044으로 나

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13이고 유의확률이 0.00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

(B)의 값이 -0.044이므로 인재우대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직의사는

-0.044 감소하게 된다.

인적자원역량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00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35이고 유의확률이 0.726이므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측면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072으로 나타났

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88이고 유의확률이 0이므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

이 -0.072이므로 의사소통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직의사는 -0.072 감

소하게 된다.

유연한 조직문화를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139으로 나타

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5.98이고 유의확률이 0이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139이므로 조직문화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직의사는 -0.139

감소하게 된다.

자율성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105으로 나타났다.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6.92이고 유의확률이 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105이므로 자율성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직의사는 -0.105 감소하

게 된다.

평가 및 보상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26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7.72이고 유의확률이 0이므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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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9이므로 평가 및 보상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직의사는 -0.269

감소하게 된다.

전문성 제고를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002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17이고 유의확률이 0.867이므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112으로 나타났다. 검정통

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71이고 유의확률이 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112

이므로 성별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직의사는 -0.112 감소하게 된다.

연령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004으로 나타났다. 검정통

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4.25이고 유의확률이 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베타(B)의 값이 -0.004

이므로 연령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직의사는 -0.004 감소하게 된다.

학력을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0.00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

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62이고 유의확률이 0.53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설의 검증과 해석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인재우대 정

책, 인적자원역량, 의사소통 측면, 유연한 조직문화, 자율성, 평가 및 보

상, 전문성 제고를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는 인재우대 정책, 유연한 조직문화, 자율성,

평가 및 보상이 도출되었다. 상기 유의미한 변수들을 본 연구에서 설정

한 총 7개의 가설 중에서 4개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첫째, <가설 1>의 경우 본 연구에서 인재우대 정책은 이직의사에 부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이 채택되었다. 본 연구결과

와 상반된 연구결과로 강현(2016)의 연구는 인재우대와 이직의사 간 직



- 74 -

무태도와 직무만족 매개변인이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 이유로 선행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패널 종단연구 데이터 중

2013년 당해 연도 데이터에 한정한 연구이자 조사대상이 제조업, 금융업,

비금융 서비스업의 관리자,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 본 연구와는

조사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뿐만 아니라 미지정기업의 핵

심인재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일정 부분은 해당 조직에서 핵심인

재에 대한 인재우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직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부(-)적 영향이 있는 추론된다. 이에 핵심기술을 보유한 핵심인재는

경영진이 인재우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핵심인재에게 금전적 보상

인 물리적 보상 외에도 심리적 보상인 내재적 보상을 강구할 필요가 한

다. 즉 경영진과 관리자가 핵심인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들에게 학습

과 도전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성장할 수 있

는 인재우대 정책이 수행될 때 이탈 없이 조직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설 2>의 경우 본 연구에서 인적자원역량은 이직의사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 연구결과로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미경(2015), 항공사 승무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유정선(2017),

저비용항공사 승무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소정(2018)의 경우 인사부서

의 인적자원역량, 리더십과 같은 덕목이 이직의사에 통계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상반된 연구 결과 이유는 조사 대상자의 환경적 상황 차이로 인한 결

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특히 핵심기술을 보유한 핵심인재는 핵심기술에

대한 역량이 뛰어나서 경쟁기업이나 국가의 스카웃 표적이 되어 언제든

지 좋은 조건으로 이직 제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현 조직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직을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영자 및 인사부서

는 노무관리나 공정한 인사제도의 정착 외에도 핵심인재에게 비전제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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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이직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가설 3>의 경우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측면은 이직의사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게 영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양인애

(2017),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강영실(2018), 다양한 산업군을

바탕으로 한 강현(2016)의 연구는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과 달리 미지정기업의 경우

의사소통 측면은 이직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상이한 연구결과에 대한 이유로는 미지정기업

조직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이 이직의사에 영향력을 미친

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의 경우 보다 전문 기술

및 지식을 갖춘 핵심인재가 분포됨에 따라 의사소통 측면보다 평가 및

보상, 인재우대 정책, 자율성 등이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미지정기업의 경우 경영자는 의사결정시

적극적으로 조직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것을 권장하고 이들의 의견에 필

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이직감소에 효과적인 관리방법이라 볼 수 있

겠지만,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의 경우 다른 효과적인 인적자원 관리체

계를 모색하는 것이 이직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

다.

넷째, <가설 4>의 경우 본 연구에서 유연한 조직문화는 이직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은 채

택되었다. 본 연구결과와 다소 비슷하게 한은하(2016)는 사회복지사 대

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고 집단문화의 경우는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

위계문화는 이직의사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한편, 김원희

(2017)의 경우 외국항공사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합리문화는 이직의사

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개발문화는 부(-)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판단할 때, 선행연구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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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영향 여부는 그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직의사에 대한 영향 또한 다른 결과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본 연구결과를 확인할 때, 가족적, 친화

적, 그리고 유연한 집단문화를 가진 환경에서는 보다 집단 구성원들이

그들 조직에 융화되고 친숙함을 느껴서 이직의사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

음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핵심인재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을

다룬다는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원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우선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이직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다.

다섯째, <가설 5>의 경우 본 연구에서 자율성은 이직의사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은 채택되었

다. 본 연구결과와 같은 전병윤(2018), 국내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지원(2018),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박오원(2018)의 연구 등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직무에서 자율성은 개개인이 타의에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업무와 역할을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즉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만족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핵심인재는 상부에서

명시한 업무 R&R 외에 개인이 직무 및 역할을 스스로 작성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유 직무기술서 제도 시행과 함께 직무 융합, 직무확대

나 새로운 업무에 도전 등이 필요하다.

여섯째, <가설 6>의 경우 본 연구에서 평가 및 보상은 이직의사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은 채택

되었다. 선행연구로 일반 사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오민규

(2012),강소천(2015),이건호(2018), 저가 및 대형항공사 승무원을 대상으

로 한 서정은(2019)의 연구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평가에 대

한 공정성과 외재적 보상인, 금전적 보수는 고전적인 구성원의 동기부여

촉진제라 볼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핵심인재는 일반 구성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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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평가와 보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직무급제도를 도입하여

그들이 담당하는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합리

적 보수를 제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소속감과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

켜 이직의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가설 7>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전문성 제고는 이직의사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은 기각되

었다.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손인숙(2014),

조남예(2017), 진경미(2017)의 연구와 차수진(2019)의 연구는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전문성 인식은 이직의도에 부(-)적 상관이 있고, 부(-)적 영향

이 있어 전문성 인식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선행연

구는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감소한다는 연구가 주

를 이루고 있지만, 본 연구의 전문성 제고는 이직의사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분석한 연구가설

지지 결과는 다음의 <표 24>와 같다.

<표 24> 본 연구의 가설지지 결과

본 연구의 가설 지지 결과

<가설 1> 인재우대 정책은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

<가설 2> 인적자원역량은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X)

<가설 3> 의사소통 측면은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X)

<가설 4> 유연한 조직문화는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

<가설 5> 자율성은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

<가설 6> 평가 및 보상은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

<가설 7> 전문성 제고는 이직의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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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 종사자인, 핵심인재의 이직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해당 조직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핵심인재가 해당 조직에서 계속 직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규명하여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 기술전쟁이 가속화하는 시점에 해외로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6년부터 제

정 및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대상인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변인(형태)이 이직

의사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9년도,

2011년도, 2013년도, 2015년도, 2017년도 실시된 조사 자료를 본 연구에

서 활용하였다. 나아가 기존의 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국가핵심기

술 지정기업 대상과 미지정기업간의 비교, 그리고 09년도부터 17년도에

이르는 5개년의 변화를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직의사 영향요인을

추출하여 차별화된 연구를 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7가지 독립변인으로 각각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 종사

자의 이직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연구모형을 설정

하고 각 변인은 측정도구를 통해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종속변

수인 이직의사에 대한 독립변수는 인재우대 정책, 인적자원역량,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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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측면, 유연한 조직문화, 자율성, 평가 및 보상, 전문성 제고 등 7가지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직의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연령, 성별, 학력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는 일반적인 방법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약 결과,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 핵심인재를 조사대상자로 하여 종

속변수인 이직의사에 대해 7개의 독립변인을 선정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전체 7개의 가설 중에서 4개의 가설이 지지되고 있다. 이직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독립변수 가운데에서 인재우대 정책, 유연한 조

직문화, 평가 및 보상, 자율성 측면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이

나타났고, 인적자원역량, 의사소통 측면, 전문성 제고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미지정기업의 경우 의사소통 측면

이 이직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상이한

비교점이 도출되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가 상이한 점은 조사 대상자 및 직업적 환경

차이로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핵심인재는 이미

핵심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주로 신기술개발 및 기존의 핵심기술 관리를 주도한다. 또한 핵심인재는

희소성으로 인해 수시로 경쟁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이기 때문에

이직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경영자의 주도하에 핵심인재의 이직

방지를 위해 적절한 평가와 보상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이 필요

하며 보다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유지하며 이들을 관리해야할 것이다. 더

불어 자신의 전문성 제고, 경력개발 향상 기회를 위한 인사관리 부서의

역할 또한 필요하며 핵심인재로 하여금 이러한 관리 방안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에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

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으로써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직 시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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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던 일곱 가지의 다양한 변수 중에서 어떤 변인이 이직의사에 가

장 큰 영향요인이 되는지,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과 미지정기업간의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2009년도부터 2017년까지에 이어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 미국 등 선진국으로의 기술유출 배후자인 직원들의

이직의사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동일하게 보이듯이 평가 및 보상이 가

장 큰 영향요인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다음의 영향요인인 유연한 조직

문화, 자율성, 인재우대 정책에서 보이듯이, 일과 가정 양립, 상하관계의

유연함, 조직신뢰 및 업무 성취감 등이 조직구성원들이 이직의사를 덜

느끼는 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평가 및 보

상과 같은 외재적, 물리적인 보상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내재적인 심리적

인 보상도 중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3차년도 ~ 7차년도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국가핵심기술 지정기

업과 미지정기업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이어 2006년도부터 제정한 산업기술보호

법이 효과가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관련 국가, 산하기관들이 핵심인재들의 이직의사를 저지할만한

효과적인 유인책을 강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는 국가에 대한 효

율적인 법, 제도 및 조직관리 방안을 모색해야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있어서 이직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이 있음을 파악하여 선행연구에 따른 국한된 인적자원관리 변인이

아닌 새로운 변인을 탐구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이직의사에 더 큰 부

(-)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변수를 모색한다면 국가핵심기술 핵심인재

의 이직의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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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 종사자의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모색하고 모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과 미지정기업 간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변인이

가장 큰 이직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 종사자를 분석함에 있어서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을 조사하기 위해 전체 전국

기업 약 500개를 선정한 인적자본 기업패널 데이터 5개년치를 활용하였

다. 3차년도(2009년) 이후부터 2년마다 시행하여 5차년도(2017년)에 이르

기까지 약 5만여명의 기업 종사자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그러

나 본 연구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산업별 국

가핵심기술 지정·고시 14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이 다소 존재한

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관련 해당 지정기업으로 구분하여

포함시키거나 미지정기업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향후 이러한 연구 대상에 있어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만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전수 또는 부분 조사할 수 있는지와 조사 방법에 대한 엄밀

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해외 연구사례나 유사한 조사방법을 참고하여

보완해나갈 것이다.

둘째, 분석대상인 핵심인재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은 국가핵심

기술 지정기업에 해당하는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핵심인재라 함은 기업 내 월등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내 핵심정보를 다루는 인물을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핵심기술기업에 해당하는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핵심인재의 조작적 정

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변수의 설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는 국가핵심기술 지정기업 중에서도 핵심인재만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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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더 구체적인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이직의사 변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직의사 영향요인의 한계를 들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가 주

로 몇 가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특성에 그친 점을 보완하여 인재우대

정책, 인적자원역량, 의사 소통측면, 유연한 조직문화, 자율성, 평가 및

보상, 전문성 제고 등 다양한 영향요인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

가핵심기술 지정기업과 미지정기업과의 차이검증을 통한 이직의사 영향

요인에 대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음을 통해 이직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궁무진함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영향요인을 새롭게 모색하고 반영하려는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적 연구로서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

서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정보기관의 업무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

로 하기 때문에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실증적 조사 및 검증절차가 어려워

자료 수집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에 따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양적 연구를 도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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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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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at analyzing empirically determinants of turnover

intention of core talented working for the designated core technology

companies for preventing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n this study, among variables factors affecting such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those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of 'talented working for core technology, nam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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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talented' are figured out and their influences are analyzed. In

order to figure out direct technology leakage according to the 'former

and current' employees within the companies, main research objects

of the previous domestic and overseas studies, during the total 5

years of 2009, 2011, 2013, 2015, and 2017, the determinants of

turnover intention of members working for core companies are

analyzed. Data analysis extracted from the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survey was conducted using the STATA 15 statistics program.

Furthermore, seven various factors including human resource

capacity by HR department, respecting talented, human resource

capacity, and autonomy evaluation and compensation as well as

flexible organizational culture and communicative aspect, which were

not introduced in the previous studies, were categorized. In order to

study how seven determinants extracted affect turnover intention of

core talent, the framework of the study was drawn, and each variable

were set specifically through prior research . Dependent variable was

defined as 'turnover intention', the predicting variable for measuring

dislocation of members, the main cause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

and independent variables were defined as policy for respecting

talented, human resource capacity, communicative aspect, flexible

organizational culture, and raising expertise. And, in case of more

than two independent variables, in order to analyse comprehensively

the influences of various independent variables on dependent on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nd determinants for 5

years were drawn. Also, in order to figure out differences of

correlation factors of turnover intention of core talented working for

the designated core technology companies, F-test for verifying

differences through comparison wa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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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there are 4 variables including talent respecting

policies, human resource capacity, flexible organizational culture,

autonomy evaluation and compensation, have been verified as having

a nega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except for human resource

capacity, communicative aspects, raising expertise. Focusing on the

substantial meaning analysis of the estimated regression coefficients

of these variables, the hypothesis of the study about the determinants

of turnover intention of core talented was verified. Among the entire

7 hypotheses, six are supported, a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or 5

years, 'evaluation and compensation' have the biggest influences on

turnover intention.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correlation factors between the designated core companies and

non-designated ones except for communicative aspects.

By figuring out what are determinant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of core talented personnel who work for the designated core

technology companies, and how they affect through this study, it is

able to re-confirm the results form the domestic and overseas studies

with newly updated data. In addition, the study has huge

significances in seeking new analysis methods and conducting

empirical analysis such as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designated core technology companies and non-designated ones which

were not introduce before, and adding various determinants which

were not drawn in the past.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may be deduced. as the determinants of turnover, especially,

'evaluation and compensation'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of core

talented was most highly measured, it is necessary to conduc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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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accompanying the factors of technology leakages focusing on

external compensations. The restricting effects by powerful

punishment should be first, and then, the laws should be revised for

powerful punishment against leakag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it is required to manage human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satisfying the expected effects through securing inducement of core

talented through external compensations, as well.

Finally, as the differences of level of turnover intention and

determinants of turnover intention between designated core companies

and non-designated ones are not significant, the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industrial security since 2006 have no huge influences on

the intentions of turnover of core talen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related authorities will have positive measures such as

blocking overseas outflow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in industrial

secret protection center of NIS and reporting industrial spies,

management policies to designate national core technologies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education of technology

protection by KAITS, etc. If it is able to seek development of more

efficient and differentiated forms of core talented strategic human

resources management, it will be useful guideline for protecting and

preventing wrong leakage of main core industrial technologies the

base of 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keywords :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National Core

Technology, Designated Core Companies, Core

Talented Form of Human, Strategic Human

Resources Management,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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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한국직업능률개발원 5개년(09, 11, 13, 15, 17) 기업패널 조사

1. 독립변수

1) 인재우대 정책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 리더십 포함): 4문항

- 문 25 (1)(2)(3)(4) [w725_01/02/03/04]

2) 인적자원역량 (HR 부서): 8문항

- 문 6-1 (3) [w706_03]

- 문 6-1 (4) [w706_04]

- 문 6-2 (1)(2)(3)(4) [w706_05/0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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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8-1 (1)(2) [w708_01/02]

3) 의사소통 측면 (조직 및 상호신뢰, 의사결정 참여): 9문항

- 문 8-1 (3) [w708_03]

- 문 23 (4)(5)(6) [w723_04/05/06]

- 문 26 (1)(2)(3)(4)(6) [w726_01/02/03/04/06]

4) 유연한 조직문화 (관계지향): 6문항

- 문 27 (4)(5)(6) [w27_04/05/06]

-[역] 문 27 (7)(8)(9) [w27_07/08/09]



`

- 98 -

5) 자율성 (도전의식): 6문항

- 문 23 (1)(2)(3) [w723_01/02/03]

- 문 27 (1)(2)(3) [w727_01/02/03]

6) 평가 및 보상: 3문항

- 문 26 (5) [w726_05]

- 문 28 (2) [w728_02]

- 문 29 (5) [w729_05]

7) 전문성 제고 (과업문화, 교육훈련): 12문항

- 문 27 (10)(11)(12) [w727_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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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28 (1) [w728_01]

- 문 29 (6)(7) [w729_06/07]

- 문 12 (1)(2)(3)(4)(5)(6) [w12_01/02/03/04/05/06]

2. 종속변수

1) 이직의도: 4문항

- 문 29 (1)(2)(3)(4) [w729_01/0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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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1) 성별

DQ1 [w7_sex]

2) 연령

DQ2 (w7_birthy), (w7_birthm)

3) 학력

DQ4 [w7_edu]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국가핵심기술과 산업보안 
	2. 산업보안의 개념과 관련 법률 

	제 2 절 산업기술 유출 경로, 동기 및 사례 
	1. 산업기술 유출 경로 및 동기 
	2. 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사례 분석 

	제 3 절 핵심인재 인적자원관리 및 구성요소 
	1. 인적자원관리의 배경과 핵심인재의 중요성 
	2. 핵심인재의 이직 원인과 관리 
	3.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개념과 관리원칙 

	제 4 절 이직의사 
	1. 이직의사의 개념 
	2. 이직의사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문제와 분석틀 
	1. 연구문제 
	2. 연구의 분석틀 
	3.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제 2 절 변수의 선정과 측정 
	1. 종속변수 
	2. 독립변수 
	3. 통제변수 

	제 3 절 연구가설의 설정 
	1. 연구문제에 따른 가설설정 


	제 4 장 실증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2.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제 2 절 상관분석 결과 
	제 3 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1. 분석모형의 적합성 검정 
	2. 모델추정 
	3. 회귀분석 결과 
	4. 가설의 검증과 해석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startpage>11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5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8
 제 1 절 이론적 배경  8
  1. 국가핵심기술과 산업보안  8
  2. 산업보안의 개념과 관련 법률  10
 제 2 절 산업기술 유출 경로, 동기 및 사례  14
  1. 산업기술 유출 경로 및 동기  14
  2. 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사례 분석  15
 제 3 절 핵심인재 인적자원관리 및 구성요소  19
  1. 인적자원관리의 배경과 핵심인재의 중요성  19
  2. 핵심인재의 이직 원인과 관리  20
  3.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개념과 관리원칙  23
 제 4 절 이직의사  26
  1. 이직의사의 개념  26
  2. 이직의사 관련 선행연구 검토  27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31
 제 1 절 연구문제와 분석틀  31
  1. 연구문제  31
  2. 연구의 분석틀  31
  3.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32
 제 2 절 변수의 선정과 측정  34
  1. 종속변수  34
  2. 독립변수  35
  3. 통제변수  41
 제 3 절 연구가설의 설정  45
  1. 연구문제에 따른 가설설정  45
제 4 장 실증분석결과  52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52
  1.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52
  2.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53
 제 2 절 상관분석 결과  54
 제 3 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60
  1. 분석모형의 적합성 검정  60
  2. 모델추정  60
  3. 회귀분석 결과  64
  4. 가설의 검증과 해석  73
제 5 장 결론   78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78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81
참고문헌  83
Abstract  92
부록  96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