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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미트먼트의 類型別 相짧웹係와
離職意圖에 미치는影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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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論

Lawrence (l 958l 가 종업원의 조직목표에 대한 완전한 충성을 주제로 연구를 시작했

던 40여 년 전 보다 오늘날에는 조직 컴미트먼트 (organizational commitmentl 개념
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이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이러니

컬하게도 연구결과들의 통일성은 아직도 요원하다

Morrow (l 983l 가

「컴미트먼트의

정글」 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주제에 관한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도 마찬가지이다- 컴미트먼트의 정의와 측

정도구， 그리고 그 선행변수나 결과변수와의 관계가 그 어떤 조직연구 주제보다도 가장
불명확하고 혼동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Suliman

& Il s.

2000J.

어느 한 개념과 관련된 선행변수와 결과변수들의 복잡성은 사회과학 특히， 조직행동이
론 분야에서는 펼연적이고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컴미트먼트에 관한 한 그

주된 원인은 개념에 대한 통일성이 결핍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미 초창기부터
컴미트먼트는 그 정의의 다양성과 모호성 때문에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으며， 다
른 유사개념들(예 . 근속성향， 직무애착， 직무몽입， 충성도， 과업동기 등) 때문에 그 존

재를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것들과 통일개념으로 취급되기도 하며 혹은 서로 중복되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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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기도 하였다〔임창회. 1986J. 그 개엽과 측정도구의 종류는 오늘날에도 간단하게 정
리되지 않고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Suliman & Il s. 2000J.

그러나 얼마 전부터 몇몇 학자들은 점차 컴미트먼트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그 정의와
관련변수를 따로 따로 구분하여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Morrow.

1983: Bishop &

Scott. 2000J. 특히 Morrow는 그 개념을 경력， 직무， 직업윤리， 전문가， 조직이라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Morrow.

1983J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각각의 특별한 관점 내지 협의의 관점에서 자기 나름대로 컴미
트먼트를 정의하면서 그것과 결과변수와의 관계만 보았을 뿐 이들 개념을 종합하여 동시
에 연구하면서 각각의 개념에 대응하여 구성원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
는 별로 없었다 예를 들면 조직 컴미트먼트가 높으면 이직의도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경

력 컴미트먼트가 높고 조직 컴미트먼트가 낮으면 이직의도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조직 컴미트먼트가 높을 때 이직의도가 낮아지는지의 여부를 연구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컴미트먼트의 정글」 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컴미트먼트에 대한 개념을 더욱
세분화 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세분화된 개엽들이 결과변수인 다양한 조직행통을 예측
하는데 얼마나 더 정확한 것인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는 지금까지 독립
적으로 연구되어 온 다양한 컴미트먼트 하위개념들을 종합하여 이를 다시 유형화하고 각
유형들이 구성원의 이직행통에 영향을 미칠 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컴미트먼트 유형구분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해보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팀 컴
미트먼트의 개념을 구분하여 조직 컴미트먼트나 경력 컴미트먼트가 이직행동에 영향을
미철 때 그것이 이들 사이에서 이중적 조절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면 조직구성원 개인의 경력 컴미트먼트와 조직 컴미트먼트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은 많이 거론 되어왔고， 실증조사에서도 위의 두 가지 개념의

컴미트먼트에 대한 선행변수와 결과변수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많이 밝혀
져 왔다 [Becker. 1992: Ellemers & De Gilder. 1998J

그러나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이 두 가지 개념과는 별도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팀 단위의 컴미트먼트 역할이다 오늘날처럼 회사 조직 내에서 팀워을 중요시하고

구성원 개인의 업적평가나 보상이 팀 단위로 이루어진다면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컴미
트먼트 보다는 자기 팀에 대한 컴미트먼트가 더 조직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팀

林 昌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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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컴미트먼트와 조직수준의 컴미트먼트가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팀 컴미트먼트의 개념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Bishop et a l. (1 997) 과

Bishop & Scott(2000) 의 최근 연구를 보면 직무만족이나 조직갈등이 조직보다는 팀
과 더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팀에 충성하고， 동료를 부추기고 육성하고
도와주려는 태도는 조직에 충성하려는 태도나 경력에 몰입하려는 자세와는 구분해야 된
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재검증해보겠지만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이들을 여러 하위차원으
로 구분한 후 팀 컴미트먼트와 조직 컴미트먼트 그리고 경력 컴미트먼트와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개인수준의 경력 컴미트먼트와 조직수준의 조
직 컴미트먼트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Wallace

1995J 이들간의 상호영향관계 유무를 실증조사를 통해 검토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라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컴미트먼트의 하위개념들의 구분이 정당하다는 것도 간접적
으로 재 입증하는 셈이 될 것이다 또한 컴미트먼트의 대표적인 결과변수로서 이직의도
가 꾸준히 거론되어 오면서 조직 컴미트먼트의 향상은 이직률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있
었는데 경력 컴미트먼트나 팀 컴미트먼트의 개념을 구분하여 고려할 때 그 관계가 어떻
게 나타나는지 파악해 볼 것이다

n.
1.

理論的背景

컴미트먼트 유형 분류의 필요성

지난 40년 간 조직 컴미트먼트에 관한 연구접근 방법을 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

형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연구자들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다 (AlI en

&

Meyer. 1990)
우선 거래적(지속적， 도구적， 합리적) 접근이 있는데 이는 사람들의 조직 컴미트먼트
성향은 조직에 머물러 있는 것이 떠나는 것 보다 더 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는 것이다. 이들은 인간을 경제인 (economic man) 으로 보고， 조직에의 몰입정도는 조
직을 떠날 경우에 포기해야 되는 기득권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본다

이처럼 도구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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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 경제적 관점에서 인간행동을 설명하려는 경향은 Barnard 9.\- March

& Simon o]

말하는 유인 공헌 균형모텔이나. Homans(1961) 의 사회적 교환이론 (social exchange

theory) . 그 후 발전된 기대이론 (expectancy theory) 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
는데 이들에 의하변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될 노력과 보상을 비교하여 타산
이 맞거나 이익이 큰 경우에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혹시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행동

에 옮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 시점에서 중단할 경우 감수해야 할 매볼비
용 (sunk cost) 은 확실한 것이기에 크게 보이고. 행동을 계속해서 입게 될 손실은 불확
실하기 때문에 적게 보이므로 손실이 적은 쪽을 택하여 손해가 되더라도 행동을 계속하
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Allen & Meyer. 19901.

한편 감정적 접근은 조직 컴미트먼트를 조직에 대한 일체감. oij 착감， 충성심， 동일시 현

상이라고 정의한다 이 접근법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컴
미트먼트를

「조직성원이 그가 속한 조직에 노력과 충성을 기꺼이 바치려는 의욕J

인의 존재를 조직과 결합시키려는 태도J.

•

'개

'조직목적을 수용하려는 신념 J. 둥으로 정의한

다- 이러한 컴미트먼트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태
도는 본래 개인의 모범적이고 성설한 성격에서 나올 수도 있고. McClelland나 Herz

berg가 말하는 도전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나 좋은 작업분위기의 결과로서 형성되기
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적 캠미트먼트가 높은 사람은 조직의 가치관을 수용하고 헌

신적 노력을 할 것이며 (Mowday et a 1.. 19791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과 일체감을 형
성하거나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조직과 연계하려는 욕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규범적(도덕적) 접근은 조직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의무감에서 컴미트먼트가 발

현된다는 것이다- 조직에서의 사회화과정을 통해 조직에의 충성심이 야기되며 조직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섬껏 완수해야 한다는 내적인 가치체계가 높은 사람은 바로 규범적
컴미트먼트가 높다고 할 수 있다 (Weiner. 1982).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컴미트먼트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는 컴
미트먼트가 단순히 감정(태도)이나 경제적(도구적)관점이나 규범적(도덕적)목적으로 증
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연서 증대된다고 한다 (Allen

& Meyer. 19961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조직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표가 어우려진 집단이요
그 속의 여러 개인과 집단들의 목표들은 서로 상충되고 다양한 다차원적이 될 수 있다，

林

이때 누구의 목표에 대한 수용과 헌신이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읍

흙

191

그렇다보니 조직 컵미트

먼트의 개념을 위와 같이 세분화하고 보면 그 션행변수나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연 조직 컴미트먼트를 감정적으로 정의하면 조직성과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도구적이나 지속적 (continuance

commitment)

으로 정의한다면 반드시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마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Meyer et a l. (1 989) 연구에 의하면 조직성과와 감정적 컴미트먼트는 정(+ )의 상관관
계가 있지만 도구적
Lawson (1 994) 이나

컴미트먼트와는 오히려

Suliman &

부(- )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Angle &

I! s(2000) 도 감정적 컴미트먼트는 성과와 유관하지

만 도구적(지속적)컴미트먼트는 성과와 무관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한 결과들
은 비단 컴미트먼트의

1989J

개념을 세분화하지

못한데서

오기도 하겠지만 [Meyer

et a! ..

그 결과 변수인 조직성과 변수를 세분화하여 대응시키지 못한 데에도 이유가 있

는 것이다 [Ang!e

& Lawson. 1994J

결론적으로 볼 때 여기서도 개인의 목표와 조직목표 중 컴미트먼트의 대상과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릎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컴미트
먼트의 이러한 개념구분 없이 조직성과에의 영향유무를 논한다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조직성과 변수도 따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직 컴미트먼트 하위개념에

대응시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경력 킴미트먼트의 개념화

조직구성원이 직장생활에 헌신적 노력을 구사할 때 개인의 목표(승진， 경력개발 둥)때
문인지 아니면 조직의 목표(회사의 목표달성 혹은 부서의 목표달성)때문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조직의 공동목표달성은 개인들이 각자 동료를 서로 돕고 협조할 때

더욱 효과적인데 이것이 개인의 목표와 상충될 때도 있기 때문에 개인중심의 컴미트먼트
와 조직중심의 컴미트먼트를 동일시한다면 그 결과변수인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무

리가 있을 수 있다

물론 회사입장에서는 개인적 승친과 경력개발을 목표로 한 직무몰엽

이나 조직 공동목표달성을 위한 조직볼입， 둘 다 필요한 것일지라도 컴미트먼트의 결과
변수로서의 행동이 탈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은 구분되어야 한다. 일찍이

George

& Bettenhaus (1 99이는

개인의 성과와 팀의 성과에 대한 측정지표는 서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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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이라고 주장한다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는 무관하게 회사와 조직에

대한 몰입이 남다르게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과엽 컴미트먼트 (task

or job

commitment) 가 극히 작더라도 직장 컴미트먼트 (organizational commitment) 는 크

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과업 컴미트먼트가 큰 사람과 직장 컴미트먼트가 큰 사람의 행똥
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컴미트먼트가 경력욕구 충족행동이나 직무중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금까

지의 연구에서 개념정의의 혼동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직업에 몰입하
는 것 [Arnold ， 1990J 과 단순히 회사 일에 볼입하는 것 [Noe ， 1996J 을 구분하여 연구
하기는 했지만 경력몰입의 개념을 특별히 구분한 연구는 적고 기존의 연구자들은 이 개
념을 직업몰입과 회사몰입에 공통적으로 삽입하여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직업 컴마트먼트 (occupational commitment) 라는 개념을 별개로 정의하

여 과업 컴미트먼트와 구별하여 연구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 [Meyer et a l. 1993J ,
또 다른 연구7.]들은 컴미트먼트를 직업 (occupational) ,
zationa]) 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I rving ，

직무(j ob) ，

조직 (organi

Coleman & Cooper , 1997 1. 이렇게 구

분하여 측정한 후 그 결과변수인 구체적 행동양식과의 관계를 살피면 더욱 정확한 상관관
계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직업 컴미트먼트가 높은 사람은 그 행동에 있어서

자기 개발이나 더 많은 교육 훈련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Aryee

& Tan , 1992 1.

따라서 컴미트먼트 개념을 세분화한다면 그 결과변수나 원인 변수와의 관계도 좀 더
명확해지고 일관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자신을 회사

일에 몰입시킬 때 개인적으로 경력을 쌓기 위한 몰입인지 [Noe ，

1996J 직장에 충성하기

위한 헌신인지 구별할 펼요가 있는데 전자를 경력 컴미트먼트 (career

commitment) ,

후자를 조직 컴미트먼트 (organizational commitment) 로 구분해야 하는데 그러한 시

도는 많이 있었다 [Blau ， 1989: Ha l! et al .. 1996 1. 경력 컴미트먼트와 조직 컴미트
먼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가 후자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라서 경력 컴미트먼
트는 현재 소속된 조직에 국한되지 않고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니더라도 높은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Hall
물론 경력

컴미트먼트에

Porter et a l. (974) 은

et a l. 1996J

대한 개념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는 않았다.

조직 컴미트먼트를 측정하는 설문내용에 조직이란 말과 다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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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란 말을 별도로 삽입함으로써 조직 컴미트먼트와 직업 컴미트먼트를 구분하기 시

작했고， 그 후 이와 유사개념으로 경력통기 (career motivation) (London , 1983J , 직
업 컴미트먼트 (occupational commitment)(Meyer et a 1., 1993; Irving , Coleman

& Cooper , 1997J 등으로 불리워져 왔다- 특히 Blau (1 989) 는 경력 컴미트먼트와 전
문가 컴미트먼트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그가 개발한 척도는 그 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Bedian et a 1., 1991J

직업 내지 전문가 컴미트먼트 (occupational or professional commitment) 와 경력
컴미트먼트 (career commitment) 의 구분은 전자가 자신의 직엽이나 전문성에 몰두하는

것이고 후자는 자신의 직장경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경력 컴미트먼트가 높은 사람은 기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크고 직
무도 이것저것 옮겨다니며 경력을 넓히려 한다든가 직무에 몰입하는 경향도 높을 것이다
〔장은미 , 1997J ,

한편 경력 컴미트먼트를 조직 컴미트먼트와 독립적 개념으로 분류해내더라도 조직 컴

미트먼트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조사결과들은 매우 혼란스러운데 이는
연구자들이

선택한 조직

유효성

변수가 혼란스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Bishop &

Scott , 2000J 아직도 조직 컴미트먼트의 개념의 세분화와 구체화 작업이 덜 되었기 때
문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몇몇 연구자들은 팀(집단)이라는 새로운 컴미트먼트 차원을
구별해 내기 시작하였다 (Hunt & Morgan , 1994J ,

3

팀 컴미트먼트의 개념화

앞에서 논의한 경력 컴미트먼트는 조직구성원들이 조직목표보다는 개인목표를 더 우선
한다는 태도에서 발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팀의 목표를 우선 하고 팀
의 가치를 수용하고 팀에 헌신하는 컴미트먼트 개념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Becker ( 1992) 의 연구에 의하면 구성원들이 집단동료나 집단에 컴미트먼트 할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역시 동료와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컴미트먼트 대신 세분화된 컴미트먼트(경영진에 대한，

감독자에 대한. 동료에 대한)를 따로따로 측정한다면 구체적 결과행동을 더 많이 설명해
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예를들어 동료집단에 대한 컴미트먼트와 조직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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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컴미트먼트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Hunt

&

Morgan. 1994J. 그러나 그들은 동료집단에 대한 컴미트먼트를 무엇으로 측정해야 하
는 지에 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Bishop

& Scott(2000) 는 팅

컴미트먼트와 조직 컴미트먼트를 구별하면서 동료에 대한 만족이나 상호관계는 전자에，
리더십에 대한 만족이나 자원분배와 관련된 태도는 후자에 더 많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여 이들에 대한 원인변수 구별에 일조를 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 팀제의 도입으로 팀별 성과 측정과 팀 성과를 기준

으로 하는 임금책정 제도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조직구성원들은 자의반 타의
반으로 인정하고 있는 셉이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인사고과가 과거처럼 상급자에 의

해 행해지던지 근속년수에 의한 연공제로 결정되기보다는 주변 팀원들의 의견이 다면평

가제도나 360도 고과제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평
가요소 자체도 과거의 개인적 업적이나 능력보다도 팀원 상호간에 어느 정도 협력하고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는지 등으로 변해 가고 있다.

따라서 구성왼들은 자신의 업무와 회사 일에 몰입하는 이외에 팀 구성원들인 동료나
부서원들에게 몰입하는 경향이 증대된다

또한 성과배분도 개인적 엽적에 의해서보다는

팀 업적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라면 개인의 목표나 조직의 목표보다도 팀 목표 달성을 위
해 더욱 노력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팀 수준의 컴미트먼트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거
론되어 오던 경력 컴미트먼트나 직업 컴미트먼트나 조직수준의 컴미트먼트와는 독립된
별개의 개념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Waddock( 1999) 은 최근 연구에서 조직내의 공

동체의식이 다른 어떤 변수보다 조직성과와 관련이 깊은데 많은 조직이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자신의 팀에 대한 공동체 욕구 (needs to belong to community)
를 조직성과의 핵심적 선행변수로 여긴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Steers (1 977) 는 동료들 사이의 긍정적인 태도가 컴미트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임파워먼트된 팀 동료들은 서
로간에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이것이 바로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부서

에 지속적으로 몰입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이 서로간의 신뢰를 인지할 경우
부서에의 몰입이 더욱 증대된다는 연구결과는 그 외에도 많이 었다‘ 일찌기

Wall et

a l. (1 986) 이나 Hackman (1 987) 도 컴미트먼트의 영향력은 조직 전체보다 팀에서 더욱
강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Bishop & Scott(2000) 은 팀의 멤버십은 팀 볼업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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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조직수준의 볼입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

다. 또한 조직문화보다는 부서나 팀의 문화 (subculturel 가 개인의 조직 컴미트먼트에
영향을 더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Lok.

1999J 여기서 우리는 팀 컴미트먼트의 독립적

인 개념과 그 역할을 추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4.

팀 컴미트먼트의 조절적 역할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의 경력에 대한 컴미트먼트， 팀에 대한 컴미트먼트 그리고 조직
에 대한 컴미트먼트는 서로 독립된 개념이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찬성하지만 [Morrow.

1983: Bishop & Scott. 2000J

이들 개념간의 관계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데에

는 각기 주장들이 다르며 또한 그 결과변수인 구체적인 행동과의 상관관계도 일치된 결과
를 찾아보기 힘들다우선 경력 컴미트먼트와 조직 컴미트먼트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연구자들의 의견은 매

우 다르다 경력 컴미트먼트가 높은 사람은 조직 캠미트먼트가 오히려 낮다는 주장이 있
는 반면 [Wallace.

1995J

경력 컴미트먼트와 조직 컴마트먼트는 정(

+ l의

관계가 있다

는 주장도 많다. 즉 조직 구성원들도 현 조직에 대한 컴미트먼트가 높아질수록 자기자신
의 경력에 더욱 몰입하거나 [Aryee

& Tan. 1992J

자신의 직엽에 대한 컴미트먼트가

높을수록 자기가 속한 조직에 더욱 충성하게 된다고 한다조직 컴미트먼트의 선행변수에 대한 연구에서 여러 다양한 변수들이 거론되어 왔는데

[Mathieu & Zajac. 1990J

그 중에서 조직의 경력관련 정책이 조직 컴미트먼트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많이 제기되었다- 즉 내부승진， 훈련 및 개발， 고용안정.
경력에 관한 상사의 지왼 및 협조 정도는 사원들의 태도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장은미

1997]. 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회사가 승진정책과 같은 자신의 경력과

관계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느낄 때 조직에이 볼엽이 증대된다는 사설올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설로 미루어 볼 때 개인의 경력에 대한 컴미트먼트가 클수록 조직에 대한 볼
입도 높아진다는 주장이 더욱 타당성 있게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더욱 확실한

검토를 해보기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경력 컴미트먼트와 조직 컴미트먼트가 그저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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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팀 컴미트먼트의 조절역할을 받을 것이라는데 연구포인트를 두고 있다. 경력 컴미

트먼트가 높을수록 조직 컴미트먼트가 높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력활동을 통하여 경
력수준을 높일 수 있는데 이러한 경력활동은 조직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경력에 대한 욕구가 강하더라도 팀에 대

한 컴미트먼트가 평소 낮은 사람은 자신의 경력활동이 팀의 협조의 영향을 받아 성공적
으로 경력향상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덜할 것이기 때문에 조직충성으로 이어지기가 어
려울 것이다

반대로 팀 컴미트먼트의 수준이 높은 상황이라면 강한 경력욕구는 팀 협력

을 통해 더 빨리 달성될 수 있다고 인식하기에 그 만큼 조직헌신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팀 컴미트먼트 수준에 따라 경력 컴미트먼트의 조직 컴미트먼트에

미치는 영향력 수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직 컴미트먼트와 조직성과와의 관계에도 팀 컴미트먼트가 조절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컴미트먼트와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은 서로 매우 상

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연구에서는 컴미트먼트는 조직성과를 6% 만 설명

하고 있으며 [Keller.

1997J.

다른 연구에서는 감정적 (affective) 컴미트먼트가 조직성과

를 18% 정도 설명하고 있다 [Caruana

그러나 규범적 (normative) . 유

et a! .. 1997J

지적 (continuance) 컴미트먼트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Meyer et a l. (1 989) 의

연구에서도 감정적 컴미트먼트는 조직성과와 정(+ )의 관계를 갖지만 유지적 캠미트먼트
는 부(-)의 관계를 가진다.
이처럼 양자간의 관계가 연구자 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조직 컴미트먼트의
개염구분이 통일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Meyer

et a l.. 1989J

구가 통일되지 않은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Ang!e &

조직성과의 측정도

Lawson. 1994J 따라서 컴미

트먼트의 개념 구분뿐만 아니라 결과변수인 조직성과 측정도구의 구분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즉 결과변수인 조직성과 측정변수도 각 컴미트먼트 유형에 맞게 구분하여 대웅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Ang!e

& Lawson. 1994J.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조직 컴

미트먼트는 협의로 해석하여 감정적， 규범적 접근을 배제하고 도구척， 지속적 접근을 따

를 것이며 그 결과변수로서 구성원의 이직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할 것이다
조직 컴미트먼트가 이직의도나 결근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되

어왔다 [Morrow.

1983J

‘

실제의

이직행통을 예측하는 변수로서

intention) 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도 입증되어 있다 [Bedeian

이직의도 (turnover

et a l. 1991 J.

그 이유

林 昌 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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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컴미트먼트된 조직 구성원들은 만족하기 때문에(감정적 관점) . 그리고 떠나면 손해이
기

때문에(거래적

관점)

조직에 남아 있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Allen

& Meyer.

1990J
한편， 조직 컴미트먼트의 결과변수를 이직행동에만 국한하여 생각한다면 조직 컴미트
먼트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팀 컴미트먼트의 조절역할을 가정해볼 수 있는데 왜
냐하면 팀에 대한 강한 컴미트먼트를 가진 사람의 경우 조직 컴미트먼트가 낮다고 해도
이직을 쉽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지만 팀 컴미트먼트가 낮은 사람이라면 조직 컴미트먼트
가 낮을 때 바로 이직행동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rn. 昭웠聽과冊究方法
1.

연구모형과 가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새롭게 개념화한 팀 컴미트먼트는 경

력 컴미트먼트와 조직 컴미트먼트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 컴미트먼
트와 그 결과변수인 이직의도와의 관계에도 조절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설을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변수들간의 상호관계를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앞에서의 토론을 토대로 연구문제를 정리한다면 개인의 경력 컴미트먼트가 조직 컴미

트먼트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팀 컴미트먼트 수준의 크기에 따라 그 영향

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으며 이어서 조직 컴미트먼트가 이직행동을 감
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역시 팀 컴미트먼트 수준에 따라 그 영향력은 조절을 받는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팀 캠미트먼트라는 하나의 조절변수가 경력 컴미트먼트

와 조직 컴미트먼트 그리고 이직의도라는 일련의 영향관계에서 두 단계 모두에게 영향력

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이중 조절효과[I gbaria.

Parasuraman & Badawy.

1994J 를 검증하려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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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정력 컴마트먼트

1)

연구모형
이직의도

조직 캠마트먼트

팅 캠미트먼트

가설 1

컴미트먼트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경력 컴미트먼트， 팀 캠
미트먼트， 조직 컴미트먼트는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다

가설 2 : 경력 컴미트먼트와 조직 컴미트먼트는 서로 정( +)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경력 컴미트먼트가 높은 사람은 조직 컴미트먼트도 높을 것이다

가셜 3

팀 컴미트먼트는 경력 컴미트먼트와 조직 컴미트먼트의 상관관계를 조절할 것
이다 즉， 경력 컴미트먼트의 조직 컴미트먼트에 대한 영향력은 팀 캠미트먼트

가 높은 사람의 경우가 낮은 사람의 경우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가설 4

팀 컴미트먼트는 조직 캠미트먼트와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조직 컴미트먼트가 높아도 팀 컴미트먼트가 높은 경우에는 이직의도가
별로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2. 변수의 측정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표본은 사기업과 공기업의 약 30여 개 엽체

사왼 400명을 대상으로 배포

된 설문 중 290매를 회수하여 282매를 분석자료로 삼았다

표본은 주로 20. 30대의

웅답자로 구성되어 있고 냥， 녀 성비는 64:36 이며 학력 수준은 고졸이하 15%. 전문대

13%. 대졸이상이 72% 이었다 그리고 직장 근속년수도 2년 이하 14%. 2-5년이 36%.
5년 이상이 50% 로서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조직 컴마트먼트와 구별되는 경력 컴미트먼트와 팀 컴미트먼트를

대표할 수 있는 측정설문의 선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컴미트먼트 측정에 사용
되었던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Mowday et a l.. 1979J

와 기타 연구 [Becker. 1992J 의 설문들을 종합하여 그 항목들 중에서 경력 컴미트먼트，
팀

컴미트먼트， 조직

캠미트먼트를 구별해 줄 수 있는 대표설문 197R 를 선정하여

林

Likert 5점 척도(전혀 아님

1 , 매우 그러함

읍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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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 질문하였다. 물론 응답오류를 피하

지 의해 모든 문항들은 교차적으로 혼합 배열하였다

。 1 식의도 (turnover intention) 에 대한 측정은 이직을 원하는 정도， 이직을 고려해본

경험이 있는지의 정도， 그라고 이직하려는 의향이 있는 지를 칠문하는 Mobley et
a l. (1 978) 의 세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컴미트먼트 개념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조직 컴미트먼트와 이직의도에 대한 팀 컴미트

먼트의 이중조절역할 여부를 검정하기 위한 통계분석은 SPSS 10.0 통계 패키지를 이용

해 분석하였다- 컴미트먼트 개념이 개인수준， 팀 수준， 조직수준으로 제대로 구분할 수 있
는 것인지 기존연구결과들을 재검증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변수들에 대한 측정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든 변수를 통합히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별
항목을 대상으로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2개 항목을 제거하고 경력
컴미트먼트 7개 항목 (Cronbach a =.7648) , 팀 캠미트먼트 4개 항목 (a =.7661) , 조직

컴미트먼트 6개항목 ( a 二‘ 8297) 의 합으로 복합지표화 허여 각 유형변수로 사용하였다.
컴미트먼트의 각 유형과 이직의도로 연결되는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상관관계를 분석

하고 팀 컴미트먼트의 이중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절변수의 영향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계층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조절변수의 크기가 크고 작은 두 집단의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비교하는 하위집단 상관관계분석 보다 통계적 강도가 더 강
하다고 한다 [Cohen

& Cohen.

1983J 그리고 본 연구의 경우 조절변수인 팀 컴미트먼트

를 연속척도인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기에 조절회귀분석 방법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을 사용하였으며 [Baron & Kenny , 1986J 이 과정에서 단지 주효과 (main

effect) 항목만을 포함하는 제한된 회귀모형 (restricted regression model)과 주효과 및

상호작용(i nteraction) 항목을 포함하는 전 구조의 회귀모형 (full regression model)을 만
들어 이 두 모형의 계산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주표과를 제거한 상호작용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후 추가된 회귀식의 설명력 증가분(Li R 2 ) 을 F검증으로 유의성을 살펴보았고 이와 병행
하여 상호작용항의 조정된 β 계수의 t검증도 실시하여 유의성을 삼펴보았다.

그리고 여러 항목 (multiplicative term) 으로 구성된 다중회귀모형의 한계인 다중공선
성 (multicollinearity) 과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작

용변수를 구성하는 개별항목들의 값을 평균치를 중심으로 중심화 (center) 시켰다 즉 설

저l 측정치와 평균치와의 편차를 독립변수화하여 이들 변수의 평균값은 모두 0 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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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들 중심화된 독립변수와 경력몰입의 상호작용항을 회귀분석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IV.
1

몫倚鎬果

기본분석

컴미트먼트 관련 설문 문항은 모두 Likert의 5점척도를 사용했는데 부적격한 2개 항목

을 제외한 총 17문항의 각 평균은 2 .44에서 3.97까지 분포되어 있고， 표준편차는 .75에
서

98까지 분포되어 있기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변수

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의 내적 일관성 검사법

Ci nternal consistency

nethod) 을 사용했는데 계수의 값이 〈표 1)에 나타나 있는데 계수의 값이 0.70 이상이므
신뢰성 수준은 모두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다.
〈표 1) 설문항목과 신뢰도
컴미트먼트

설문항목

수준

경력
컴미트먼트

1
2
3
4.
5
6
7

Cronbach's
a

직장에서의 경력과 경험 쌓기는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
숭진과 경력증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심이 많다
경력과 숭진으로 미래 나의 꿈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직장생활의 성공여부는 실력향상과 경력숭진에 많이 좌우된다나의 실력향상을 위해서라면 야근도 불사하겠다

.7648

경력에 도웅이 된다연 어떤 훈련이라도 받겠다
엽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경력향상에 도웅이 된다면 해야한다

1. 부서(팀)의 화합을 위해서라면 회생을 감수하겠다
팀
컴미트먼트

2 나 개인보다도 나의 부서(팀)원들 모두가 청찬 받아야 한다.
3 나는 부서(팀)원들과 항상 잘 통한다
4 나 개인보다도 나의 부서(팀)의 성과가 커야 한다

.7661

1. 부서(팀)가 아니라 이 회사가 내게 의미가 크다
조직
컴미트먼트

2 부서보다도 이 조직파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싶다
3 부서보다 이 조직에 대한 나의 애착심은 대단하다4. 이 회사는 내 가족의 일부와 같다
5. 이 회사 외에는 마음불일 다른 회사(조직)가 없을 것 같다
6 조직의 일이 나의 일처럼 느낀다，

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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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9개 항목으로 구성된 컴미트먼트 질문에 대한 웅답결과를 요인분석한 결과 각 유

형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2개 항목을 제거하고 나머지 17 개 항목을 모두 넣고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측정치가 단일원천으로부터 조사된 것이므로

Podsakoff

&

ürgan (l 986l 이 지적하는 공통방법변량 (common method variancel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기에 모든 항목을 넣은 채 1 요인검증을 실시했다. 만일 공통방법변량으로 인
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전체문항이 결국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나든지 일련의 문항들에 대한

대부분의 변이를 설명하는 유일하거나 공통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지만 회전되지 않은 요인
해법에서 이러한 현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공통방법변량이 본 연구의 취지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암시해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표

2>

컵미트먼트 항목들의 요인분석

셜문항목

조직 컴미트먼트

경력 컴미트먼트

팀 컴미트먼트

Communality

ORGl
ORG2
ORG3
ORG4
ORG5
ORG6
CARl
CAR2
CAR3
CAR4
CAR5
CAR6
CAR7
TEMl
TEM2
TEM3
TEM4
Eigen Value
% of Variance
Cumulative %

:rl8청

.171
.135
154
063
-.026
286

.193
273
219
072
207
069
-.222
.228
357
.124
.4 62
-.039
146
, 767

, 679
.603
576
494
470
453
579
513
583
.396
547
.521
.217
.654
.619
.503
.546

mJ!앓

ilj:J;:Ill
、 696
161~

f!)@5
.239
-.017
.154
094
053
442
079
219
337
078
385
3.514
20.673
20.673

~옳양
，뿔훔홉

!k'~t앙흉

‘;짧m
\，~!)75
잉 jf[;f9

꺼436

130
019
303
191
2.886
16.974
37.647

‘

~7n

:ì3S7
:601
2.554
15.022
52.669

‘

결과적으로 〈표 2) 에 나타나 있는 대로 각 요인들은 3.51 에서 2.55 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아이겐 값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3 개 요인은 전체변량에 대하여 경력 컴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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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트가 20.67% 팀 컴미트먼트가 16.97%. 그리고 조직 컴미트먼트가 15.02% 를 설명
하고 있으며 이들 총 3개 컴미트먼트요인이 전체변량의 52.67% 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각 유형에 소속되는 항목들은 각각 독립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비교적 경력 컴미트먼트， 팀 컴미트먼트， 조직 컴미트먼트를 구분하여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의 〈가설 1)에서 제안했듯이 그 통안 종합적 컴미트

먼트로만 측정했던 것을 경력 차원， 팀 차원， 조직전체 차원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모형에 제시된 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 에 제시되어 있는데
서로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가설 2) 에서 제시되었던 경력 컴미

트먼트와 조직 컴미트먼트간의 정(+ )의 상관관계 (r = .4 37. p( 000) 는 기존의 연구결
과 (Blau. 1989: Aryee

& Tan. 1992) 와 일치됨을 알 수 있었으며 동시에 경력 컴미

트먼트가 강하면 조직 컴미트먼트는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 [Morrow.

1983: Wallace

1995) 은 일단 거부되었다.

〈표
컴미트먼 E

수준
경력
컴미트먼트

팀 캠미트먼트 l
조직

컴미트먼 E
이직의도
※ 5점 척도임，

2.

I

3)

변수들의 통계치와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

력
팀
컴미트먼트 컴미 E 먼 E

l

조직
컴미 E 먼 E

평균

표준편차

3.57

56

l. 000

3 .4 7

61

460**

l. 000

2.92

69

437**

537**

l. 000

3.05

69

-.149*

-.154**

-.376**

I

01 직의도

l. 000

** P(O.Ol. ‘ P(0.05

팀 컴미트먼트의 조절효과 분석

〈가젤 3)은 팀 컴미트먼트가 큰 사람일수록 경력 캠미트먼트가 조직 컴미트먼트에 미치
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설정되었는데 이를 검정하기 위해 세 단계의 회귀분석을 활용하였

다.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단순효과를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관찰한 다음 조절

林 읍

변수를 더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관계에서는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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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변수를 포함시켜서 설명력의 증가분을 관찰함으로써 조절효과 유무를 판단하였다

ORG=

βo

+

βlCAR

+

β2TEM

(ORG ‘ 조직 컴미트먼트. CAR

+

β3CAR

x TEM

경력 컴미트먼트. TEM: 팀 컴미트먼트)

이 회귀방정식에서 팀 컴미트먼트 (TEM) 가 높을수록 경력 캠미트먼트 (CAR) 가 조직 컴미
트먼트 (ORG) 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TEM의 값이 작을 때보다 클 때 단

위당 CAR변화량에 대응하는 단위당 ORG변화량이 보다 커야 하므로 상호작용항 (CAR x
TEM) 의 β3가 정(+ )의 값으로 나타나고 통계적 a로 유의하면 〈가설 3)은 지지되는 것이다

〈가설 3)의 검정을 위해서는 조정된 Beta계수에 대한 t값의 유의성 유무와 그 방향

(+ .-)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과연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추가시켰을 때 종속

변수에 대한 설명력(R2) 의 증가 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
2
해 R 의 증가분 (L1 R2) 을 계산하였다 조직 컴미트먼트를 종속변수로 하고 경력 컴미트

먼트변수 한 개를 독립 변수로 투입하여 R 2 값을 산출하고 다음으로 위의 회귀식에 텀
컴미트먼트항， 그리고 경력 컴미트먼트와 팀 컴미트먼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2
R 값

을 산정한 후 상호작용항 추가시의 R 2 값의 증가분 ( L1 R2) 이 유의미한 지를 F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4) 에 나타나 있듯이 두 변수의 영향관계에서 경력 컴미트먼트와 팀 컴미

트먼트의 상호작용항을 추가시켰을 때 0.018 만큼의 R 2 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 증가
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5)

물론 이 유의성은 상호작용항의 조정된 Beta

계수 t 값의 유의성과 유사하였다‘

〈표

4)

종속변수

경력 컴미트먼트와 조직 컴미트먼트의 관계에 미치는 팀 컴미트먼트의 조절효과
독립변수

경력
조직
컴미트먼 E

컴미트먼트 (A)

팀 컴미드먼트(B)

(A) x (B)

• p ( .05. •• p ( .01

Beta

t값

유의도

2

R

L1 R 2

-.4 19

1.797

073

188

289

1.1 51

251

329

141 “

1.1 84

2.912

004

347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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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호작용항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정(+ )의 방향으로 된 것으로 보아 팀 컴미트

먼트 수준이 높을수록 경력 컴미트먼트의 조직 컴미트먼트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가셜 3) 이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

론 상호작용항을 추가하기 전에 팀 컴미트먼트항 만 추가했을 때의 설명력 증가분이 매

우 유의적(.1 4 1. p(.OO )이었는데 이로써 팀 컴미트먼트만으로도 조직 컴미트먼트에 막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설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소 팀 컴미트먼트가 높아서 팀 협력과 지원에 정열을 쏟는
사람은 열심히만 하면 팀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높은 경력욕구가 채워질 것이라고 보아
조직에의 헌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평소 팀 활통에 몰입하지
않는 사람은 조직에 헌신하더라도 경력증진이나 경력욕구 달성이 어렵다고 느껴지기에

조직 컴미트먼트에 그리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팀 컴마트먼트가 낮으면 조직 컴미트먼트는

즉 경력 컴미트먼트가 높아도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 4) 의 검정을 위해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정된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즉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서 조직 컴미트먼트， 팀 컴미트먼트， 그리고 조

직 컴미트먼트와 팀 컴미트먼트의 상호작용 항을 순차적으로 대입한 회귀분석 결과의 표
준화된 회귀계수의 방향성(+.-)과 유의성을 관찰하였고 각 방정식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의 증가분을 관찰하였다.

〈표 5) 에서 보듯이 Beta 값은

+ l. 335 로 .001%

유의 수준에서 의미가 있으며 설명

력의 증가분(L::， R 2 =.03 1. P(.Ol) 도 유의적이었다- 이는 조직 컴미트먼트가 높을 때 이
직의도가 낮아지기는 하지만 이때에도 평소 팀 컴미트먼트가 낮은 사람이라면 이직의도
는 별로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 컴미트먼트가 낮아서 이직

의도가 높아질 때에도 평소 팀 컴미트먼트가 강한 사람의 경우 낮은 조직 컴미트먼트로

〈표
종속변수

5)

조직 컴미트먼트와 이직의도 사이의 팀 컴미트먼트의 조절효과

독립변수
조직

컴미트먼트 (A)
팀

이직의도

컴미트먼트(B)

(A)

'p(.Ol.

x (B)

Beta

L1 R

2

-1. 316

-.527

-2.816

005

.139

.001

1. 335

3.383

001

170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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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빠른 이직의도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설 4> 도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v.

結

論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조직 컴미트먼트 중 팀 컴미트먼트와 경력 컴미트

먼트를 구별하여 개념화하고 이들 하위개념들 상호간의 관계， 그리고 캠미트먼트의 대표
적 결과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밝히려 한 것이다. 우선 요인분석 결
과 우리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에 근무하면서 지신의 경력에 대한 컴미트먼트， 자기 부
서에 대한 컴미트먼트， 그리고 조직전체에 대한 컴미트먼트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는사실을확인하였다.

이들 상호간에는 물론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팀이 모여서 조직전체를 구성한다
는 점이나 경력실현의 장이 조직내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개념들간의 상
호 중첩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여진다팀 컴미트먼트가 구성원의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조직 컴미트먼트의 영향력을 조절한다는 사실은 기업조직의 실무자들에게 그 팀의 중요
성을 재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한편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때 그 태도 중에서 조직 컴미트먼트를 중요변수로 보았으
나 그 이변에 또 다른 형태의 개인적 변수인 경력 컴미트먼트와 팀 컴미트먼트가 존재한

다는 사설을 확인함으로써 조직 컴미트먼트 뿐만 아니라 팀 컴미트먼트를 향상시키는 방
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조직 컴미트먼트와 다른 결과 변수틀간의 관계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데 반하
여 컴미트먼트 개념의 유형화는 이를 세분화하고 더 구체적인 결과변수들과의 관계를 정

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예를 들면 어떤 특정의 태도나 행동은 조직 컴
미트먼트와는 무관하지만 팀 컴마트먼트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구성원의 이직성향만을 고려했지만 앞으로 결근률， 직무만족 둥 다양한 조직행
동변수와의 관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유형화한 각각의 컴미트먼트 차
원들이 여러 가지 조직행동들과 가지는 영향관계가 뚜렷이 구별되어야 그 유형화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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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인데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어졌다

본 연구의 한계라면 설문지 분석자료만 이용함으로써 오는 오류를 피하지 못하였기에

응답자에 대한 섬층인터뷰 같은 질적 방볍을 통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직의도를 이
직행동으로 관찰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한계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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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fic Forms of Commitment and
Their Impacts on Turnover Intention
Chang-Hee Im*
ABSTRACT
The first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measure to
distinguish three specific forms of commitment. And the second aim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role of team oriented commit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oriented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 and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m ong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business companies'

population

(N=282). career and team oriented commitment were assessed. in addition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Factor analysis supported the proposed distinction among the three
specific forms of commitment at the measurement level. Furthermore.
results also show that oriented commitment moderated the effect of career
oriented commitmen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eam commitment
on turnover intention. Conceptu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needs are discuss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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