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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인적자원개발은 기업

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요 흐름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주요 분석대

상인 밀레니엄 세대는 기존 세대와는 매우 다른 차별화 된 행동양식을 보

이고 있으며, 향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노동력의 중심이자 핵심적 역할

을 기대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해당 세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이다. 아울러 현대사회에서 직장은 삶의 터전이며, 인간은 여가활동에 참여

하려는 본질적 속성을 지니고 있고, 과업 이외의 시간활용 문제는 구성원

의 사기 및 근로의욕에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밀레니엄 세대를 대상으로 조직의 발전에 핵심적인 요

소인 집단응집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개념 및 세대 특성 파

악을 위하여 적응력, 네트워크 개념에 대해 스포츠 참여유형 및 여가만족

에 따른 해당 변인들의 영향을 알아봄과 동시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총 371부를 최종 분석

에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0, IBM SPSS

AMOS 20 프로그램으로 기술 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다

중회귀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의 적응력, 집단응집성, 조직몰

입, 직무만족 보상, 도전성, 정책요인은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 및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네트워크와 직무만족 친화도 요인에

서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와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는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아울러 직무만족 친화도 요인에서는 직장 내 스포

츠 참여자가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직무스트

레스 환경, 직무 자체 요인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직무스트레스 역할 요인에서는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가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넷째,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는 비스

포츠 동호회 참여자 및 동호회 비참여자에 비해 적응력, 네트워크, 집단응

집성, 조직몰입,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에서는 환경 및

직무자체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역할 요인에서는 직장 내 스

포츠 동호회 참여자가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다

섯째, 여가만족이 각각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 적응력

에서는 여가만족의 심리 및 정서 요인, 네트워크에서는 사회 및 정서 요인,

집단응집성에서는 사회 및 정서요인, 조직몰입에서는 사회 및 심미 요인,

직무만족 보상요인에서는 사회요인, 직무만족 친화도 요인에서는 사회 및

정서 요인, 직무만족 도전성 요인에서는 사회 및 정서 요인, 직무만족 정책

요인에서는 사회 및 심미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만족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는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 직장 내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 및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적응력, 네트워크, 집



단응집성,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 일부 요인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으며, 여가만족은 각각의 변인에 다양한 하위 요인이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주요어: 밀레니엄 세대, 여가만족, 집단응집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학 번: 2013-2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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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60년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베이비붐 세대 이후, 인터넷

세대로 일컬어지는 밀레니엄 세대가 교육 현장을 떠나 산업현장으로 진입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조직에서는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세대가 공존하

게 되었고, 각 세대의 특성을 파악하는 한편, 그에 알맞은 전략을 수립되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위를 존중하고 관계를 중시하는 베이비

붐 세대는 동의에 의한 리더십이 적합하고, 독립적이고 결과를 중시하는 X

세대는 능력 중심의 리더십이 알맞다. 또한 성취를 중시하는 밀레니엄 세

대에게는 성취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적합하다(오헌석 et al.,

2009). 1981년 이후에 태어난 이른바, 밀레니엄 세대 혹은 Y세대는 차세대

노동력으로, 향후 기업들의 성공을 좌우할 만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

으로 기대 받고 있다. 이들은 차세대, 멀티태스킹 세대로도 불리는데, 이들

은 세계화 시대의 유연함과 자신감으로 대처하고 학습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팀워크와 인터넷을 학습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하

고 있다(오헌석 et al., 2009).

기존의 세대들과 다른 경험을 하고 성장한 밀레니엄 세대는 그들의 일

터에서도 기존 인력들과 차별되는 행동양식을 보이고 있다. 또한 조직의

관리자들은 이들 세대가 조직 충성도가 부족하고 잦은 이직을 우려한다.

따라서 이들의 관리를 위해서는 밀레니엄 세대에 대한 특성 파악이 필요한

시점이다(예지은 & 진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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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동시에 개인의 포부와 이상을 실

현시키고 대인관계 및 친교를 구현하는 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

고 있다(이호건 & 전병준, 2009). 또한 직장은 개인의 측면에서 자신들의

생활과 활동에 필요한 여러 자원을 얻는 공간이다(이근모 & 황태상,

1999). 직장인들은 직무를 통한 만족으로 인해 자아실현을 이루기도 하지

만 동료와의 경쟁 및 갈등, 인간소외 등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직

장 내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한다(Maslow, 1954). 따라서 직장인들은 여가활

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한다(김경식, 2004).

최근에 여가활동의 대중화는 직장인들 삶의 부분적 영역에서 중심적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일의 영역인 근로현장에서도 핵심 요소로 부상

하여, 직장 내 여가활동은 노사관계개선, 생산성 향상, 근로의욕고취 등 다

양한 부분에서 조직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이상돈 & 박정원, 2004). 또

한 인간은 여유가 있으면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

으며(Trueman, 1996), 직장인들은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 직장 내 동호

회 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각 조직에서도 직원

들의 직장 내 여가활동과 동호회 활동이 집단과 개인의 발전에 유의미하다

고 인식하고 있다(정주경, 이근모 & 오세복, 2005). 때문에 현대의 직장사

회의 구성원들은 여가 및 동호회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으

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구성원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추세이다(김경철, 1987).

인간은 조직이라는 사회구조에 속하면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조직 내 구성원간의 소속감과 신뢰 등의 감정이

다(Tsui, 1984). 또한 인간은 소속되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소속감이 있을 경우에만 다양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

며, 소속감의 감정이 높을 때 집단 목표 달성을 위한 참여, 구성원 및 집단

에 대한 협력과 노력 의사가 높아진다(Dede, 1996; Wellman & Gu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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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따라서 직장에서 형성된 소속감 등 긍정적인 정서는 공동체 의식,

사회적 정체성, 업무 효과성을 증진시키며 이러한 구성원의 정서가 조직의

성과와 연관이 있다고 선행 연구는 말하고 있다(Ashforth & Humphrey,

1993). 특히 직장 내 여가 및 동호회 활동은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여가만족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개선과 소속감의 증

대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임번장 et al, 1993). 이러한 직장인의 직장 내

여가활동이 조직유효성의 향상 등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Iso-Ahola, 1980;임번장 et al, 1993;박문환, 1995;임우택, 1996;오문환,

2001;이호건 & 전병준, 2009)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소속감 증대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유규종, 2003) 개인의 여가만족의 차원

을 넘어서 인적 자원의 관리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심화되고 있다(이호건

& 전병준, 2009).

기업에서 인적자원관리는 경제적인 목적과 사회적인 목적으로 구분이

된다. 경제적인 목적은 기업이 필요한 업무의 요구에 맞게 적은 양의 노동

을 투입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최대한의 산출, 즉 성과를 얻는 것이며,

사회적인 목적은 직원의 만족을 통해 조직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기업이윤의 극대화는 직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얻어지는 것이기 때

문에 인적자원관리야 말로 기업의 활동에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

수광 & 이재섭, 2003).

집단응집성은 특정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높은 사기를 형성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며, 소속감은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선호도 및 이타성

을 유발하고, 높은 사기는 집단에 소속된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반응을 야

기하는 조직생활의 주요 특징이다(Bollen,K.A. & Hoyle,R.H., 1990). 또한

조직구성원 간의 애착과 유대감은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으로써, 응집성이

높은 집단은 구성원들 간의 만족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든다(Tekleab,

A.G. et al., 2009). 이렇게 응집성이 강한 집단의 구성원은 조직의 목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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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성과에 긍정적이며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Mudrack,P.E.,1989).

현대사회의 스포츠 활동은 행복과 건강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가장 중

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며,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보다 발전 된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문명사회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구민,

2005), 직장은 각 구성원들에게 보다 좋은 삶의 질을 부여해 주는 공간인

동시에 이상을 실현케 하는 장으로써 직장인에게는 직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장이다. 직장에서 주어진 과업이외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

하느냐 하는 문제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나 구성원의 입장에서도 생산적 관

계를 발전적으로 잘 지속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급격히 변화하

는 현대사회에서 스포츠 활동은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여 구성원의 체력의

유지증진, 긴장해소, 단결 및 친목, 공동체의식 함양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사기를 고취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근무의욕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양재근, 1992). 조직몰입은 조직의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강한 신념과 조직을 위해 노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 조직에 잔류

하고자 하는 욕구 등을 의미한다(Porter, Steers, Mowday, & Boulian,

1974).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조직몰입 연구는 Lemon, Bengtsan, &

perterson(1972), Rapoport(1975)등이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스포츠 활

동은 즐거운 직장 생활을 영위하며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해 줄 뿐만 아

니라 체력관리, 인간관계,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준다. 이처럼 직장인

의 스포츠 활동 참여는 구성원간의 인간관계 개선이나 직장에 대한 소속감

증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이상돈, 박정원, 2004, ; 최공집, 2004).

최미리(1997)는 직장에서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최대의 생산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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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정, 체력증진을 통한 산업재해의 예방,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기분의

전환, 노사와 근로자간의 대인관계 개선, 각 조직에 대한 소속감 제고 등에

이바지하여 기업경쟁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과

같이 조직이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조직이 지

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의 유무가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새로운 차원의 역량을 개발,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결정적인 요소

이며,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역량뿐만 아니라 새로운

태도, 기술, 지식 및 창의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따라

서 조직의 성공은 구성원들의 재능과 그에 알맞은 조직의 역량에 달려 있

다. 즉, 조직의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기술, 지식의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시켜 주는 구성원들의 역량이 성공의 열쇠인 것이다(심화섭, 1998).

이러한 흐름에서 직장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와 여러 사회학적 변인,

즉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조직유효성 등 다양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연

구는 지속되고 있다(장호중, 2006). 직장생활은 가정생활과 함께 우리의 삶

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은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목적 집단이며, 노동의 질과 양을 현실에 맞

게 결정하고 구성원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를 제공하는 장이다(박상

구, 2003). 이러한 흐름에서 직장은 구성원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효용성을 생산하는 터전으로서 직장인에게 매우 중요하다(정

동근, 1994).

현재 우리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동화, 기계화 등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였고, 이전과 비교해 풍요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 이

에 여유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은 그 남는 시간을 여가 활동에 투자하는 실

정이다(이용철, 2005). 여가시간 증가는 스포츠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켰고,

스포츠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

다. 스포츠는 조직화된 놀이체계로서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대변하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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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으로 비유할 수 있으며, 더불어 직장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

을 줄 수 있고, 자아발전과 인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허남근, 1994). 또한 직장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는 정치, 사회, 경제, 문

화,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국가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적 삶의 측면에서도 단지 물질적 충족이 아

닌 삶의 질적 향상, 즉 스포츠 활동과 더불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이루

어 질 수 있다(이종영,1992).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해소는 건강을 위한 최대의

과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직무만족은 직무에서 경험하는 욕구만

족 정도의 함수(McCormik & Tiffin, 1965), 또는 직원이 직무에 대한 가치

를 달성하고 촉진하기 위한 매개로서, 직무를 통해 얻는 유쾌한 감정적 태

도(Beatty & Schnier, 1981)이다. 아울러 신체활동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와

자극으로서 피로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로부터 발생된 스트레스를 해

소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이종길, 1992).

또한 직장인이 동료들과 스포츠를 함께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수월해지고, 동료들 간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의 도움을 주며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의사소통은 정보의 수집 및 축적과

더불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활동을 조정, 통합하는 한편

조직 효과성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Pincus, 1986).

하지만 기존의 선행 연구는 단순히 직장인들의 체육 참여 혹은 동회에

가입에 따른 효과 측정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

해 직장인이 직장 내에서 하는 스포츠와 비스포츠, 직장 밖에서 하는 스포

츠 참여의 차이 및 특성을 밝힘과 동시에, 경영자의 입장에서 회사를 운영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집단응집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직무스트

레스의 변수를 사용하여 경영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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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스포츠 참여에 있어서 여가 만족에 따른 해당 변수들의 차이를

밝혀서 단순히 스포츠 참여가 아닌 수준 높은 직장 내 스포츠 참여 유도를

하여 앞으로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인 밀레니엄 세대의 특성을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밀레니엄 세대를 대상으로 적응력, 네트워크, 여가만족, 집단

응집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직무스트레스 개념을 이용하여, 스포츠 참

여유형, 직장 내 동호회 참여 유형 및 여가 만족에 따른 해당 변인들의 영

향을 알아봄과 동시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상기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들은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 및 스포츠 비

참여자와 비교하여 적응력, 네트워크, 집단응집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는가?

둘째, 직장 내에서의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들은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

자 혹은 동호회 비참여자와 비교하여 적응력, 네트워크, 집단응집성, 조직

몰입, 직무만족 및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는가?

셋째, 여가만족은 적응력, 네트워크, 집단응집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직무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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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세대(Generation)

1) 세대의 개념

세대(generation)의 어원은 ‘출현’ 혹은 ‘성립’ 이라는 의미의 희랍어

‘genos’에서 유래하는데, 구체적으로 새로운 아이의 탄생, 일정한 생애단계

로의 도달, 새로운 또래집단의 등장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Nash,

1978).

세대의 의미는 사회과학적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

계 계승 원리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 세대를 나누는 경우, 둘째, 나이를 먹

음에 따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 동기집단을 나타내는 경

우, 셋째, 청소년세대처럼 생애주기의 특정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경우, 그리고 넷째, 4.19세대 등과 같이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함께 공유하

는 사람들을 모두 일컫는 경우이다(한국사회학회, 1990). 이러한 의미를 포

괄하여 박재흥(1995)은 ‘세대는 동일한 문화, 역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

함으로써 문화적,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그에 따라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사한 의식과 행위양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

였다.

2) 밀레니엄 세대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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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대상 출생연도 세대 특성

딜로이트

(2009)
Y세대 ’82 ~ ’95년

IT 기술 사용에 능하고, 낙관적이며 

자신감이 강함

Fortune

(2007)
Y세대 '80년 이후

타당한 이유가 없는 야근을 싫어하

며, 모든 일의 최우선 순위는 항상 

자기 자신

HR-Executive

(2008)
밀레니엄 세대 ’81년 이후

최신기술의 습득이 빠르며, 집단 

형성의 욕구가 강함

골드만삭스

(2007)
밀레니엄 세대 ’77년 이후

IT 기술에 능하고, 텀워크와  자신

의 성장을 중시

표1. 해외의 Y세대 직장인 연구

예지은 & 진현(2009)에 따르면 신세대 직장인은 6가지의 특성이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두 가지 특성, 즉 적응성 및 네트워크를 다루

고자 한다.

첫째, 적응력이다. 적응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실제

의 요구에 대한 순응이고, 다른 하나는 개체의 욕구와 환경과의 조화를 이

루어 욕구를 만족시켜 나가는 행동과정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측면은 상

호 관련되어있는 것으로 이 두 가지의 과정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

는 흔히 볼 수 있다(민영순, 1999). Lazarus(1976)에 따르면 적응은 두 종

류의 과정, 즉 기존의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훌륭한 적응

이란 환경과의 수동적인 관계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즉 능동적

으로 행동하고 자신을 환경에 내맡기기보다는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과의 능동적 상호관계인

것이다(김인자, 1987). 위의 이론들을 종합하면, 적응된 상태란 개인이 변화

하는 사회 환경에서 자기 자신의 욕구가 잘 충족되거나 조절되어, 일상생

활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스스로의 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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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신세대는 기존 세대보다 변화를 즐기고, 그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

고 있다. 신세대는 IT 변화와 함께 성장했다. 신세대들은 어려서부터 디지

털 기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IT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도 탁월하

다. 또한 신세대는 업무에 있어서도 인터넷, e-mail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한다. IT활용과 빠른 정보검색 능력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 하

는 것이 신세대의 가장 큰 특정이다. 때문에 직장 내에서 정보의 양이 직

급에 비례하고 정보를 독점하는 현상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예지은 &

진현, 2009)

둘째, 네트워크이다. Rockartand & Short(1991)에 따르면 네트워크란

조직 내에서 혹은 조직간 일어날 수 있는 활동들로 정의하면서, 전문성의

공유, 작업의 공유, 목적의 공유, 시간의 공유, 의사결정의 공유, 책임성 및

신뢰의 공유 등 네트워크의 주요한 요소들을 일곱 가지로 나열하였다. 또

한 Gulati(1998)은 네트워크를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필요한 자원축적의

중요한 통로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긍정적 효과는 많은 학자

들이 연구했는데, Burt(1983)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조직과 조직구성원들이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신세대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추구하며, 타인과 함께 공동체를 만

들어 무엇인가를 즐기는데 큰 의의를 둔다. 또한 협업을 통해 하나의 결과

물을 만드는 것을 즐긴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일한 공간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는 협업의 형태보다는 공통된 주제에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각자의 결과물을 모아 최종 결과물을 산출하는 협업

형태이다. 신세대는 협업에 있어서 각자의 자율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식을 중요하게 여긴다(예지은 & 진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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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가만족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여가의 중요성

여가의 개념은 다양한 시대환경과 학자마다 그 개념이 다르고, 여가의

속성 및 특성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주관성이 강한 복합적인 개념이

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의되었다(Samdahl, 1988). Kelly(1996)는 일상적 여

가의 의미는 복잡하기 때문에 한 가지 개념이나 차원에서 명확하게 정의내

릴 수 없고, 여가라는 개념에 자유와 의사결정이 포함되며, 사회적으로 시

간과 공간의 범위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여가란 일에서 해방되어 가질 수 있는 자유 시간이자 개인이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 혹은 휴양이라고 할 수 있다(Kaplan, 1975). 또한 여가

란 자유시간과 더불어 업무 이외의 레크리에이션 활동, 활성화된 자기 생

활인식 등의 의미로 나눌 수 있다(Russel, 1996). 김광득(1995)에 따르면 여

가를 일상생활이나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휴식과 기분전환, 사

회적인 성취 및 자아성취를 이루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라는 포괄적인 정의

라고 말하고 있다.

여가는 개인이 자아를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제발전과

인간으로서의 만족에 대한 척도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Murphy,1981). 이

러한 여가활동의 참여는 스트레스 해소의 중요한 변인인 사회적 지지를 형

성시키고, 여가활동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정감을 고양시

켜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준다(Bolger

& Eckenrode,1991). 여가활동은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신체적 피로

를 해소하고, 사회생활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 등을 해소

시켜 정서적 안정을 찾게 도와줌과 동시에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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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터득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

다(권이종,1997). 또한 Iso-Ahola(1995)는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지지가 형

성되며 이러한 사회지지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지지와

는 다른 우정과 동료애가 매개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이문숙(2010)은 여

가 활동을 통해 형성된 우정과 동료애가 다양하고 복잡해진 현대사회의 구

조 속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여가는 업무로부터 탈피해 일하지 않는 자유시간이라는

기존의 수동적 해석에서 벗어나 업무를 위해 재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이자

미래의 창조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며,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는 시간으로서 그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임

번장, 2004). 즉, 여가활동을 통한 만족감은 직장의 업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원만한 인간관계와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여가활동의 참

여가 매우 필요하다(김형룡 & 김정묵, 2004).

2) 직장 여가활동

현대사회에서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자아실현의 장이다. 그러나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직장이 경제력의 원천제공 및 자아실현을 이루는 긍정

적인 측면이면에 과도한 업무와 경쟁의 심화 등 부정적인 측면의 정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이호건 et al, 2009). 직장인들은 업무를 통해서 자아만

족 및 실현을 이루기도 하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직장 내 스트레

스나 등 부정적인 요소를 맞이한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여가활동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 및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김경식, 2004).

일과 여가의 관련성을 보면 인간은 여유 시간이 주어지면 다양한 형태

의 여가에 참여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Trueman, 1996). 일과 여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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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본질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행복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라 할 수 있

으며 일상 생활의 주된 영역으로서 일과 여가는 개인에게 의미 있는 활동

이자 생활만족과 행복의 주요 근원이 된다. 또한 직장인이 일과 여가활동

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생활만족

도와 행복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즉, 여가활동을 통해 얻는 만족은 여가

활동의 선택과 참여의 결과로서 개인에게 형성되거나 획득하게 되는 긍정

적 감정이나 인식이다(Beard & Ragheb, 1980).

Iso-Ahola(1980)는 일과 여가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연관성이 있으

며 직무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가 여가활동을 통해 보상되고, 직무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켜 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직장 내 여

가 및 체육활동은 이미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으

며 이러한 활동은 직장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

한 기능에는 사회화 기능, 결연기능 등이 있으며 조직 구성원들의 건강뿐

만 아니라 기업의 성과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각 기업들은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지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

철현, 김장환 & 고승철, 2005). 직장 내 여가활동은 구성원 개인의 만족뿐

만 아니라 구성원간의 상호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직장인들은 직

장 내 여가활동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과 공통의 의미를 나누고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친밀한 구조 속에서 가지는 관계는 사회적인 안정감을

경험하게 하고 나아가 조직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원동력이 된다(이

문숙, 2010).

직장 내 여가활동은 즐거움을 위해 형성되는 활동으로써 직장인들은

이러한 여가활동 통해 외적 즐거움과 동시에 업무에 대한 만족감 등의 내

적 즐거움을 얻게 되며 직장 내 여가 활동은 주관적인 경험을 얻기 위해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중에 직장이라는 사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을 뜻한다. 즉, 단순하게 직장이라는 물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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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뿐만 아니라 직장 내 동료와 같이 하는 관계적 측면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이호건 et al., 2009). 또한 직장 내 여가활동은 참여 구성원에게 정

서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정서는 관

계 및 직무에 대한 헌신, 업무수행과 관련한 동기부여 등 직장 내 활동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George & Brief, 1992). 따라서 직장 내 여가활

동은 조직의 복리후생 프로그램들 중 조직 구성원의 여가만족과 생산성 증

대라는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임과 동시에 기업이 구성원들의 여가

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모두를

포괄한다(고은하 et al., 2008).

Iso-Ahola(1980)에 따르면 체육활동은 조직에서 제공하는 과업 이외의

측면이 아닌 매우 중요한 필수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때문에 기업은

조직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무만족도를 극대화 시킨다고 하였다. 이

러한 측면에서 기업이 직장 내 체육활동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최

소한의 투자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직장인

에게 있어서 체육활동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체력

증진, 둘째, 사회성의 제고적인 측면, 셋째, 정서적 안정 측면을 들 수 있

다. (임번장, 1990).

3)사내 동호회의 개념

동호회는 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공통

적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사회이자 집

단이다(Kozinets, 1999). 동호회란 사전적으로 공통의 취미나 기호를 같이

하는 집단의 모임을 말하는 용어로서 과거의 서클활동 혹은 동아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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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으로서 최근에는 단순히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조직 및 사회생활까지 포

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된다. 특히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동호회가 급성장하였으며, 이러한 동호회 문화는 일반적인 사

회생활 뿐 아니라 각종 조직과 기업문화에도 확산되었고 동호회에 참가하

는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도 단순한 취미 및 여가활동을 넘어 정보수집, 사

회활동, 조직의 결속력 강화 등 이전에 비해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해졌다

(이종영 et al., 2006). 동호회는 구성원들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집단으로서

여가를 즐기고 실현하려는 확실한 공통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한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자체규범 및 규칙 등 사회 규범적인

성격이 요구되는 사회 집단으로서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Carron, 1998). 또

한 동호회는 구성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간에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사회라는 의미를 가

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Williams &

Cothrel, 2000).

동호회 활동은 동일한 취미나 여가취향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통의 관

심 혹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활동을 말하며 구성원

의 공통의 목적과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직접적이며 지속적인 상

호작용을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집단이다(임번장, 2000). 그리고 동

호회 활동이란 단순한 취미생활의 차원을 넘어서 자아실현과 정서함양, 스

트레스 해소, 사회활동만족, 소속감의 고취,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등 다양

하고 폭넓은 사회적 기능까지 수행해내는 적극적이고 집합적인 여가활동이

다(김석환 et al., 2011).

이러한 동호회의 특징은 구성원들이 공통적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손

쉽게 공유 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관심 분야의 학습, 인간관

계 형성 등이 있다(조방현, 2009). 특히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은 업무에서

벗어나 주체적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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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즐겁고 의욕적으로 직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철현 et al., 2005). 즉,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은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

루어지는 여가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임번장, 1993).

4) 여가만족의 요인

만족은 보상과 관련한 기본적인 문제로서 개인이 특정 행동이나 활동

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물이다(Homans, 1961). 인간은 자신의 활동이

나 행동에 대해 만족할 만한 보상이 있을 때 그 행위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Beard & Ragheb, 1980). 여가만족의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여러 학자마다 서로 다른 정의와 이론의 사

용으로 개념 및 구조, 질적인 경험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은 여가만족의 개념과 그와 관련

된 사실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Graefe& Fedler,1986).

여가만족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 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Murphy, 1981). Dumazedier(1974)는 여가

만족을 해당 욕구에 부응하는 기대감으로 정의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형

성된 만족의 상태가 종료될 경우 더 이상 그에 대한 행동을 지속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ultena& Wood(1970)는 여가만족이 향후 여가 선

택에 있어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여가를 위한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물로 정의하였으며 Brightbill & Chandler(1973)은 여가활동

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긍정적 인식 혹은 주

관적 만족감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Iso-Ahola(1980)에 따르면 여가만족

이란 단순히 서비스의 다양성을 증진시킴으로서 여가만족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활동과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의미 있는 활동으로 내면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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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여가만족의 정의

Brightbill(1973)
여가활동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

게 되는 주관적인 만족감 또는 긍정적인 인식

Bultena & 

Wood(1970)

여가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로서 여가선택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

Iso-Ahola(1980) 여가의 경험이나 상황에 대해 즐거워하거나 만족하는 정도

Murphy(1981) 여가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과 만족감

Beard & Ragheb 

(1980)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선택한 결과로서 얻게 되거나 형성되는 긍정적 

인지의 정도나 개인적인 느낌

홍성희 & 

문숙재(1991)
여가선택을 통한 주관적인 경험과 성취정도

임번장(2000)
여가활동을 통해 생기는 욕구의 충족 또는 만족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정도

Zabriskie & 

McCormick(2001)
여가를 통한 생활의 만족감

Yeoman et 

al(2012)
여가활동을 통한 즐거움과 유익함의 인식 정도

고 그 결과에 대한 만족감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표 2. 여가만족의 개념적 정의 

Beard & Ragheb(1980)는 여가만족이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그 활동에

대한 결과로서 형성되는 긍정적 인지의 정도나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정의

하였으며, 개인이 여가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정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여가만족척도(LSS : Leisure Satisfaction Scale)를 제시하였

는데, 여가만족척도는 여가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주관적 욕구나 만족에 대

한 인지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고안되었다. Beard & Ragheb(1980)가

개발한 여가만족척도(LSS)는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사회적 만족, 정서

적 만족, 신체적 만족, 심미적 만족과 같이 총 6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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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만족은 여가활동의 참여를 통해 흥미와 재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그러한 감정의 발산과 스스로에 대한 발견 및 탐구를 말한다. 즉, 자

신이 선택한 여가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의 욕구 뿐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과 재능을 발휘함으

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여가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둘째, 교육적 만족은 여가활동을 통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호기심을

충족하며 새로운 시도의 기회에 대한 욕구를 자연스럽게 발산하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적 자극이나 스스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욕구

를 충족시켜 준다.

셋째, 사회적 만족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이나 집단에 참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고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집단이나 조직의 여가활

동에 참여하고 그 조직 내에서 사회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역할과 태도를

획득하게 되며 이를 유지시키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증진, 대인관계 증진 등과 같은 다

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넷째, 정서적 만족은 여가활동이 스트레스 해소 및 원기를 회복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가활동을 통해 휴식 및 원기회복의 기회

를 제공받음은 물론일상생활 및 각종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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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신체적 만족은 여가활동을 통해 육체적인 피로의 해소 및 회

복, 체력의 증진과 강화를 위한 활동에 도전하게 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한

만족을 얻게 된다.

여섯째, 심미적 만족은 여가활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며 쾌적

한 물리적 환경을 통해 여가활동의 만족도가 더욱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선 선행연구들을 통해 사내 동호회 활동만족은 직장이라는 공

간에서 직장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인 사내 동호회 활

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즐거움이나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집단응집성

1) 집단응집성의 개념 및 요인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 이상의 조직에 속해있고, 모든 조직

내에는 세부적으로 여러 집단이 존재하게 된다. 집단은 규칙적으로 상호작

용하면서 그들 자신이 같은 집단성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합

이다. 집단은 구성원들의 공통목적,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및 심

리적 상호인식 등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성원들이 같은 집단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응집성은 집단의 생산성 및 집단 구성원의

만족감의 중요한 변수로서 집단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 시켜나가는 집

단의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조경식 & 이양수, 2008).

특정조직의 일체화 정도를 말하는 집단응집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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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되었는데, 집단응집성이란 조직의 구성원이 집단에 남아있도록 작용

하는 모든 합성적인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Festinger,1950). 오석홍

(2009)에 따르면, 집단응집성이란 집단 내의 행동통일과 결속, 구성원간의

긴밀한 유대의 수준 즉, 집단의 단결성이라고 정의하였다. O'Reilly,

Caldwell & Barnett(1989)은 집단에 대한 개인의 지각된 매력, 집단 구성

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집단구성원들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집단의

전반적인 사회적 통합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정의 하였다.

집단응집성은 특정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더불어 집단 구성원으로서

높은 사기를 형성 및 유지하는데 중요하며, 소속감은 구성원들의 차별적인

행동,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선호도를 유발하고, 높은 사기는 집단

에 소속된 긍정적 반응을 야기하는 조직 생활의 주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BollenK.A. & HoyleR.H., 1990). 또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에 남

아있으려는 열망이라고 정의하면서 집단응집성이 높은 집단의 구성원들은

낮은 집단의 경우보다 동료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집단의 목

표향상과 집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보다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류수영 & 이경묵, 2009).

김우진(2011)은 집단응집성이란 기존 집단에 머물러 있으면서 느끼는

매력, 애착 또는 집단잔류의지의 정도, 유대감 등을 의미하는 집단수준의

결속이라고 정의하였다. 조직의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자

발적인 협력행위가 필요한데, 집단의 응집성이 강하면 구성원간의 협동은

더 잘 이루어질 것이며, 각 구성원은 소속집단에 더욱 헌신적이고 사기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외부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도 응집성이 강한 집

단은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정기호, 2010).

집단응집성의 효과를 단편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해당 조직에 대

한 높은 애착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참여를 고취시키며 자긍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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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drack(1989) 집단에 대한 매력

Bollen & Hoyle(1990) 집단에 구성원으로 남기를 원하는 소속감

차동옥 & 김현철(2000)

구성원들로 하여금 목표달성을 위해 집단 활동에

적극참여하게 하고 집단을 이탈하지 않고 그 집단에 머물도록 

하는 집단의 힘과 매력(Attraction)

유희경 & 윤지환(2004)
집단 내의 결속과 행동 통일, 구성원 간의 긴밀한 유대감을 표

현해 주는 속성

류수영 & 이경묵(2009) 특정집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에 남아있으려는 열망

오석홍(2009)

집단 내의 결속과 행동 통일, 구성원간의 긴밀한

유대수준을 말해주는 속성, 구성원들이 서로 좋아하고 집단 구

성원으로 남기를 원하는 정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배 et al.,2009). 이러한 집단 내 높은 응집성

의 경험은 집단 구성원 간의 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며, 조

직과 관련된 사회적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조직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Cartwright, 1968).

표 3. 집단응집성에 관한 연구

집단응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Cartwright(1968)

은 집단의 유인성, 비교수준, 조직구성원의 동기, 결과에 대한 기대를 제시

하였고, Webber, Morgan, and Browne(1985)은 조직 구성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단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구성원간의 교류 수준을 의미하는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 왕기항(1983)은 응집성의 하위변수로 구성원간의

상호협력 정도, 자부심 및 긍지 등을 제시하였으며, 정우철(1985)은 집단응

집성의 변수로 구성원의 동기, 상호작용, 일체감, 집단의 유의성을 제시하

였다. Forsyth(2010)는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느끼면서 긴밀히 결합되어있

는 정도를 의미하는 일체감을 집단응집성의 본질적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집단응집성의 정도를 결정해 주는 요소들은 집단의 동질성, 외부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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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wright&

Zander(1968)
집단의 유인성, 구성원의 동기기반, 결과에 대한 기대감 ,비교수준

Webber(1985)
상호작용- 구성원이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집단 활동을 활발히 하

는 구성원간의 교류수준

왕기항(1983)
구성원간의 상호협력정도, 구성원 상호간의 실용적 태도 정도, 자부심 

및 긍지, 화합의 참여정도.

Forsyth(2010) 일체감-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느끼면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정도

규모와 더불어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집단 규범에 대한 순응도, 구성

원의 개인적 특성 등으로 구성된다(조경식 & 이양수, 2008). 아울러 집단

응집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으나 크게 매력측정과

동일시를 측정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이종법 & 양재생, 2005).

표 4. 집단응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 집단응집성에 관한 선행 연구

박장평(1991)은 집단의 친밀한 상호작용과 확고한 집단목표달성이 집단

응집성의 결과라고 주장함과 더불어 집단응집성을 상호작용과 관련된 사회

응집력과 집단목표와 관련된 과제응집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

회 응집력이란 인정받으려는 욕구, 소속감, 구성원으로써의 자부심으로 집

단에 대한 결속력이나 소속감 정도이며, 과제응집력은 과제성취와 목표달

성을 위한 결속력이라고 설명하였다. Mullen & Copper(1994)는 응집성에

대하여 과업에의 몰입 정도인 과업응집성, 개인 간의 매력 정도를 나타내

는 사회적 응집성, 자부심 등의 세 가지 측면으로 집단응집성을 설명하였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단응집성은 집단에 대한 매력을 나타내는 일체감,

소속감 등의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고 있다(유희경 & 윤지환, 2004; 전희원

& 김영화,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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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효율성은 목표나 규범, 관리자의 요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단응집성의 효과를 단편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집단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집단의 집단응집성은 해당 조직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기타 조건들이 같다는 전제하에,

규범, 목표 등이 올바르게 설정되었을 경우 집단응집성은 조직의 목표달성,

구성원의 만족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이황우 & 오규철,2010).

이러한 집단응집성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artwright(1968)는 집단응집성이 높으면 집단에 대한 강한 몰입, 집단차원

에서의 높은 긍정적인 결과, 집단의 성과향상 및 자긍심 향상을 보여준다

고 하였다. Mudrack,P.E.(1989)는 집단응집성이 높은 집단은 높은 몰입, 의

사소통의 향상, 낮은 이직률,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온다고 하였다. Klein & Mulvey(1995)는 집단응집성이 높으면 업무 몰입

도 증가, 소속감 향상, 업무수행 능력 및 상호작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조직

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성취감을 느끼며, 장기적으로 조직에 머물게 하

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집단응집성이 강한 집단은 구성원간의 상

호 협력적이고 직무와 관련된 성과향상에 공헌하며,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집단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유대

감이 강하여 집단응집성이 낮은 집단보다 좀 더 빈번한 사회적 교환을 기

대할 수 있다(VanDyne et al, 1994). 집단응집성의 효과는 집단에 대한 높

은 신뢰와 애착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참여도와 영향력

을 고취시키며 강한 소속감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구성원들 간의 이타주의

적 행동을 야기한다고 하였다(조선배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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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몰입

1) 조직몰입의 개념 및 요인

조직몰입이란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력한 신뢰, 조직을 위해 각

자의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의지,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으려는 욕

구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박대규 & 이금향, 2000), 조직구성원의 의도

및 행동 방향을 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힘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

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더욱이 조직몰입은 구성원이 조직을 위해 헌신하려

는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동시에 조직에 대한 심리적 일체감을 볼 수 있

는 개념이기 때문에 흔히 조직의 심리적, 태도적 결과변수로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난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연구할 뿐

만 아니라 각자의 관점에 따른 이론적 배경을 통해 상이한 정의를 내려서

완전히 합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또한 조직몰입의 개념이 단일 차

원이 아닌 다차원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는 다양

한 결과를 보여주었다(배성현 et at all., 2007).

현재까지 연구된 조직몰입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개념적 상이함 속에서도 조직몰입이 다양한 특징으로 구성된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의견에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다(Allen & Meyer,1996).

Becker(1960)는 몰입이란 만약 비연속적 행동으로 잃는 부수적 투자의 축

적 때문에 각 개인이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행동을 하는 성향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Hrebiniak& Alutto(1972)는 이러한 Becker의 부수적 투자이론에

근거하여 조직몰입이란 조직과 개인사이의 거래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

수적 투자 및 그 결과로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이라고 파악하고 임금 인상,

타인과의 연대감 증대 기회가 있어도 기존에 소속된 조직에 남아있으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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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사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조직몰입의 연구에서 위의 개념적

정의들은 과도하게 행위를 강조한 나머지 태도, 가치관, 신념 등이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박완영, 2002).

이에 다르게 조직몰입을 구성원의 태도적 측면을 중요시 하는 관점에

서 조직몰입을 구체화한 Kanter(1968)는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을 위하여

노력하고 충성하려는 의사와 더불어 조직에 대한 애착감이라 개념화하였

다. Sheldon(1971)은 조직몰입에 대해서 개인의 정체성을 해당 조직과 결

부 짓거나 조직에 애착을 갖게 만드는 경향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Steers(1977)는 구성원이 조직을 위해 애착심을 갖고 헌신하려는 의사인

동시에 개인이 조직에 대해 생각하는 동일시와 소속의 정도로 조직몰입을

정의 하였다. 위의 관점에서 조직몰입의 관점은 몰입의 개념이 대부분의

조직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여러 태도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

는데 유용하다는 점이다(김병섭, 박광국 & 김경호,2000). 조직몰입에 대한

정의 중 가장 일반적이라고 여겨지는 Mowday, Porter & Steers(1982)의

연구에서 조직몰입이란 조직에 대한 능동적이고 긍정적 경향으로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 조직의 목적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서의

동일시, 둘째, 조직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서의 애착, 셋째, 조직에

남아있으려는 욕구이다.

이상과 같이 조직몰입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으며,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일치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

다. 아울러 조직몰입의 요인 혹은 차원을 살펴보면 조직몰입의 정의만큼이

나 다양하게 연구되어왔다. Etzioni(1961)은 조직몰입을 크게 세 가지 즉,

도덕적 몰입, 타산적 몰입, 소외적 몰입으로 분류하였는데, 도덕적 몰입은

도덕적, 규범적 동기에서 조직에 참여하는 것이며, 타산적 몰입은 조직과

구성원 간의 교환적 관계에 따른 합리성에 바탕을 둔 것이고, 소외적 몰입

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개별적 행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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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러한 몰입은 단절적 개념이 아닌 연속적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Kanter(1968)는 조직에 남아 헌신하겠다는 근속몰입, 사회적 관계에 대

한 애착인 응집몰입, 조직의 규범에 대한 애착인 통제몰입으로 조직몰입의

요인을 분류하였고, Steers(1977)는 조직에 대한 애착적 태도에 머무르려는

소극적 몰입과 조직을 위해 행동하려는 적극적 몰입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O'Reilly와 Chatman(1986)은 외부의 물질적 보상을 통해 갖게 되는 태도를

의미하는 순응적 몰입, 그리고 조직의 가치관과 동일시하면서 생기는 태도

를 의미하는 내면적 몰입을 제시하였다. 이후 Meyer와 Allen(1996)은 많은

학자들이 분류한 조직몰입의 요인들이 개념적 불일치로 충분한 효과성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조직몰입의 요인을 정서적 몰입, 유지적 몰입, 규범

적 몰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정서적 몰입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 유지적 몰입은 조직의 남아있으면서 생기는 경

제적 측면의 몰입, 마지막으로 규범적 몰입은 도덕적 의무감과 더불어 조

직에 충성하려는 내적인 가치관이라고 주장하였다.

2) 조직몰입에 관한 선행연구

현재까지 조직몰입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김성국

(1997)에 따르면, 조직몰입의 선행변수는 직무관련 요인, 개인적 요인, 구조

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역할갈등이 적고, 분권화가 높으며 연령과 근

무시간이 길수록 조직몰입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학자들의 조직

몰입 정의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고 연구모형,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이 다

르기 때문에 선행변수에 대한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진 않는다(Mowday

et al.,1982).

조직몰입과 관련한 개인 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근속시간, 성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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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며, 조직몰입과 연령과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부수적 투자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

로 조직몰입이 높아서 조직에 남아있다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Steers,

1977). 또한 조직몰입과 학력은 대체로 부의 관계를 보이며(Curry et

al.,1986), 근속시간은 조직몰입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Stevens,Beyer & Ttice,1978), 부수적 투자이론에 근거하면, 근속시간 자

체가 부수적 투자로 생각되기도 한(Hrebiniak & Alutto,1972).

한편 직무관련 변수에서는 과업 중요성, 과업 정체성, 과업 자율성, 기

능 다양성 및 피드백의 정도가 조직몰입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

며, 업무 스트레스 및 업무 과부하는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Stevens et al.,1978). 또한 역할 모호성 및 역할 갈

등은 조직몰입과 매우 높은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Welsch & Lavan,

1981). 또한 조직관련 변수로서 조직의 집권화, 공식화, 고용기회,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등이 주요 연구 대상이었는데,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는 정

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고용기회는 조직몰입과 부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Curry et al.,1986). 더불어 Dunham et al.(1994)에 따르면, 조직몰입의 요

인별로 규범적 몰입은 참여적 관리 및 조직 의존성과 관련이 있고 감정적

몰입은 업무의 의미성 및 자율성, 기술다양성, 피드백과 참여적 관리와 관

련이 있으며, 유지적 몰입은 연령, 경력만족, 재직기간과 관련이 있다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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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직무만족 요인

Herzberg(1959) 성취감, 안정감, 직무자체, 책임감, 성장과 발전

Vroom(1964) 감독, 작업집단, 직무내용, 책임, 승진, 작업시간

Locke(1975) 감독, 인간, 보수, 업무, 승진

Ronan(1973) 감독, 직무내용, 보수, 승진기회, 동료, 작업환경

Smith(1995) 감독, 대인관계, 보수, 업무, 승진

Jorgenson(1980)
안전, 승진, 일의종류, 조직, 동료, 봉급, 상관, 근무, 시간, 근무조건, 

편익

Myers(1964)
성취감, 책임감, 성장, 승진, 그 자체의 즐김, 안정감이 허락되는 도

전적인 일

Seals(1974)
동료, 직장인, 보수와 직장의 안전, 근로조건,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설비 및 환경

5. 직무만족 및 직무스트레스

1) 직무만족의 개념 및 요인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물적 자원 및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최대한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조직 목표 달성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위해서는 직

무만족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모든 행동의 원동력은 직무만족에서 비롯되

기 때문이다. (신유근, 1994)

표 5. 직무만족 요인

직무만족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

학자들의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Tiffin & Mc Cormick(1965)은

직무만족이란 직무로부터 체험하고 유래되는 욕구만족의 정도의 함수로서

개인적이기 때문에 개인별 가치체계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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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고, Steers와 Porter(1974)는 구성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라고 했으며, Bently & Rempel(1981)은 자신이 맡은 직무상

황에서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개인이 나타내는 직접적 열의와 관

심이라 하였으며, Smith(1995)에 따르면 직무만족은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

를 통해 얻는 좋은 감정과 악감정의 균형 상태에서 오는 태도라고 주장하

였다.

2)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 연구

직무만족은 직무와 관련한 연구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

며,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직무에 적응하는 것

을 말하며, 조직의 여러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미시적으로

개인의 욕구만족을 의미하는 것과 조직 유형 척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김창걸, 1985). 따라서 직무만족은 개인이 그들의 직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정, 적성, 보람 등의 감정적 표현이며, 결국 직무만족은 정서적

이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개인적인 반응이다.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도는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요 평가 기준인데, 개인과 조직의 입장을 직무

만족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신유근, 1994).

우선 개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직무만족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가치판단의 측면으로 일상 시간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데, 직장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장소일 뿐, 직무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

한다면 직무수행 능력은 저하가 될 것이다. 둘째, 정신건강 측면에서 불만

족이 커지면 이는 다른 생활에까지 전이가 될 수 있고, 직무와 관련 없는

부분에서도 불만족을 느낄 수 있다. 셋째, 직무불만족은 스트레스를 증가시

켜 건강유지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직무불만

족은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신유근,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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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직적인 측면에서 직무만족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개인이 조직에 호감이 있다면, 그 감정을 외부에 긍정

적으로 소개하여, 외부에서 해당 조직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 관점으로

바뀔 수 있다. 둘째, 직무만족이 높은 조직 구성원은 그렇지 않은 구성원에

비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셋째, 직무만족이 성과향상 및 이

직률을 낮춘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경영자가 상당수 존재하며, 이러한 경영

자의 시선은 조직 구성원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신유근,

1994).

3) 직무스트레스의 개념 및 요인

스트레스의 어원은 라틴어인 “stringer(팽팽하게 죄다)”라고 한다. 오늘

날에 사용되는 “Stress”는 단어는 중세시대에 이르러 일반화 되었지만

(Ivancdvich et al, 1980), 기술적 의미의 개념은 19세기부터 시작된다. 이러

한 오늘날의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이 20세기에 들어서서 의학계에 도입되

었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양상을 조

직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직무스트레스는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발생하

는 불확실성, 역할 수행을 위한 자원의 부족, 상호간의 마찰 등 환경과 개

인의 역할 갈등에서 오는 심리적 불균형 상태이다(Quick et al., 1984).

스트레스는 세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사회,

심리학적 관점으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되는 심리적 반응

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각 개인의 심리적 변화로 정의하였다.

둘째, 스트레스에 관한 생물학적, 의학적 관점으로 스트레스는 특정 욕구에

대한 신체의 반응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외부의 자극에 대한

신체 항상성의 파괴를 의미한다(Selye, 1979).셋째, 행동과학적 측면으로

Mc Grath(1976)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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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학 자 분 류 내 용

개인 및

조직평가

Schuier

(1985)

1.개인의 특성 요인

2.조직의 특성 요인

1.가치관, 능력, 경력, 성적

2.역할과 업무 특성, 리더쉽, 조직구조, 

작업환경, 대인관계

거시 및

미시적

관점 중시

Luthans

(1985)

1.조직외부 요인

2.조직 요인

3.집단 요인

4.개인 요인

1.사회적 기능 변화, 가족, 인종, 계층

2.경영정책, 구조, 노동조건

3.응집력, 지원, 갈등

4.역할 스트레스, 개성, 업무변화

작업기능과

비조직적

관점 통합

Shermer

(1985)

1.작업요인

2.개인요인

3.비 작업요인

1.역할, 요구, 대인관계

2.능력, 요구, 성격

3.경제력, 가족

거시 및

미시적

관점 통합

Hedrix

(1986)

1.조직 내 요인

2.조직 외 요인

3.개인요인

1.역할갈등, 역할모호, 의사소통

2.가족관계, 실업률

3.연령, 성격, 성별

어나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제약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관점에서는 스트레스가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및 반응과정으

로 보았으며, 스트레스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성격으

로 파악하였다.

표 6. 직무스트레스의 요인과 모형

직무스트레스의 요인 연구에서, Ivancevich & Matteson(1980)은 개인

수준요인, 생리적 환경요인, 조직 내적요인, 조직 외적요인, 집단요인 등으

로 분류하였다. 또한 Quick(1984)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분류함에 있어서,

과업, 물리적, 역할, 대인 관계 요인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저하시키고, 최대

한의 직무 능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며,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위협하

는 주요 원이이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 해소 문제는 조직의 생존과 성과

향상과 직결 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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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트레스 유발요인 세부 스트레스 유발요인

물리적 환경관련 스트레스 유발요인
조명, 잡음, 온도, 음파 및 진동, 공기, 오

염, 사무실 설계, 사회적 밀도 등

조직관련 스트레스 유발요인
직업요건, 조직구조, 집단응집성, 조직풍토, 

집단 간의 갈등

직무관련 스트레스 유발요인
과제특성, 기술,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의사결정 참여 등

개인관련 스트레스 유발요인  능력 및 경험, 욕구 및 가치, 생활사건등

조직 외 관련 스트레스 유발요인 가족, 이주,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원 등

표 7. 직무스트레스의 유발요인

4)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선행 연구

직무스트레스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조직

구성원들의 생리적 반응을 파악하는 관점으로서 이 견해에서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하였다. House(1988)는 직무와 관련

된 스트레스는 심장 관련 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주요원인이며, 이러한

관계는 흡연, 식사습관, 유전요인 등과 같이 의학적으로 중요시 되는 변인

들을 통제하였을 때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직무 책임정도, 결과물에 대한 염려, 직업에 대한 자부심 등 12가

지 차원에서 신체 질환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직무스트레스가 정신적, 신

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이인정(199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에는 업무에서 비롯

되는 역할갈등, 동료와의 마찰, 과도한 업무 등이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정도가 심할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

무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대해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Beehr & Newman(1978)은 개인의 정신과 육체가 정상

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직무관련 요소들이 개인과 상호 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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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인의 건강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하였으며, French(1974)는 직무스

트레스는 개인의 능력, 욕구, 기술과 조직이 원하는 직무 혹은 조직에서 주

어진 환경과의 불일치에서 오는 심리적 결과물이라 주장하였다.

5)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현재까지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 연구를 살펴보면 상관관계

가 높다는 선행연구가 많이 존재하지만 그 결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연구와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연구가 동시에 존재한다. 정적인 상관관계의

선행연구에서 Ivancevich & Matterson(1980)에 따르면, 직무에 대한 불만

족과 질병을 연구하여 직무에 대해 불만족한 사람이 만족하고 있는 사람보

다 심장마비 발병률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박윤희(1997)는 직무스트레스의

하위변인에서 직무관련 불안과 시간적 압박이 직무몰입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Beehr(1978)는 5개 조직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

여 역할모호성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직무 불만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

음을 입증하였다.

부적 상관관계 선행연구에는 Copper(1994)가 여성 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업무관련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다시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Kavanahd(1981)는 구조화 된 면접을 통해 항공 통제관들이 경험한 스트레

스 정도를 측정하여 직무만족과 스트레스의 연구를 비교하였는데, 스트레

스가 많을수록 직무 자체뿐만 아니라 동료관계, 집단 차원에 대한 만족도

는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Ross(1997)는 조직의 질이 요구, 제약,

기회에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데 동일한 조직에서 개인의 가

치 및 요구에 따라 특정한 개인에게는 그 조직의 질이 스트레스의 부정적

측면인 제약과 관련이 있으며, 기회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직무만족과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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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6. 구성개념간의 관계

1970년대 이후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과 직무만족의 연관성을 밝히는

다양한 연구들에서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

을 밝혀왔다(Daniel, 1971; Iso-Ahola, 1980). Kando(1980)는 직장인이 스포

츠, 무용 및 다양한 신체활동과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직무에서 오는

불만족을 보상받는다고 하였다. Finney(1984)는 종사원의 체육 활동의 참

여가 직무만족과 체력증진을 제고함으로써 결근율의 감소 및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고 사기가 올라감에 따라 이직율이 감소하고 체력증진으로

인해 직무수행활동이 증진되어 결국 조직은 생산성과 이익의 증가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Argyle(1989)는 여가활동이 대인관계의 개선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조직의 응집성을 제고하여 직무만족과 노동 생산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국내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임번장(1993)은 생산직과 사무

직 근로자 117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체육활동의 효과에 관한 여

구에서 직장 내 체육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가는 직무만족을 증진시킨다

고 보고하고 있으며, 김범식(1989)은 스포츠, 레저 등 여가활동 참여 집단

이 비 참여 집단에 비해 직무 만족도가 높았으며, 성별이나 연령, 거주지,

직위, 연봉 등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라서도 부분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끼치지만 여가활동의 참여가 다른 변인에 비해 직무만족에 더욱 강

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종사자들의 여가만족과 조직유효성에 대해 연구

한 김선희(2007)도 서비스종사자의 여가만족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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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가만족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연구한 이영면 & 백승규(2008)는 개인특성과 조직의 특성을 통

제한 이후에도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등 조직유효

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김형룡 & 김정묵(2004)은 교직원의

여가활동참여에 대한 연구에서 여가만족은 조직이나 직장에서 업무의 만족

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며 적절한 여가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

지하여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명랑한 직장분위기와 대인관계를 조성한다고

하였고, 이문숙(2010)은 직장여성의 여가만족이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여가활동이 여가만족,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여가만족의 변화는 생활만족의 변화를 매개하는 직무만족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만족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여가만족

은 직접적으로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사내 동호회 활동과 조직유효성에 관련한 연구에서 박문환(1995)은 직

장인의 사내 동호회 조직이 직장인의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직장 내 동호회 조직이 많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그렇지 않은 직

장인에 비해 구체적인 직무만족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높아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사내 동호회 조직이 바람직한 근무환경 및 복지환경을 제공한다

고 하였다. 임우택(1996)은 직장인의 동호회 참가에 따른 직무만족의 관계

에 대한 연구에서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직장인이 개별 여가활동 참가

직장인이나 비 참여 직장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직무만족, 직무몰입, 이직

의도 등의 직무만족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정용승

(2000)은 직장동호인의 참가 빈도는 의사소통만족 및 직무만족과 상관관계

가 있으며 직장동호회 활동이 의사소통 만족을 매개로하여 직무만족에 직·

간접적인 인과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우진(2002)은 직장 여가활동 참가 빈도가 내적 동기부여 요인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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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영향을 미치며, 참가 기간은 내적 동기부여,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직

개입 및 직무성과 등 모든 조직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고, 이호건 & 전병준(2009)은 직장 내 여가경험이 구성원의 긍정적인 정서

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이며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

직시민행동 등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부정적인 정서

는 대인일탈 및 조직일탈 등의 일탈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

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직장인의 여가활동만족은 조직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내 동호회 활동만족 역시 직장 내 여가활동으

로서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의 조직 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 동호외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동호회원은 자신의 동호회

활동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동호회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지고 이는 동호

회원 자신의 활동에 대한 보상적 심리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동호회의 활

동기간이 길어질수록 소속감은 더 높게 형성된다(조방현, 2009). 박세혁 et

al.(2000)은 직장 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종사원들은 그렇지 않은 종사원

들보다 조직에 대한 감정적 충실도와 투자충실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충실

도는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과 조직 동일시, 소속감등의 감정을 갖게 하

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김영미 & 한혜원(2010)은 대학생의 교내 동호

회 여가활동이 조직 동일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 동일시를

조직에 대한 단결력과 소속감이라고 하였으며, 교내 동호회의 여가활동이

조직 동일시와 생활만족, 인간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며 동호회 활동의 만

족도가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김형룡 & 김정묵(2004)은 전

문대학교 교직원의 여가활동과 조직전념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교직원

의 여가활동이 조직 전념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조직전념도의 하

위 요인인 조직에 대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유규종(2003)은

직장인의 사내 이벤트 참여만족과 같은 사내 여가활동이 조직에 대한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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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은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소속감에 의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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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가설

1.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를 대상으로 스

포츠 참여유형 및 여가만족에 따른 적응력, 네트워크, 집단응집성, 조직몰

입, 직무만족 및 직무스트레스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표8>과 같은 세부 연

구가설을 도출하였다.

< 그림1 >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참여유형(직장 내 스포츠 참여, 직장 밖 스포츠

참여, 스포츠 비참여), 직장 내 동호회 유형(스포츠 동호회 참여,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 동호회 비참여) 및 여가만족을 독립변수로 정하였으며,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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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네트워크, 집단응집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직무스트레스를 종속변인

으로 설정하였다.

장진우(2005)에 따르면, 생활 체육은 개인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공동

체의식을 형성시켜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원만한 사회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곽계화(2006)은 여가활동이 활발할수록 생활적응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였다. 또한 스포츠 동호회 활동이 직장 내 폭넓은 인적 네트

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하며(이

철현, 2005), 스포츠 여가활동은 조직의 집단응집성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

가 있다(김민종, 2008). 더불어 이철현(2005)에 따르면 스포츠 동호회 활동

이 조직의 화합과 결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생

활체육 참여가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최성곤, 2003), 생활 체육

참여 여부에 따른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였

다(김태호,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표

8>과 같이 연구가설 H1과 H2를 설정하였다.

여가만족이 높은 사람이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각종 상황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상준, 2011), 동호회 활동의 만족은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인한 구성원간의 유대관계를 증가시키는 등의 사회적 기능을 수

행한다(김석환 et al., 2006). 또한 사내 여가활동의 참여만족이 조직에 대

한 애착과 자부심에 긍정적 영향(유규종, 2003)을 미치며, 직장 내 여가활

동과 동호회 활동만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오문환, 2001). 이와 더

불어, 여가만족의 변화는 직무만족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이문숙, 2009), 여

가만족의 사회, 교육 및 신체적 요인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윤진

영,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표8>와 같

이 연구가설 H3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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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a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는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 혹은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적응력이 높다.

H1b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는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 혹은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네트워크가 넓다.

H1c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는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 혹은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집단응집성이 높다.

H1d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는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 혹은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조직몰입이 높다.

H1e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는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 혹은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직무만족이 높다.

H1f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는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 혹은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낮다.

H2a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는 직장 내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 혹은 

동호회 비참여자에 비해 적응력이 높다.

H2b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는 직장 내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 혹은 

동호회 비참여자에 비해  네트워크가 넓다.

H2c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는 직장 내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 혹은 

동호회 비참여자에 비해  집단응집성이 높다.

H2d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는 직장 내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 혹은 

동호회 비참여자에 비해 조직몰입이 높다.

H2e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는 직장 내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 혹은 

동호회 비참여자에 비해  직무만족이 높다.

H2f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는 직장 내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 혹은 

동호회 비참여자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낮다.
H3a 여가만족은 적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b 여가만족은 네트워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c 여가만족은 집단응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d 여가만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e 여가만족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f 여가만족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8. 연구가설 



41

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표집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를 대상으로 스

포츠 참여유형 및 여가만족에 따른 적응력, 네트워크, 집단응집성, 조직몰

입, 직무만족 및 직무스트레스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스포츠

참여유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 유형은 직장 내 스포

츠 참여, 직장 밖 스포츠 참여, 스포츠 비 참여이며, 두 번째 유형은 직장

내에서 스포츠 동호회 참여,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 동호회 비 참여이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확률 표집방법에

해당하는 가용표집방법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

정이다. 가용표집방법이란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들 혹은 연구

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최현철,

2007).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2015년 2월 한 달에 걸쳐 진

행하였으며, 최종설문에 응한 사람들은 총 410명이었고, 불성실하게 응답된

39부의 설문지를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총 371부를 최종분석에 사

용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9>

와 같다. 연구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회귀

분석방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무작위 표집과 정상분포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가 200명 이상으로 증가하면, 앞서 언

급한 전제조건을 어느 정도 위반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최현철,

2007). 따라서 371부의 표본을 사용한 본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최

소의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종설문을 실행하기 전에 남

성 58명, 여성 34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을 실시하였고, 예비설문 응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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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N %

성별
남성 254 68.5
여성 117 31.5

연령
22 ~ 26세 75 20.2
27 ~ 30세 212 57.2

31 ~ 35세 84 22.6

근무년수

2년 미만 148 39.9

2 ~ 5년 140 37.7
5 ~ 10년 70 18.9

10년 이상 13 3.5

학력

고등학교 졸업 12 3.2

대학교 졸업 277 74.7
대학원 재학 45 12.1

대학원 졸업 37 10.0

급여수준

150만원 미만 22 5.9

150 ~ 200만원 62 16.7
200 ~ 300만원 168 45.3

300 ~ 400만원 78 21.0
400 ~ 500만원 26 7.0

500만원 이상 15 4.0

스포츠 참여유형1

직장 내 스포츠 139 37.5

직장 밖 스포츠 99 26.7
스포츠 비참여 133 35.8

스포츠 참여종목

농구 23 6.2
야구 29 7.8

테니스 27 7.3
축구 54 14.6

기타종목(28종목) 105 28.3
비참여 133 35.8

스포츠 활동빈도

월 1회 41 11.1
월 2 ~ 3회 60 16.2

주 1회 63 17.0
주 2 ~ 3회 35 9.4

기타 39 10.5
비참여 133 35.8

스포츠 활동시간

1시간 미만 13 3.5
1 ~ 2 시간 79 21.3

2 ~ 3 시간 116 31.3

4시간 이상 30 8.1

을 토대로 연구 도구의 신뢰도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신뢰도 검사 결과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가 낮게 나온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설문

지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표9.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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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여 133 35.8

스포츠 활동기간

2년 미만 119 32.1
2 ~ 5년 88 23.7

5 ~ 10년 25 6.7
10년 이상 6 1.6

비참여 133 35.8

직장 내 동호회 

참여유형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139 37.5

직장 내 

비스포츠 동호회
62 16.7

직장 내 

동호회 비 참여
170 45.8

합계 371 100

2. 조사도구

1) 독립변인

본 연구는 스포츠 참여유형 및 여가만족에 따른 적응력, 네트워크, 집

단응집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스포츠 참여유형 및 여가만족이며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표10>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스포츠 참여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 유형은 스포츠 참여유형으로서 직장 내 스포츠, 직

장 밖 스포츠, 스포츠 비참여로 분류하였으며, 두 번째 유형은 직장 내에서

의 동호회 유형으로서 스포츠 동호회, 비스포츠 동호회, 동호회 비참여로

분류하였다. 또한 여가만족은 Ragheb&Beard(1980)의 연구를 참고하여 측

정하였는데, 여가만족은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데, 그 하위요인에는

심리적 요인, 교육적 요인, 정서적 요인, 신체적 요인, 심미적 요인이 있으

며, 총 19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측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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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변인

구분
출처

스포츠 

참여유형
귀하께서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

직장 내 

동호회 

참여유형

다음 중 귀하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 내 동호회

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여가만족 

심리적 요인

나의 여가활동은 나에게 매우 흥미롭다. LSS1

Ragheb

&

Beard 

(1983)

나의 여가활동은 나에게 자신감을 준다. LSS2

나의 여가활동은 나에게 성취감을 준다.  LSS3

여가만족 

교육적 요인

나의 여가활동은 내 주변상황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킨다. LSE1

나의 여가활동은 새로운 것을 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LSE2

나의 여가활동은 나 자신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LSE3

나의 여가활동은 다른 사람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LSE4

여가만족 

사회적 요인

나는 여가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를 한다. LSC1

나의 여가활동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돕는다. LSC2

나의 여가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친절하다. LSC3

여가만족 

정서적 요인

나의 여가활동은 긴장을 풀어준다. LSR1

나의 여가활동은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준다. LSR2

나의 여가활동은 정서적 행복에 유익하다. LSR3

여가만족 

신체적 요인

나의 여가활동은 신체적인 도전이다. LSP1

내가 하는 여가활동은 나의 체력을 향상시킨다. LSP2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나를 신체적으로 회복시킨다. LSP3

나의 여가활동은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을 도와준다. LSP4

여가만족 

심미적 요인

나의 여가활동 참여지역이나 장소는 아름답다. LSA1

나의 여가활동 참여지역이나 장소는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 LSA2

표 10. 독립변인 측정도구

Note 1. 여가만족 : 7점 척도로 측정

Note 2. 7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보통이다-약간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2)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적응력, 네트워크, 집단응집성, 조직몰입, 직무만

족, 직무스트레스이다. 우선 적응력 및 네트워크는 예지은 & 진현(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각각 두 2문항

씩 총 4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표

11>과 같다. 집단응집성은 Dobbins & Zaccaro(1986)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번안하여 총 5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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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변인

구분
출처

적응력
나는 어느 나라에 가서도 잘 적응할 자신이 있다. Ada1 예지은

&진현

(2009)

나는 IT기기를 사용하는 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Ada2

네트워크
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친구들도 자주 만난다. Net1

혼자 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좋다. Net2

집단응집성

나는 우리 부서의 구성원들이 마음에 든다. GCo1
Dobbins 

& 

Zaccaro

(1986)

나는 현재 부서의 구성원들과 매일 함께 근무하기를 희망한다. GCo2

우리 부서의 구성원들은 외부 비판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한다. GCo3

우리 부서의 구성원들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GCo4

나는 우리 부서의 일원임에 자부심을 느낀다. GCo5

조직몰입

이 조직이 나에게는 커다란 개인적인 의미가 있다. OCo1 Ellemer

s, de 

Gilder, 

& van 

den 

Heuvel,  

(1998)

나는 감정적으로 이 조직에 몰두하고 있다고 느낀다. OCo2

나는 남은 기간을 이 조직에서 보낸다면 매우 행복할 것이다. OCo3

나는 이 조직에서 가족의 일부라는 느낌을 갖는다. OCo4

직무만족 

보상요인

나는 일한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 JSC1

최은

(2004)

나는 타 직종에 비하여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JSC2

나는 후생복지가 적당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JSC3

직무만족 

친화도 요인

나는 직장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JSR1

나는 직장 동료들과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눈다. JSR2

나는 직장 동료들과 도움을 주고받는다. JSR3

나는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린다. JSR4

직무만족 

도전성 요인

직장 동료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 JSH1

새로운 업무 지시가 있을 때마다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JSH2

JSP1나는 회사의 상벌제도가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직무만족 

정책요인

나는 회사의 정책에 대해 직원들이 깊이 공감한다고 생각한다. JSP2

나는 상사가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신상문제에 대해 많은 관

심과 노력을 기울인다고 생각한다.
JSP3

직무스트레스 

환경 요인

나는 우수한 근무조건에서 일한다고 생각한다. JTE1

나는 유연한 분위기 속에서 일한다고 생각한다. JTE2

직무스트레스 

직무자체 요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욕이 많다. JTJ1

직무를 수행할 때 무력감이나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 JTJ2

직무스트레스 

역할 요인

나는 둘 이상의 선배로부터 상반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JTR1

업무수행에 있어서 상사의 지시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JTR2

내가 판단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다르게 처리하도록 요

구 받은 적이 없다.   JTR3

표 11. 종속변인 측정도구

Note 1. 적응력, 네트워크, 집단응집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 7점 척도로 측정

Note 2. 7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보통이다-약간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조직몰입은 Ellemers, de Gilder, & van den Heuvel(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번안하여 총 4문항을 7점 리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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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하위요인 조작적 정의

적응력 단일요인
실제의 요구에 대한 순응이며, 욕구의 좌절이나 갈등을 합

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

네트워크 단일요인 지식, 자원, 기술 등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채널

여가만족

심리 자유, 즐거움, 지적인 도전등과 같은 심리적 이득

교육 지적인 자극, 자신과 주변에 대해 배우는 것을 돕는 것
사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에 대한 보상

정서 삶의 스트레스와 부담에 대한 완화
신체 체력을 발전시키는 것,건강유지

심미 
일반적으로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서 그들의 여가활동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는 것  
집단응집성 단일요인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현재의 조

직에 머물고자 하는 욕구의 정도

조직몰입 단일요인
정서적 몰입의 측면으로써 조직에 대해 조직구성원이 자기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는 감정의 정도

직무만족

보상 타 직종에 비해 보수의 적절한지에 대한 만족 정도

친화도
동료직원들과의 친밀 정도와 도움에 대해 느끼는 심적 상

태
도전성 업무수행에 대한 창의성 또는 건설적인 비판의 정도

정책 회사의 방침이나 직원의 규제등과 관련된 정책

직무스트레

스

환경 근무환경이 열악한지와 부서내의 분위기에 대한 정도

직무자체 업무에 대한 의욕이나 무기력의 정도

역할
상사들의 상반된 지시에 대한 대응 정도 및 업무내용의 구

분 정도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표 11>과 같다. 직무만족은 최은

(2004)의 연구에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직무만족 변인은

보상, 친화도, 도전성 및 정책, 이렇게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총 13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표

11>과 같다. 마지막으로 직무스트레스는 최은(2004)의 연구에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 변인은 환경, 직무자체 및 역할,

이렇게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표 11>과 같다.

3)조작적 정의

표 12. 측정 변인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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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개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정확한 설

문 측정을 위해 구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연구에 포함된 개념들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성개념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조작적 정의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2>

와 같다.

3. 자료처리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MOS 20.0 및 SPSS 20.O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 (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평균 및 표준편차)을 알아보기 위

하여 수집 된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분석결과는 <표 1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 도구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X2=2650.700(df=1190,

p<0.01), SRMR= 0.0632, CFI=0.911, TLI=0.905, RMSEA=0.058로 나타났

다.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 13>과

같이 Hair et at al.(2006)의 연구에서 제안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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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량
N<250 N>250

m<12 12≤m<30 m≥30 m<12 12≤m<30 m≥30

X2

비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좋은 

적합도라도 

유의적인 

p값이 생길 

수 있음

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좋은 

적합도라도 

비유적인 

p값이 

기대됨

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유의적인 

p값이 

기대됨

CFI,

TLI
0.97이상 0.95이상 0.92이상 0.95이상 0.92이상 0.90이상

SRMR
다른 지수 

참고
0.08이하 0.09이하

다른 지수 

참고
0.08이하 0.08이하

RMSEA <0.08 <0.08 <0.08 <0.07 <0.07 <0.07

표 13. 모형 적합도 평가기준

본 설문의 응답자 수는 총 371명이고, 관측변수(m)은 46개로, X2값을

제외한 나머지 적합도 지수는 Hair et at al.(2006)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형 적합도 검증에서 X2값은 표본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해석하지 않는다(장재원, 2012). 또한

<표 14>와 같이, 측정 변인과 요인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의미하는 요인

적재치 값은 최소 .666부터 최대 .984까지 나타났고, 모든 요인들의 임계치

는 유의수준 0.001에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들이

타당도를 확보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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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 >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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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표준오차 요인 적재치* 임계치(CR)

적응력
Ada1 0.153 0.839 9.007

Ada2 - 0.672 -

네트워크
Net1 0.123 0.697 8.147

Net2 - 0.666 -

집단응집성

GCo1 0.043 0.893 23.729

GCo2 0.046 0.886 23.372

GCo3 0.045 0.870 22.559

GCo4 0.043 0.885 23.315

GCo5 - 0.860 -

조직몰입

OCo1 0.041 0.855 20.996

OCo2 0.043 0.861 21.251

OCo3 0.048 0.841 20.419

OCo4 - 0.854 -

직무만족 

보상요인

JSC1 0.052 0.844 18.351

JSC2 0.054 0.929 19.926

JSC3 - 0.801 -

직무만족 

친화도 요인

JSR1 0.047 0.883 23.533

JSR2 0.053 0.832 21.060

JSR3 0.046 0.837 21.291

JSR4 - 0.879 -

직무만족 

도전성 요인

JSH1 0.057 0.796 16.136

JSH2 - 0.843 -

직무만족 

정책요인

JSP1 0.060 0.799 15.901

JSP2 0.061 0.870 17.147

JSP3 - 0.788 -

직무스트레스 

환경 요인

JTE1 0.105 0.810 9.740

JTE2 - 0.749 -

직무스트레스 

직무자체 요인

JTJ1 0.082 0.816 12.272

JTJ2 - 0.765 -

직무스트레스 

역할요인

JTR1 0.066 0.762 14.816

JTR2 0.060 0.791 15.319

JTR3 - 0.831 -

여가만족 

심리적 요인

LSS1 0.034 0.873 27.144

LSS2 0.030 0.916 31.095

LSS3 - 0937 -

여가만족 

교육적 요인

LSE1 0.046 0.850 21.003

LSE2 0.046 0.851 21.078

LSE3 0.044 0.869 21.858

LSE4 - 0.852 -

여가만족 

사회적 요인

LSC1 0.062 0.930 21.417

LSC2 0.062 0.935 21.546

LSC3 - 0.798 -

여가만족 

정서적 요인

LSR1 0.040 0.871 24.685

LSR2 0.035 0.911 27.213

LSR3 - 0.908 -

여가만족 

신체적 요인

LSP1 0.042 0.849 24.134

LSP2 0.034 0.950 32.380

LSP3 0.034 0.924 29.950

LSP4 - 0.908 -

표 14.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별 타당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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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하위요인 측정 항목 수 Cronbach’s α 

적응력 단일요인 2 0.719
네트워크 단일요인 2 0.734

여가만족

심리 3 0.934
교육 4 0.916

사회 3 0.913
정서 3 0.924

신체 4 0.947
심미 2 0.915

집단응집성 단일요인 5 0.944
조직몰입 단일요인 4 0.913

직무만족

보상 3 0.890
친화도 4 0.915

도전성 2 0.803
정책 3 0.855

직무스트레스
환경 2 0.755

직무자체 2 0.768

역할 3 0.836

여가만족 

심미적 요인

LSA1 0.065 0.984 18.185

LSA2 - 0.858 -

Note. 모든 요인 적재치 값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p<.001); *표준화한 값

3)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

를 이용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설문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며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추정해주는 기법이다(오수학,

2003). 또한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가 .70 이상일 때, 측정 항목과

관련한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Nunnally, 1978).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15>와 같으며,

각 변인의 Cronbach’s α 값은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나, 각 항목들이 신뢰

할만한 수준에서 측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15. 측정 항목의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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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

본 연구에서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를 대상으로 스포

츠 참여 유형 및 직장 내 동호회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5)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여가만족이 종속변인, 즉 적응력, 네트워크, 집단응집

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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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연구가설 1의 검증결과

연구가설 1에서는 스포츠 참여유형에 따른 종속변인의 차이를 분석하

는 것으로서,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가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 혹은 스포

츠 비참여자보다 적응력, 네트워크, 집단응집성, 조직몰입, 직무만족이 높

고, 직무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스포츠 참여유형

별 측정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 확인을 위한 사후 검증

으로는 Tukey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가설 H1a에서는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가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

혹은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적응력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결

과, <표 16>과 같이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M=5.42, SD=1.17), 직장 밖 스

포츠 참여자(M=4.80, SD=1.38) 및 스포츠 비참여자(M=4.70, SD=1.31)의 적

응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H1a는 지지되었다. 세부

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인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는 직장 밖 스포츠 참

여자 및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와 스포츠 비참여자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가설 H1b에서는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가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

혹은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네트워크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표 16>과 같이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M=5.52, SD=1.27), 직장 밖



54

스포츠 참여자(M=4.98, SD=1.27) 및 스포츠 비참여자(M=4.41, SD=1.26)의

네트워크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H1b는 지지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

인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와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는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네트워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

장 내 스포츠 참여자와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연구가설 H1c에서는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가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

혹은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집단응집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

석결과, <표 16>과 같이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M=5.25, SD=1.21),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M=4.46, SD=1.21) 및 스포츠 비참여자(M=4.24, SD=1.29)

의 집단응집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H1c는 지지되

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

후검증인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는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 및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집단응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와 스포츠 비참여자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연구가설 H1d에서는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가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

혹은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조직몰입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표 16>과 같이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M=5.11, SD=1.21),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M=4.26, SD=1.25) 및 스포츠 비참여자(M=3.89, SD=1.37)의

조직몰입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H1d는 지지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

인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는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 및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와 스포츠 비참여자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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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연구가설 H1e에서는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가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

혹은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직무만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요인별

로 살펴보면, 직무만족 보상, 친화도, 도전성 및 정책 요인 모두 <표 16>

과 같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가설 H1e

는 지지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인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상, 도전성 및 정책요인

과 관련,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는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 및 스포츠 비참

여자에 비해 직무만족 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와 스포츠 비참여자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직

무만족 친화도 요인과 관련,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는 직장 밖 스포츠 참

여자 및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직무만족 친화도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도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직무만족 친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H1f에서는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가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

혹은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요인별로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 환경, 역할 및 직무자체 요인에서 <표

16>과 같이 역할 요인만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고, 환경(p=0.275)과 직

무자체(p=0.068) 요인은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가설

H1f는 부분지지 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인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스트레스 역

할 요인과 관련,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는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 비해 역

할 요인과 관련한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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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참여유형 평 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Tukey)

적응력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a) 5.4173 1.16656

12.081 0.000** a > b, c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b) 4.8030 1.37547

스포츠 비참여자(c) 4.7068 1.31444

네트워크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a) 5..5165 1.26747

12.901 0.000**
a > c

b > c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b) 4.9798 1.26757

스포츠 비참여자(c) 4.4098 1.25956

집단 

응집성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a) 5.2489 1.21030

23.869 0.000** a > b, c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b) 4.4646 1.27610

스포츠 비참여자(c) 4.2376 1.29431

조직몰입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a) 5.1133 1.29667

30.953 0.000** a > b, c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b) 4.2601 1.24536

스포츠 비참여자(c) 3.8929 1.36560

직무만족 

(보상)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a) 4.7290 1.37353

22.103 0.000** a > b, c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b) 3.7744 1.47221

스포츠 비참여자(c) 3.6848 1.41381

직무만족 

(친화도)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a) 5.5845 1.06303

30.616 0.000**
a > b, c

b > c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b) 4.9268 1.08577

스포츠 비참여자(c) 4.5602 1.12780

직무만족 

(도전성)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a) 5.5791 1.04822

17.879 0.000** a > b, c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b) 4.9697 1.11990

스포츠 비참여자(c) 4.8459 1.06098

직무만족 

(정책)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a) 4.5492 1.30641

24.445 0.000** a > b, c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b) 3.6162 1.29482

스포츠 비참여자(c) 3.5439 1.30169

직무 

스트레스 

(환경)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a) 3.7914 1.39603

1.297 0.275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b) 3.6111 1.50264

스포츠 비참여자(c) 3.5113 1.47127

직무 

스트레스 

(역할)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a) 4.3813 1.26234

3.893 0.021* 　a > b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b) 3.8788 1.43210

스포츠 비참여자(c) 4.1303 1.44648

직무 

스트레스 

(직무자체)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a) 3.9173 1.44036

2.704 0.068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b) 3.5000 1.33440

스포츠 비참여자(c) 3.6880 1.35485

표 16. 스포츠 참여유형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

*p < 0.05, **p < 0.01

2. 연구가설 2의 검증결과

연구가설 2에서는 직장 내 동호회 참여유형에 따른 종속변인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가 비스포츠 동호회 참

여자 혹은 동호회 비참여자보다 적응력, 네트워크, 집단응집성,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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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참여유형 평 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Tukey)

적응력

스포츠 동호회(a) 5.4173 1.16656

12.61 0.000** a > b, c비스포츠 동호회(b) 4.5887 1.35660

동호회 비참여자(c) 4.8059 1.33145

네트워크

스포츠 동호회(a) 5.1655 1.26747

7.684 0.001** a > b, c비스포츠 동호회(b) 4.4839 1.39955

동호회 비참여자(c) 4.7147 1.24846

집단 

응집성

스포츠 동호회(a) 5.2489 1.21030

24.265 0.000** a > b, c비스포츠 동호회(b) 4.1161 1.29946

동호회 비참여자(c) 4.4141 1.27934

조직몰입

스포츠 동호회(a) 5.1133 1.29667

29.027 0.000** a > b, c비스포츠 동호회(b) 4.2016 1.19067

동호회 비참여자(c) 3.9941 1.37037

직무만족 

(보상)

스포츠 동호회(a) 4.7890 1.37353

22.422 0.000** a > b, c비스포츠 동호회(b) 3.8602 1.33953

동호회 비참여자(c) 3.6725 1.47094

직무만족 

(친화도)

스포츠 동호회(a) 5.5845 1.06303

27.551 0.000** a > b, c비스포츠 동호회(b) 4.8387 0.98877

동호회 비참여자(c) 4.6721 1.16699

직무만족 

(도전성)

스포츠 동호회(a) 5.5791 1.04822

17.465 0.000** a > b, c비스포츠 동호회(b) 4.8952 1.02084

동호회 비참여자(c) 4.9000 1.11153

직무만족 

(정책)

스포츠 동호회(a) 4.5492 1.30641

24.36 0.000** a > b, c비스포츠 동호회(b) 3.5968 1.21936

동호회 비참여자(c) 3.5667 1.32683

직무 

스트레스 

(환경)

스포츠 동호회(a) 3.7914 1.39603

2.173 0.115 -비스포츠 동호회(b) 3.3306 1.38180

동호회 비참여자(c) 3.6353 1.51304

직무 

스트레스 

(역할)

스포츠 동호회(a) 4.3813 1.26234

4.049 0.018* a > b비스포츠 동호회(b) 3.8011 1.45417

동호회 비참여자(c) 4.1039 1.43417

직무 

스트레스 

(직무자체)

스포츠 동호회(a) 3.9173 1.44036

2.838 0.06 -비스포츠 동호회(b) 3.4355 1.12163

동호회 비참여자(c) 3.6706 1.41746

직무만족이 높고, 직무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직

장 내 동호회 참여유형별 측정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 확인

을 위한 사후 검증으로는 Tukey 분석을 사용하였다.

표 17. 직장 내 동호회 참여 유형에 따른 측정 변인의 차이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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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H1a에서는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가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 혹은 동호회 비참여자에 비해 적응력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표 17>과 같이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M=5.42,

SD=1.17),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M=4.59, SD=1.36) 및 동호회 비참여자

(M=4.81, SD=1.33)의 적응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H2a는 지지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사후검증인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는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 및 동호회 비참여자에 비해 적응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와 동호회 비참여자간의 유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가설 H1b에서는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가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 혹은 동호회 비참여자에 비해 네트워크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

다. 분석결과, <표 17>과 같이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M=5.17,

SD=1.27),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M=4.48, SD=1.40) 및 동호회 비참여자

(M=4.71, SD=1.25)의 네트워크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

설 H2b는 지지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

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인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스포츠 동

호회 참여자는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 및 동호회 비참여자에 비해 네트워

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와 동호회 비참여자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가설 H1c에서는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가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 혹은 동호회 비참여자에 비해 집단응집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

였다. 분석결과, <표 17>과 같이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M=5.25,

SD=1.21),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M=4.12, SD=1.30) 및 동호회 비참여자

(M=4.41, SD=1.28)의 집단응집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H2c는 지지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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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인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는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 및 동호회 비참여자에 비해 집단

응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와 동호회 비참

여자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가설 H1d에서는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가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 혹은 동호회 비참여자에 비해 조직몰입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

다. 분석결과, <표 17>과 같이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M=5.11,

SD=1.30),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M=4.20, SD=1.19) 및 동호회 비참여자

(M=3.99, SD=1.37)의 조직몰입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

설 H2d는 지지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

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인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스포츠 동

호회 참여자는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 및 동호회 비참여자에 비해 조직몰

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와 동호회 비참여자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가설 H2e에서는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가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 혹은 동호회 비참여자에 비해 직무만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였

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요인별로 살펴보면, 직무만족 보상, 친화도, 도전성 및 정책 요인 모두 <표

17>과 같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가설

H2e는 지지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사후검증인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상, 친화도, 도전성

및 정책요인과 관련,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는 비스포츠 동호회 참

여자 및 동호회 비참여자에 비해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와 동호회 비참여자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연구가설 H2f에서는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가 비스포츠 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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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혹은 동호회 비참여자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라고 예측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요인별로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 환경, 역할 및 직무자체 요인에서

<표 17>과 같이 역할 요인만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고, 환경(p=0.115)

과 직무자체(p=0.060) 요인은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가설 H2f는 부분지지 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간의 유의한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인 Tukey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스트레

스 역할 요인과 관련,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는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 비해 역할 요인과 관련한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가설 3의 검증결과

연구가설 3에서는 여가만족이 적응력, 네트워크, 집단응집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에 따라 여가만족이 각 측정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검증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를 제외한 적응력, 네트워크, 집단응집성, 조직

몰입 및 직무만족의 회귀모형은 모두 p=0.00이었고, Durbin- Watson의 수

치는 2에 가까워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가설 H3a에서는 여가만족이 적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여가만족을 구성하는 총 6개의 하위요인 중, 교

육, 사회, 신체 및 심미적 요인은 <표 18>과 같이 적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리(β=0.23, t=2.59) 및 정서적(β=0.18,

t=2.40) 요인은 <표 18>과 같이 적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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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적응력

상수 0.299 - 7.615 0.000 -

여가만족(심리) 0.087 0.229 2.588 0.010** 0.275

여가만족(교육) 0.094 0.024 0.257 0.797 0.240

여가만족(사회) 0.071 -0.087 -1.173 0.241 0.392

여가만족(정서) 0.083 0.178 2.397 0.017* 0.391

여가만족(신체) 0.060 0.089 1.280 0.201 0.448

여가만족(심미) 0.050 0.099 1.719 0.086 0.654

R=0.464, R2=0.216, 수정 된 R2=0.203, F=16.681, P=0.000**, Durbin-Watson=1.940 

네트워크

상수 0.289 - 6.403 0.000 -

여가만족(심리) 0.085 0.099 1.150 0.251 0.275

여가만족(교육) 0.091 -0.122 -1.317 0.189 0.240

여가만족(사회) 0.069 0.289 4.001 0.000** 0.392

여가만족(정서) 0.080 0.278 3.842 0.000** 0.391

여가만족(신체) 0.058 0.023 0.347 0.729 0.448

여가만족(심미) 0.049 -0.025 -0.439 0.661 0.654

R=0.505, R2=0.255, 수정 된 R2=0.242, F=20.721, P=0.000**, Durbin-Watson=1.832

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가설 H3a는 부분지지 되었다.

연구가설 H3b에서는 여가만족이 네트워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여가만족을 구성하는 총 6개의 하위요인 중,

심리, 교육, 신체 및 심미적 요인은 <표 18>과 같이 네트워크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β=0.29, t=4.00) 및 정서적(β

=0.28, t=3.84) 요인은 <표 18>과 같이 네트워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가설 H3b는 부분지지 되었다.

표 18.여가만족이 적응력 및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p < 0.05, **p < 0.01

연구가설 H3c에서는 여가만족이 집단응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여가만족을 구성하는 총 6개의 하위요인 중,

심리, 교육, 신체 및 심미적 요인은 <표 19>와 같이 집단응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β=0.22, t=2.88) 및 정서적

(β=0.16, t=2.21) 요인은 <표 19>와 같이 집단응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가설 H3c는 부분지지 되었다.

연구가설 H3d에서는 여가만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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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집단 

응집성

상수 0.307 - 6.633 0.000 -

여가만족(심리) 0.090 0.010 0.111 0.912 0.275

여가만족(교육) 0.097 -0.021 -0.222 0.824 0.240

여가만족(사회) 0.073 0.216 2.875 0.004** 0.392

여가만족(정서) 0.085 0.161 2.214 0.033* 0.391

여가만족(신체) 0.062 0.077 1.087 0.278 0.448

여가만족(심미) 0.052 0.079 1.361 0.174 0.654

R=0.439, R2=0.193, 수정 된 R2=0.179, F=14.480, P= 0.000**, Durbin-Watson=1.725 

조직몰입

상수 0.313 - 4.591 0.000 -

여가만족(심리) 0.092 0.027 0.317 0.751 0.275

여가만족(교육) 0.099 0.003 0.037 0.970 0.240

여가만족(사회) 0.074 0.246 3.401 0.001** 0.392

여가만족(정서) 0.087 0.065 0.892 0.373 0.391

여가만족(신체) 0.063 0.099 1.466 0.143 0.448

여가만족(심미) 0.053 0.169 3.015 0.003** 0.654

R=0.503, R2=0.253, 수정 된 R2=0.240, F=20.525, P= 0.000**, Durbin-Watson=1.840 

라고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여가만족을 구성하는 총 6개의 하위요인 중,

심리, 교육, 정서 및 신체적 요인은 <표 19>와 같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β=0.25, t=3.40) 및 심미적(β

=0.17, t=3.02) 요인은 <표 19>와 같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가설 H3d는 부분지지 되었다.

표 19. 여가만족이 집단응집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p < 0.05, **p < 0.01

연구가설 H3e에서는 여가만족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예측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무만족은 총 4개의 하위요인, 즉

보상, 친화도, 도전성 및 정책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석결과 <표

20>과 같이 보상요인은 사회적 요인(β=0.18, t=2.30), 친화도 요인은 사회

(β=0.16, t=2.25) 및 정서적 (β=0.23, t=3.20)요인, 도전성 요인은 사회(β

=0.16, t=2.43) 및 정서적(β=0.31, t=4.61)요인, 정책요인은 사회(β=0.17,

t=2.18) 및 심미적(β=0.16, t=2.78)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외의 여가만족 다른 요인은 직무만족의 각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H3e는 부분지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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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직무만족 

(보상)

상수 0.354 - 4.655 0.000 -

여가만족(심리) 0.104 0.164 1.772 0.077 0.275

여가만족(교육) 0.112 -0.054 -0.551 0.582 0.240

여가만족(사회) 0.084 0.178 2.295 0.022* 0.392

여가만족(정서) 0.098 0.020 0.252 0.801 0.391

여가만족(신체) 0.071 0.061 0.838 0.403 0.448

여가만족(심미) 0.060 0.089 1.1487 0.138 0.654

R=0.382, R2=0.146, 수정 된 R2=0.132, F=10.350, P=0.000**, Durbin-Watson=1.868

직무만족 

(친화도)

상수 0.258 - 8.646 0.000 -

여가만족(심리) 0.075 0.045 0.531 0.596 0.275

여가만족(교육) 0.081 0.050 0.547 0.584 0.240

여가만족(사회) 0.061 0.161 2.250 0.025* 0.392

여가만족(정서) 0.071 0.229 3.203 0.001** 0.391

여가만족(신체) 0.052 0.104 1.563 0.119 0.448

여가만족(심미) 0.043 0.013 0.237 0.812 0.654

R=0.521, R2=0.271, 수정 된 R2=0.259, F=22.593, P=0.000, Durbin-Watson=1.977 

직무만족 

(도전성)

상수 0.230 - 8.778 0.000 -

여가만족(심리) 0.067 0.006 0.071 0.943 0.275

여가만족(교육) 0.072 0.147 1.725 0.085 0.240

여가만족(사회) 0.055 0.162 2.427 0.016* 0.392

여가만족(정서) 0.064 0.309 4.609 0.000** 0.391

여가만족(신체) 0.046 -0.010 -0.156 0.876 0.448

여가만족(심미) 0.039 0.081 1.555 0.121 0.654

R =0.601, R2=0.361, 수정 된 R2=0.351, F=34.327, P=0.000, Durbin-Watson=2.004 

직무만족 

(정책)

상수 0.320 - 4.752 0.000 -

여가만족(심리) 0.094 -0.004 -0.047 0.962 0.275

여가만족(교육) 0.101 0.058 0.597 0.551 0.240

여가만족(사회) 0.076 0.165 2.176 0.030* 0.392

여가만족(정서) 0.089 0.025 0.329 0.742 0.391

여가만족(신체) 0.065 0.111 1.563 0.119 0.448

여가만족(심미) 0.054 0.163 2.783 0.006** 0.654

R=0.426, R2=0.182, 수정 된 R2=0.168, F=13.482, P=0.000, Durbin-Watson=1.869 

표 20. 여가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p < 0.05, **p < 0.01

연구가설 H3f에서는 여가만족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는 총 3개의 하위

요인, 즉 환경, 역할 및 직무자체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석결과 <표

21>와 같이 환경(p=0.303), 역할(p=0.060) 및 직무자체(p=0.377) 요인은 회

귀모형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여가만족이 직무스트레스의 각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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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직무 

스트레스 

(환경)

상수 0.369 - 8.374 0.000 -

여가만족(심리) 0.108 -0.178 -1.795 0.073 0.275

여가만족(교육) 0.116 0.186 1.753 0.080 0.240

여가만족(사회) 0.088 -0.017 -0.206 0.837 0.392

여가만족(정서) 0.102 0.100 1.208 0.228 0.391

여가만족(신체) 0.074 -0.009 -0.116 0.907 0.448

여가만족(심미) 0.062 0.006 0.098 0.922 0.654

R=0.140, R2=0.019, 수정 된 R2=0.003, F=1.205, P=0.303, Durbin-Watson =1.971 

직무 

스트레스 

(역할)

상수 0.350 - 9.094 0.000 -

여가만족(심리) 0.102 0.071 0.723 0.470 0.275

여가만족(교육) 0.110 0.024 0.226 0.821 0.240

여가만족(사회) 0.083 0.021 0.254 0.800 0.392

여가만족(정서) 0.097 0.073 0.882 0.378 0.391

여가만족(신체) 0.070 -0.132 -1.709 0.088 0.448

여가만족(심미) 0.059 0.118 1.844 0.066 0.654

R=0.180, R2=0.032, 수정 된 R2=0.017, F=2.036, P=0.060, Durbin-Watson=1.962 

직무 

스트레스 

(직무자체

)

상수 0.353 - 9.818 0.000 -

여가만족(심리) 0.103 0.150 1.520 0.130 0.275

여가만족(교육) 0.111 -0.194 -1.834 0.068 0.240

여가만족(사회) 0.084 -0.006 -0.069 0.945 0.392

여가만족(정서) 0.098 0.073 0.874 0.383 0.391

여가만족(신체) 0.071 -0.075 -0.966 0.334 0.448

여가만족(심미) 0.060 0.083 1.293 0.197 0.624

R=0.132, R2=0.017, 수정 된 R2=0.001, F=1.075, P=0.377, Durbin-Watson =2.014 

설 H3f는 기각되었다.

표 21. 여가만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p < 0.05, **p < 0.01

Ⅵ.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직장 내 스포츠 참여, 직장 밖 스포츠 참여 및 스포츠 비참

여자로 분류한 스포츠 참여 유형과 직장 내에서의 스포츠 동호회 참여, 비

스포츠 동호회 참여 및 동호회 비참여로 분류한 직장 내 동호회 참여 유

형, 그리고 여가만족에 따른 적응력, 네트워크, 집단응집성, 조직몰입, 직무

만족 및 직무스트레스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설문을 통해 직장에 근

무하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를 대상으로 앞서 언급한 기준을 토대로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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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후 각 유형별로 각 측정변인에 대한 수준 및 차이를 분석하였다.

1. 논의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밀레니엄 세대 직장인의 직장 내

스포츠 참여가 다른 유형의 참여(직장 밖 스포츠 참여, 스포츠 비참여, 직

장 내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 직장 내 동호회 비참여)에 비해 적응력, 네트

워크, 집단응집성,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고, 직무스트레스의

일부 하위요인은 낮출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또한 여가만족은 직무스

트레스를 제외한 적응력, 네트워크, 집단응집성,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1과 H2의 가설에서,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의

적응력, 네트워크, 집단응집성,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이 다른 유형의 참여

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응력과 관련, 생활 체육은 개인

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형성시켜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원만

한 사회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연구 결과(장진우, 2005)와 여가

활동이 활발할수록 생활적응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곽계화, 2006)

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스포츠 동호회 활동이

직장 내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기적인 협

조체제를 구축하게 한다는 연구결과(이철현, 2005)를 지지한다. 집단응집성

과 관련해서는 스포츠 여가활동은 조직의 집단응집성을 높여준다는 연구결

과(김민종, 2008)와 스포츠 참여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집단응

집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임승엽, 2008)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몰

입과 관련, 스포츠 동호회 활동이 조직의 화합과 결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이철현, 2005)와 스포츠 참여에 있어 집단화 된 참여가 소

속감을 갖게 하고, 몰입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채재성, 1992)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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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과 관련해서는, 생활체육 참여가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며,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영향력이 높다는 연구결과(최성곤, 2003)와 생활

체육참여가 결근율,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직무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Finney, 1984)를 지지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네트워크와

직무만족 친화도 요인을 제외한 측정변인에서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가 직

장 밖 스포츠 참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대사회에서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다는 연구결과

(이호건 & 전병준, 2009)와 같이 밀레니엄 세대의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여

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같은 스포츠 활동이라도

조직의 입장에서는 조직 내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네트워크와 직무만족 친화도 요인에서는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와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

는 직장 밖 스포츠 참여를 통해서도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스포

츠가 가진 고유의 특성인 협력, 팀워크 정신이 직장 내의 관계에서도 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역할 요인

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

는 생활 체육 참여 여부에 따른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김태호, 2006)와는 다소 상반 된 결과가 나타났다.

H3 가설에서, 여가만족은 적응력, 네트워크, 집단응집성,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응력과 관련,

생활체육 참여자의 여가만족과 사회적응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곽

호근, 2007)와 여가만족이 높은 사람이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각종 상황에

적응을 잘한다는 연구결과(이상준, 2011)를 지지한다.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는 동호회 활동의 만족은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인한 구성원간의 유대관계

를 증가시키는 등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연구결과(김석환 et al.,

2006)와 동호회 활동의 긍정적 정서는 구성원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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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George & Brief, 1992)를 지지한다. 집단응집성과 관련, 동호회

활동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집단응집성이 높아지며, 활동기간 또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조방현, 2009)와 사내 여가활동의 참여만족

이 조직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유규종,

2003)를 지지한다. 조직몰입과 관련, 직장 내 여가활동과 동호회 활동만족

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오문환, 1997)를 지지하며, 직무

만족에서는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이 직무만족 등 조직유효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영면 & 백승규, 2008)와 여가만족의 변화는 직

무만족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문숙, 2009)를 지지한다. 다만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여가만족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연

구결과(윤진영, 2012)와는 달리 여가만족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 연

구에서는 단순히 여가만족이 해당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여가만족을 6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조직 입장에서 특정 변인에 대한 강화를 원할 때, 단순히 여가만족의 개념

으로 다가가는 것에 앞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2.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세

대와는 현저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 밀레니엄 세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밀레니엄 세대는 산업현장에 이미 진입하여서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거

나, 진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분류 될 이들

을 분석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 또

한 스포츠 유형 세분화에 있어서 기존 연구는 단순히 참여/비참여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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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법 적인 유형 분류를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참여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 즉 직장 내에서의 스포츠 참여, 직장 밖에서의 스포

츠 참여 및 스포츠 비참여의 유형분류와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 직

장 내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 및 동호회 비참여라는 세분화 된 유형분류 체

계를 사용함으로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대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의

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다양한 변인을 사용하여, 해당 세대를 판단하고 분석

함에 있어서 종합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는 단순히 한 두 개의 변인을 가지고 분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기

업 성장에 필수 요소인 집단응집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직무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세대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적응력 및 네트워크 변인을 사

용하였으며, 독립변인에는 스포츠 참여유형과 더불어 여가만족 변인을 사

용하여, 종속변인에 스포츠 참여유형 이외에도 여가만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및 여가만족 변인에서

는 세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단순히 변

인들의 효과측정에 몰두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변인들의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서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유의미한 의

미를 전달할 수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도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연구

를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대사회에서 여가활동은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고,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여가활동과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다. 또한 직장인

에게 여가활동은 일과 업무에서 벗어나 정신 및 육체적 피로를 해소하고

삶을 위한 재충전과 미래의 창조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가치 있

는 활동으로 인식됨에 따라 최근 많은 기업들에서는 직원들의 여가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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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여가활동의 다양한 긍정적인 기능을 인정하여 직원들의 여

가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의 기업의 여러 상황과

분위기를 고려하였을 때, 직원들이 편안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분

위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이 업무성과 및 기업

의 경영성과에 직결되는 것을 인식하고 직원들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사

내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

되고 있다. 앞선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조직원

들의 스포츠 참여 그리고 그에 따른 여가만족이 업무성과와 조직의 경영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볼 때 호텔 기업에서 인적자원의 관리 및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내 동호회 활동의 관리 및 지원에 관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동호회 활동은 단순한 여가활동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사회활동

으로 인한 구성원간의 유대관계 증가시키고 소속감의 고취, 건전한 조직문

화 조성 등 광범위한 사회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자발적이고 집합적인 여가

활동이다. 따라서 직장 내 공동여가활동은 구성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긍정적 정서는 구성원 상호관계 및 다양한 조

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여가

만족의 다양한 세부요인은 종속변인에 따라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기업의 실무자들은 해당 기업의 취약점에 따라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다.

셋째, 인간은 집단응집성 및 조직몰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당면한 문

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해당 변인이 높은 조직 구성원

들은 조직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선행 연구를 통해 알 수 있

었다. 이는 직무만족 및 직무스트레스에도 적용 될 수 있는데, 앞선 선행연

구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직장 내에서의 스포츠 참여

혹은 스포츠 동호회 참여는 해당변인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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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니엄 세대의 직장인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그에 따라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스

포츠를 통한 접근은 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된다. 더 나아가 최근 기업 환경에서는 잦은 이직이 기업의 업무 비효율화

를 심화시키고 있는 추세인데, 기업 입장에서의 스포츠를 통한 직원들의

관리는 이직 감소화와 더불어 효율적 업무 환경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행연구와 실증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밀레니엄 세대 직장인의 스포츠 참여유형과 여가만족에 따른 다양한 효과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에 대

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검증이 되었으므로 응답자인 직원들이

설문의 응답에 있어서 본인의 생각과 태도가 아닌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바

람직한 생각이나 태도를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

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터뷰, 실험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을 표집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일부 설문은 연구자의 지인

을 통해 수집하였다. 이는 본 연구자의 전공을 고려하였을 때, 그 지인들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특성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표본과 다양한 집단의 설문을 통해 분석

결과의 일반화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밀레니엄

세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보다 정확한 세대 연구를 위해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분석을 통해 비교,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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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사되어진 직장인들의 사내 동호회에 대한 각 기업의 지원유무

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다. 기업의 사내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유무

는 기업의 직원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직원

의 기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다. 또한 비스포츠 동

호회 집단에 대한 표본의 수 및 여성 표본의 수가 본 연구에서는 다소 부

족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의 지원을 받는 사내 동호회 집단의

구분과 더불어 비스포츠 동호회 집단 및 여성 표본의 수를 늘려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분석에 있어서 같은 스포츠 동호회 참여라고 하더라도, 참여시간,

참여기간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기업 내에서 다양한 여

가활동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유무와 더불어 복지 정책도 해당 변인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앞서 말한 참여시간, 기

간 및 다양한 복지정책을 함께 살펴봄으로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밀레니엄 세대를 대상으로 적응력, 네트워크, 여가만족, 집단

응집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직무스트레스 개념을 이용하여, 스포츠 참

여유형, 직장 내 동호회 참여 유형 및 여가 만족에 따른 해당 변인들의 영

향을 알아봄과 동시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도출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의 적응력, 집단응집성, 조직몰입, 직무만

족 보상요인, 직무만족 도전성 요인, 직무만족 정책요인은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 및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네트워크와 직무

만족 친화도 요인에서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와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는



72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아울러 직무만족 친화도 요인에

서는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가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셋째, 직무스트레스 환경요인과 직무 자체 요인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

의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직무스트레스 역할 요인에서는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가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직장 내 스

포츠 동호회 참여자는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 및 동호회 비참여자에 비해

적응력, 네트워크, 집단응집성, 조직몰입,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

무스트레스에서는 환경 및 직무자체 요인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역

할 요인에서는 직장 내 스포츠 동호회 참여자가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적응력은 여가만족의 심리 및 정서적 요인,

네트워크에서는 사회 및 정서 요인, 집단응집성에서는 사회 및 정서요인,

조직몰입에서는 사회 및 심미 요인, 직무만족 보상요인에서는 사회요인, 친

화도 요인에서는 사회 및 정서 요인, 도전성 요인에서는 사회 및 정서 요

인, 정책 요인에서는 사회 및 심미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여가만족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스포츠 참여자는 직장 밖 스포츠 참여자 혹은 직

장 내 비스포츠 동호회 참여자 및 스포츠 비참여자에 비해 적응력, 네트워

크, 집단응집성,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 및 직무스트레스 일부 요인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으며, 여가만족은 각각의 변인에 다양한 하위 요인이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직장 내에서의

스포츠 참여가 조직성과 및 관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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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at reflects generational characteristics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trends for businesses. The “millennium generation”,

the primary focus of analysis in this study, shows distinct behavioral

patterns when compared to other generations. Research in this

generation is timely as this generation will become central to our labor

force driving our society forward and is expected to take on crucial

roles in success of businesses. In addition, since workplace is one of

the foundations of life in contemporary societies and as human beings

possess inherent disposition t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how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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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 hours outside working hours is crucial to the morale and

motivation of constituen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focusing on the millennium generation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types of sports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with respect to some key elements to organizational

development (group cohes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and generational elements (adaptability and network), as

well as to analyz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Furthermore,

sub-variables are used instead of single variables in analysis of leisure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in order to allow for a

more detailed analysis and various approaches.

This study uses a total of 371 respondents of the online and offline

questionnaires obtained by availability sampling in the final analysis.

IBM SPSS Statistics 20 and IBM SPSS AMOS 20 is used to analyze

data, and these programs are used to perform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one-way ANOVA.

This study find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ose who participate

in sports programs at workplace show greater adaptability, group

cohesion, group commitment, job satisfaction from compensation,

initiative and policy factors than those who participate in sports

programs outside workplace and those who do not participate in sports

programs at all. Second, those who participate in sports programs a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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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ide workplace showed greater network and job satisfaction from

friendliness factors than those who do not participate in sports

programs at all do. Additionally, job satisfaction from friendliness

factors is greater for those who participate in sports programs at

workplace than for those who participate outside workplace. Third, job

stress from work environment and job itself factors do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but job stress from roles factors is

lower for those who participate in sports programs at workplace than

for those who participate outside workplace. Fourth, participants in

sports clubs at workplace show greater adaptability, network, group

cohesion, group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than those who

participate in non-sports clubs at workplace and those who do not

participate in any club at workplace do. Job stress from work

environment and job itself factors show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and job stress from roles factors is lower for those who

participate in sports clubs at workplace than for those who participate

in non-sports clubs at workplace and for those who do not participate

in any club at workplace. Fifth, results related with leisure satisfaction

show that psychological and emotional factors of adaptability, social and

emotional factors of network, social and emotional factors of group

cohesion, social and aesthetic factors of group commitment, social

factors of job satisfaction from compensation, social and emotional

factors of job satisfaction from friendliness, social and emotional factors

of job satisfaction from initiative, and social and aesthetic factors of job

satisfaction from policy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s , whereas leisure

satisfaction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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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concludes that, when compared with those who

participate in sports programs outside workplace and those who do not

participate in sports programs at all, those who participate in sports

programs at workplace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aptability,

network, group cohesion, group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some

factors of job stress, while different sets of factors of leisure

satisfaction affect respectively each variable.

Key words : Millennium Generation, Leisure Satisfaction, Group Cohes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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