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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아웃소싱(outsourcing)

과 관련하여 아웃소싱 근로자들이 놓여있는 ‘소속회사와 근무회사’가 다른 상

황에서 조직몰입이 소속회사 및 근무회사에 대한 동시적 몰입인 이중몰입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이 아웃소싱 근로자들의 

이중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중몰입이 아웃소싱 근로자의 조

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조직성과 제고를 위

해 조직시민행동이라는 긍정적 행동을 강화하고 이직의도를 부정적 태도를 감

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간 단일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을 

아웃소싱 근로자의 근무와 고용 특성에 맞게 근무회사와 소속회사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소속회사 몰입과 근무회사 몰입이라는 이중몰입과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 수행을 위하여, K공단 아웃소싱 콜센터에 종사 중인 총 3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조사결과는 기초통계량분석, 타당

도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K공단 콜센터 아웃소싱 근로자들은 소속회사와 근무회사가 다름

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이중몰입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일 요인으로 조직몰입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과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은 조

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과 소속회사 동료의 

지원,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은 또한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조직몰입은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세부적으로는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과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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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직지원 인식이나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 소속회사 동료의 지원보다 조

직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변수인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

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역할을 분석한 결과 부분매개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과 상사의 지원 및 동

료의 지원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고 있었

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읽어낼 수 있다.

우선, 선행연구(김정원, 2004 ; 이규용, 2005 ; 서정락, 2011; 이용로, 2013 등)

와 달리 조직몰입이 이중몰입인 소속회사와 근무회사의 몰입으로 구분되지 않

았다. 소속회사와 근무회사로 구분된 상황에서도 K공단 아웃소싱 근로자들은 

조직몰입을 단일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이나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조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높이거나 조직을 이탈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부

정적인 태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소속회사나 근무회사 중 어느 특정 조직의 몰

입을 더 강조하기 보다는 조직몰입을 자체를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몰입을 높이는 데에는 소속회사보다 근무회사의 조직지원이 더 

중요했다. 이는 아웃소싱 근로자들이 소속회사 보다 근무회사의 영향력이 크

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무회

사의 조직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지원

은 결국 아웃소싱 업체인 소속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직몰입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소속회사와 근무회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 역시 중요했다.

이는 아웃소싱 근로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근무회사 직원과 직·간접적인 접

촉에 따른 경험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에 대한 인식은 



- iii -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아웃소싱 근로자들이 조직성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근무회사와 소속회사뿐만 아니라 근무회사 직원도 아웃소싱 근로자들을 배려

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조직지원 인식, 사회적 지원, 이중몰입,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

학 번 : 2014-2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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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이 가열되면서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부실 공

기업과 그 자회사 퇴출 및 전 직원 성과연봉제 등 강력한 공기업 개혁이 논의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요구는 부채가 많거나 경영에 문제가 있는 ‘특정’ 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공공기관 전체가 그 대상이다.

이러한 정부의 요구는 이전에도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국가

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사업과 기능의 구조조정인 민영화와 아웃

소싱을 요구했었다. 그 결과 현재 공공기관은 인력구성에 있어 정규직 비율은 

감소하고 무기 계약직과 아웃소싱 근로자의 비율은 증가하였다1).

2013년 현재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의 비율은 75%에 달한다2). 이는 

통계청의 「2012 기업활동조사결과3)」에 나타난 국내기업의 아웃소싱 활용 

비율(76.1%)과도 유사한 수준이다.

최근 들어 정부의 부채감축과 경영성과 제고에 대한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고용 유연성 확보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필요인력

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보다 비정규직이나 아웃소싱인력을 활용하고자하는 유

인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활용은 더 증가할 것이다.

1) 공공기관 고용인력 중 정규직 비중의 변화 : 2009년 71.7% → 2010년 70.6% →

2011년 69.5% → 2012년 68.4% → 2013년 68.2% (자료 : 알리오 공시자료)

2) 공공기관 중 아웃소싱 활용비율이 변화 : 2009년 72.3% → 2010년 72% → 2011

년 72.7% → 2012년 75.7% → 2013년 75.6% (자료 : 알리오 공시자료)

3) 통계청은 2006년부터 매년 자본금 3억 이상 상용근로자 50인 이상 국내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활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말에 발표하고 있으며

2012년 조사결과 대상기업의 아웃소싱 활용비율은 76.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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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비용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만을 강조한 나머지 아웃

소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기업의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보다 아웃소싱이 기업성과에 더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다(이시균,

2011 ; 홍민기 2012).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고용이나 임금, 승진에서 정규직과는 다른 차별

적 대우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식은 부정적 태도를 갖게 하고 잦은 이

직과 같은 부정적 행위로 이어져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비정규적 근로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회사를 위한 근로자 자신의 기여

를 회사로부터 인정받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회사

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인식한다거나 동료나 상사가 자신에게 관

심을 갖고 사회적·감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느낀다면 즉 조직지원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근로자가 인식하게 된다며 회사에 대한 애착심과 일체감 같은 태

도를 갖게 되고 이 태도는 다시 회사에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이어져 회사 목

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 같은 조직에 대한 애착심과 일체감, 동일시가 바로 조직몰입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조직몰입은 근로자구성원의 업무성과, 이직 및 결근 등 조직유

효성을 대표할 뿐 아니라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 직무만족 등의 중요한 선행

변수이기도 하다.

아웃소싱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소속회사와 근무회사’가 분리된 상

황에 직면하고 있다. 아웃소싱 근로자의 이러한 상황은 그들이 인식하는 조직

지원 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소속회사와 

근무회사’가 분리된 상황은 조직에 대한 태도인 조직몰입에도 다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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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것은 자명하다. 소속회사뿐만 아니라 근무회사 모두에게 높게 몰입한다면 

결국 조직성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서정락, 2011). 바로 이중몰입이 아웃소

싱 근로자의 조직에 대한 긍정적 행동을 유인하거나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키

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이중몰입 연구의 중요성

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아웃소싱 근로자의 이중몰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

로 부족한 편이다.

이에 아웃소싱 사례 연구를 통해 그동안 미진했던 소속회사와 근무회사에 

대한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이 이중몰입,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조직성과에 긍정적 요인은 강화하고 부

정적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공공기관 아웃소싱 운영

에 있어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목적

이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소속회

사와 근무회사가 다른 상황에서 아웃소싱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조직지원 인식

과 사회적 지원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규명하고 성과 제고를 위하여 조직성과에 긍정적 행동을 높이고 부정적

인 행동은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K공단의 아웃소싱 분야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인력이 근무 중인 콜센터를 대상으로,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조직 및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근무회사와 소속회사에 대한 이중적 몰입

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이중몰입이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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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세부 연구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현황,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 이중몰입,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에 대한 논문, 언론보도, 인터넷 등을 통한 문헌연구

를 실시하고, 변수들의 개념적 정의와 변수들의 구성요인들을 찾아내어 이론

적 틀을 완성하여 아웃소싱 근로자 연구에 적합한 구성요인을 도출하고자 한

다.

둘째,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의 하위요인들이 이중몰입(소속회사 몰

입과 근무회사 몰입)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소속회사와 근무회사의 이중몰입이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넷째, 위의 검증을 통하여 아웃소싱 근로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높이고 이

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아웃소싱을 운영하는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회사의 성과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

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이 연구는 문헌연구(documentary study)를 통해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조직지원 인식, 사회적 지원, 이중몰입,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의 개념 및 구

성요인을 도출해 내고, 각 변수 간 영향관계를 실증 연구함으로써 아웃소싱 근

로자들의 이직의도를 낮추고 조직시민행동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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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간적, 시간적 그리고 내용적으로 범위를 설정하

여 연구를 실행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K공단의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 5개 지

역 콜센터로 설정하고 해당 콜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

다. 또한 시간적으로는 2015년 1월 8일부터 1월 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총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 실시의 배경이 된 연구 필요성과 연구 목적 그리고 

시간적·공간적·내용적 연구의 범위, 연구방법 등을 기술하여 본 논문의 구성과 

체계를 설명하였다.

제 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연구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아웃소싱, 조직지원 

인식, 사회적 지원, 이중몰입,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에 대하여 선행 연구 논

문을 바탕으로 각 변수들의 개념적 정의와 구성요인 및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 

등을 검토하여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도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제 3장에서는 조직지원 인식, 사회적 지원, 이중몰입, 조직시민행동, 이직의

도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개념을 확정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측정척도를 도출

하였다. 또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실증연구의 대상과 기간, 분석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제 4장에서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시된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밝히고, 가설의 검증을 통하여 설정된 가설에 대한 영향관

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제 5장은 결론으로 실증연구의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해낸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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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과 실증연구를 함께 진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에서는 

아웃소싱,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 이중몰입,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가설 도출을 위하여 기존의 국내외 논문과 관련서적, 홈페

이지 등을 참고하여 연구의 틀을 마련하였다. 실증연구 부분에서는 문헌연구

를 통해 도출한 연구모형에 따라 가설을 설정하고 K공단의 아웃소싱 콜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범용 통계 패키지인 SPSS(statistic package for

social science) 22.0을 활용하여 통계자료 처리 및 분석을 하였으며 세부내용

은 아래와 같다.

우선,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및 측정변수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

(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산출하는 기술 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한 설문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factor analysis)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검증하였으

며 주요 변수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설정된 연구모형의 영향관계 검증 및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3단계 매개회귀분석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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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1. 공공기관 아웃소싱의 수준과 현황

아웃소싱(outsourcing)이란 기업의 기능이나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에 의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들은 핵심역량 강화, 위험 분산, 조직 슬림화, 부가가치 창출, 비용 절감,

경기변동 대응, 혁신 가속화, 전문성 확보, 정보네트워크 확대, 직원 복지 후생 

강화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다(노순규,

2001).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

공기관도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 아웃소싱의 역사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인 도입은 

1997년 외환위기 발발이후이다. 민간부문뿐 만아니라 공공부문도 외환위기라

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사업과 기능을 구조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아웃소싱을 

도입했다. 다만, 민간부문과 다른 점은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도입에 있어 정부

의 요구라는 외부적 요인 또한 중요했다는 점이다(이강원, 2014).

통계청「기업활동조사결과4)」에 따르면 최근에도 국내 아웃소싱활용 기업 

수는 아래 [그림 2-1]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산업별로 아웃소싱에 도입에 차이가 있다. 산업 특성에 따라 전기가스

업(88.0%), 제조업(83.8%), 금융보험업(75.3)은 상대적으로 아웃소싱 비중이 

4) 2006년 이후 통계청에서 ‘자본금 3억 이상 상용근로자 50명 이상’인 국내기업체

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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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운수업(58.9%), 건설업(66.6%), 기타산업(65.3%)은 낮았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중 아웃소싱 활용 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활용비율은 2010년 78.9%를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5).

자료: 기업활동조사결과 (통계청)

[그림 2-1] 아웃소싱 활용 기업체수

한편, 아래 [표 2-1]과 같이 아웃소싱을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수와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활용수준은 75.6%로 

위의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표 2-1]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활용 현황6)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공기관수 282 289 297 301 303

아웃소싱 

활용기관
204 208 216 228 229

비율 72.3 72.0 72.7 75.7 75.6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www.alio.go.kr

아웃소싱의 활용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인력도 증가하

5) 2006년 → 73.1%, 2007년 →76.4%, 2008년 76.6% → 2009년 77.9% → 2010년 78.9% →

2011년 76.7% → 2012년 76.1%

6) 아웃소싱은 공시 항목상 ‘소속외인력’으로 표시되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

이 알리오에 공시한 지난 5년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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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아래 [표 2-2]에서 보듯 공공기관의 전체 종사인력은 지정기관 증가

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공공기관 인력이 249,249명에서 2013년에

는 387,593명으로 11.6%가 증가했다.

[표 2-2]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인력운영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정

규

직

정 원 249,249명 250,366명 255,944명 258,180명 264,269명

비 중 71.7% 70.6% 69.5% 68.4% 68.2%

‘09년 대비 증가율 0.4% 2.7% 3.6% 6.0%

전년대비 증가율 0.4% 2.2% 0.9% 2.4%

무

기

계

약

정 원 6,425명 9,739명 10,740명 12,248명 16,037명

비 중 1.8% 2.7% 2.9% 3.2% 4.1%

‘09년 대비 증가율 51.6% 67.2% 90.6% 149.6%

전년대비 증가율 51.6% 10.3% 14.0% 30.9%

비

정

규

직

정 원 38,526명 38,268명 41,742명 45,082명 44,325명

비 중 11.1% 10.8% 11.3% 11.9% 11.4%

‘09년 대비 증가율 - 0.7% 8.3% 17.0% 15.1%

전년대비 증가율 - 0.7% 9.1% 8.0% - 1.7%

아

웃

소

싱

정 원 53,280명 56,477명 59,738명 62,004명 62,962명

비 중 15.3% 15.9% 16.2% 16.4% 16.2%

‘09년 대비 증가율 6.0% 12.1% 16.4% 18.2%

전년대비 증가율 6.0% 5.8% 3.8% 1.5%

계

정 원 347,480명 354,850명 368,164명 377,514명 387,593명 

‘09년 대비 증가율 　 2.1% 6.0% 8.6% 11.5%

전년대비 증가율 　 2.1% 3.8% 2.5% 2.7%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www.alio.go.kr

그러나 같은 기간 정규직 증가율은 6%에 그쳤으나 아웃소싱 인력은 53,280

명에서 62,962명으로 18.2%가 증가했다. 그 결과 2013년 현재 공공기관 종사자 

중 정규직 비중은 68%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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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의 정규직 비중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표 2-3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규모’7)와 같이 2013년의 정규직 규모는 67%로 68%인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

준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계청 조사결과는 무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포함한 

것으로 이를 고려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중은 통계청 조사대상 기업 보

다 약 5%가 높았다.

 [표 2-3]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단위 : 천명, %, 년 동 월비)

구 분

규 모 비정규직 중 아웃소싱 근로자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

규직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비율 비율 비율 비율

2009 16,479 10,725 65.1 5,754 34.9 165 2.9 622 10.8

2010 17,048 11,362 66.6 5,685 33.3 211 3.7 608 10.7

2011 17,510 11,515 65.8 5,995 34.2 197 3.3 673 11.2

2012 17,734 11,823 66.7 5,911 33.3 214 3.6 682 11.5

2013 18,240 12,295 67.4 5,946 32.6 204 3.4 646 10.9

2014 18,776 12,699 67.6 6,077 32.4 194 3.2 604 9.9

자료 : 통계청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함

위의 [표 2-2]에서 보듯, 최근 공공기관에서 인력구성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기 계약직의 급격한 증가다. 이는 정부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무기 계약직 전환정책」8)에 기인한다. 그러나 2014년에서 

7) 통계청에서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문의 비정규직 기준에 따라 매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발표

8)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 계약직 전환 정책(고용노동

부, 2011.11.28.)’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후 18대 대선 공약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

제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 무기 계약직 전환은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

201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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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공공기관의 전환 예정 인력은 7,656명에 불과하여(고용노동부,

2014.8.28) 향후 공공기관의 인력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 등을 위시한 공공기관의 부채문제

와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이 가열되었고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요구

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부실 공기업 및 자회사 퇴출과 전 직

원 성과연봉제 등 강력한 공기업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국민일보,

2014.9.19. 3면). 이러한 공공기관의 개혁 요구는 부채가 많거나 경영에 문제가 

있는 특정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 부채 감축이나 

비용 축소, 성과 제고 등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비용절감 차원에서 필요

인력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거나 더 나아가 무기 계약직 전환대상

인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는 간접고용형태의 아웃소싱(outsourcing)을 활용하

고자 할 것이다9).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활용은 향후 증가할 가능성

이 높다.

2. 아웃소싱 고용의 특성

아웃소싱 운영형태는 일반적으로 파견과 도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파

견(근로자 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제2조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에 따

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사용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한편, 도급은 「민법」제664조에 따라 수급인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

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9)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도입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정부경영평가다. 현재 업무효

율 평가시 아웃소싱 인력을 ‘평균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1인당 노동생산성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 비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경영효율을 높게 평가받

고, 비정규직이라도 직접고용하면 오히려 생산성이 낮아져 정부 평가에서 부정적

인 결과가 발생한다(경향신문, 2014.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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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약으로 수급인 책임 하에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

하는 것이다.

근로자 파견과 도급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

라 나뉜다. 근로자 파견이 고객회사가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아웃소싱 업

체가 고용한 인력을 파견 받아 해당업무에 투입하고 그 근로자를 지휘 명령하

는 것이라면, 도급은 아웃소싱 업체가 고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그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 투입, 지휘, 명령

함으로써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서정락, 2013). 따라서 도급은 원칙적으로 

근무회사가 아웃소싱 도급업체인 소속회사의 근로자에게 업무상의 지휘·명령

권을 행사할 수 없다(원문희, 2008).

아웃소싱 근로자가 파견이냐 도급이냐에 따라 인력관리에 커다란 차이가 발

생한다. 우선, 근로자 파견은 파견대상 업무가 정해져 있고 파견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회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하더라도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파견법 제6조). 만약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총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하게 되면 사용사업주 즉 고객회사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파견법 제6조의2). 따라서 아웃소싱을 필요로 하는 고객회사

가 파견근로자 활용에 따른 직접고용 부담과 최대 2년 단위의 근무자 교체로 

인한 업무 생산성 저하를 회피하고 장기간의 안정된 서비스 제공받고자 할 경

우 도급을 선호할 것이라고 쉽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아웃소싱 도급근로자는 고객회사가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회사의 영향이 배제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웃소싱 근로자는 소속회사가 아닌 고객회사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고객회사

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으며 ‘지휘·명령권’ 이외에 업무수행과 관련

하여 고객회사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게 됨으로 그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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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공단의 아웃소싱 콜센터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전체의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반하여 K공단은 

0.8%가 감소했다. 이는 2011년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 감소와 

정부의 신규 사업위탁에 따른 인력 증원이 중첩된 결과이다. 그 결과 아래 [표 

2-4]와 같이, 지난 5년간 K공단의 정규직은 1.4%가 감소한 반면, 아웃소싱은 

지난 5년간 12.7%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은 정부 수탁사업에 따라 급격한 변동

을 보이고 있다.

 [표 2-4] 최근 5년간 K공단 인력운영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정규직
정원 4,817명 4,762명 4,627명 4,578명 4,709명

비중 80.0% 82.6% 88.5% 84.7% 78.9%

무기계약
정원 - - - - 2명

비중 - - - - 0.0

비정규직
정원 625명 417명 13명 225명 605명

비중 10.4% 7.2% 0.2% 4.2% 10.1%

아웃소싱
정원 581명 583명 586명 601명 655명

비중 9.6% 10.1% 11.2% 11.1% 11.0%

계 6,023명 5,762명 5,226명 5,404명 5,971명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www.alio.go.kr

2013년 현재 K공단 근무 인력 중 아웃소싱 인력은 655명으로 전체 인력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콜센터 아웃소싱 인력은 368명으로 전체 아웃소

싱 인력의 56%를10)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콜센터는 시설투자 및 인력 채용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 외부 전

10) 그 외 아웃소싱인력으로는 청소, 경비 등이 있다.



- 14 -

문성 활용 등을 위하여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아웃소싱형태로 운영

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정책연구보고서(2010)에 따르

면 공공부문의 콜센터 종사자의 84.5%가 아웃소싱 형태로 고용 중이며, 특히 

공공기관의 15개 콜센터는 모두 아웃소싱으로 운영되고 있다.

K공단이 콜센터를 도입한 것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콜센터 도입 

이전에도 K공단은 지사마다 상담전화를 집중시킨  ‘전화 집중 처리실11)’을 운

영하여 고객 전화를 응대하였다. 그러나 1999년 관련법 개정으로 K공단이 신

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했고 특히 고객 전화는 월 100만 통으

로 급증했다. 그러나 정부승인 없이 필요 인력을 적기에 채용할 수 없었다. 또 

고객만족도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전화집중처리실의 응대 방식으로는 

높아진 고객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K공단은 지사별로 분산된 전화 업무를 집중하여 인력운영 합리

화와 비용 절감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 인력을 통한 양질의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콜센터

를 도입하였다.

현재 K공단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5개 도시에 콜센터를 나누

어 운영 중에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 콜센터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

역시, 강원도를 관할하며 206명 상담원이 일반 고객 상담과 더불어 외국인 상

담 등 특수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산콜센터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대전콜센터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도를, 광주콜센터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도 및 

제주지역을, 대구콜센터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각각 관할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56명인 부산콜센터 이외에는 모두 40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K공단은 콜센터 간 상호 경쟁을 통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5개 지역 콜센터

11) K공단 지사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지사로 수신되는 모든 전화를 집

중 처리실에서 응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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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2개의 아웃소싱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콜센터의 인력은 아래 [표 

2-5]와 같이 현장대리인, Staff12), 상담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일반 

상담원이 82.3%를 차지한다.

 [표 2-5] K공단 콜센터 인력구성

구분 계 서울 지방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계 368 192 176 40 40 40 56

현장대리인

(%)

5

(1.4)

1

(0.5)

4

(2.3)

1

(2.5)

1

(2.5)

1

(2.5)

1

(1.8)

s

t

a

f

f

행정

(%)

6

(1.6)

2

(1.0)

4

(2.3

1

(2.5)

1

(2.5)

1

(2.5)

1

(1.8)

교육

(%)

8

(2.2)

4

(2.1)

4

(2.3)

1

(2.5)

1

(2.5)

1

(2.5)

1

(1.8)

QAA

(%)

9

(2.4)

4

(2.1)

5

(2.8)

1

(2.5)

1

(2.5)

1

(2.5)

2

(3.6)

CS강사

(%)

8

(2.2)

4

(2.1)

4

(2.3)

1

(2.5)

1

(2.5)

1

(2.5)

1

(1.8)

상담팀장

(%)

29

(7.9)

16

(8.3

13

(7.4)

3

(7.5)

3

(7.5)

3

(7.5)

4

(7.1)

상담원

(%)

303

(82.3)

161

(83.9)

142

(80.7)

32

(80.0)

32

(80.0)

32

(80.0)

46

(82.1)

자료 : K공단 내부자료

K공단은 도급형태도 운영하고 잇기 때문에 콜센터 상담원은 아웃소싱 운용

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다. 또 대략 2∼4년 주기로 운용사가 변경되더라도 상담

원의 고용이 승계된다. 최근 운용사가 바뀐 서울의 경우 현장대리인과 행정 

staff 만이 콜센터를 그만두고 원래 회사로 복귀했으며, 지방의 경우 현장대리

인도 고용이 승계되었다. 따라서 K공단의 상담원은 ‘고용의 지속성’이라는 측

면에서 소속업체가 변경되도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제공 방식’을 고려할 경우, 아웃소싱 근로자인 상담원

12) 행정요원, 교육강사, QAA(quality assurance analyst 상담품질관리), CS강사



- 16 -

은 본질적으로 비정규직에 해당한다13).

K공단은 아웃소싱 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통해 콜센터 운영에 대한 주요 내

용을 정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도급 계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콜센터 운영인력의 자격요건과 투입인력

의 수이다. 투입인력으로는 현장대리인, 행정요원, 교육 강사, QAA, CS 강사,

상담팀장, 상담원 등이며 이들에 대한 세부 자격요건과 수를 도급 계약을 통해 

정한다. 이러한 투입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은 결국 일반상담원의 승진과 경력

관리에 영향을 준다. 둘째, 직접인건비가 도급 액의 75%이상이 되도록 제한하

고 있다. 이는 저가낙찰에 따른 상담원의 인건비 저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셋

째, 평가를 통해 부진시 도급비를 감액하거나 계약 해지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K공단은 콜센터 운영 결과를 생산성, 상담품질, 관리능력 분야에 대해 월·분

기·반기로 평가하고 있다14). 이는 단순히 콜센터의 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관리 평가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것이다.

아웃소싱 업체도 콜센터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상담원 개인에 대해 매월 평가하

고 있다. 상담건수, 상담시간, 상담품질, 업무지식 등의 분야에 대해 평가가 이루

어지며 그 결과는 성과급뿐만 아니라 상담팀장이나 Staff 선발에도 활용된다.

13) 장신철(2012)은 2002년 노사정 위원회의 비정규직 범위에 대한 합의문에 따라

비정규 근로자는 각각의 개별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 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

을 고려하는 다차원인 기준에 의거 파악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일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범위는 ‘고용의 지속성’ 여부뿐만 아니라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 등 ‘근로제공방식’도 고려하고 있고, 모든 시

간제 근로자는 비정규직 범위에 포함시키게 된다.

14) 우선, 생산성은 응답률, 일일평균 상담시간, 일일평균 상담건수, 예약전화 처리율

등 고객의 전화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지 여부이다. 또한 상담품질은

‘상담품질과 고객만족도, 업무숙지도’ 등 고객 전화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다. 마지막으로 관리능력은 이직률, 복리후생 등 지원제도, 업무처리 부적정, 불친

절 등 콜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수준에 대한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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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

1. 조직지원 인식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직은 구

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관심을 갖고 조직성과에 도움이 되는 조직 환경을 만들

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과거 많은 조직행위론 연구가 조직의 입장에서 구성원을 어떻게 조직과 직

무에 몰입시킬 것인가가 주요 관심 사항이었다면, 최근에는 사회적 교환이론

의 관점에서 조직 또한 구성원에 대한 몰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교환(social exchange)은 조직행동을 교환관계로 설명한 Blau(1964)

의 의해 정립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교환관계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혜

택을 받는 자는 보답의 의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직과 구

성원간에 사회적 교환관계가 구축되면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와 행동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교환이론에 따르면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믿게 되

면 다시 종업원을 조직에 몰입하게 한다. 즉 조직이 그 구성원을 배려하고 구

성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구성원의 지각하면 조직이 종업원의 바람

직한 태도와 행동에 대하여 보상과 인정 등의 방법으로 교환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구성원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것이다(Wayne et al., 1997).

Eisenberger et al.(1986)은 사회적 교환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이 구성원

에게 몰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조직지원 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조직지원 인식은 조직이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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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를 가치 있게 여기며, 구성원의 복지를 위하여 관심을 보이는 정도에 대하

여 종업원이 총체적으로 형성하는 믿음을 말한다. 조직몰입이 구성원들의 조

직에 대한 몰입이라면, 이러한 조직지원 인식은 조직을 의인화하여 조직도 개

인에게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백인경, 2006). 즉 구성원들이 조직으로부터 

칭찬, 인정, 멘토링 등을 받게 되면 조직지원 인식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개인

의 조직몰입의 증가로 이어져서 작업태도 및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고 보았다(Eisenberger et al., 1986).

조직은 조직지원 인식을 통하여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조직에 보답하고자 하는 구성원과의 관

계를 발전시키면, 구성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뿐만 아니라 조직을 위한 자

발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이행하려고 하는 의무감을 가지게 되어 조직의 전

체적인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Shore & Wayne, 1993).

한편, 아웃소싱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업무 대행을 의뢰한 근무회사를 

위해 일하지만 보상이나 평가를 포함한 제반 요소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소속

회사의 통제를 받게 되는 이중적 구조 하에 놓이게 된다.

특히 이들 관계에 있어 핵심은 도급액과 업무 위탁 범위 등을 정하는 도급

계약이다. 근무회사와 아웃소싱 소속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아웃소싱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근로조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웃소

싱 근로자들은 자신이 속한 소속회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근무회사에 대해서도 조직지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perceived hiring company

support)과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perceived service company support)으로 

구분하였다. 조직이 구성원들의 기여를 중시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에 대한 근로자의 포괄적 믿음이라는 Eisenberger et al.(1986)의 조직지원

인식의 정의에 기초하여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은 소속회사에 대한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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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포괄적인 믿음으로,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은 근무회사에 대한 아

웃소싱 근로자의 포괄적인 믿음으로 각각 정의하였다.

2. 사회적 지원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충고, 칭찬, 지도 등과 같은 정서적 지원이

나 물질적 원조, 정보, 업무 협조 등 다양한 지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얻게 되

는 긍정적인 모든 지원을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이라고 한다.

사회적 지원은 1970년대 작업환경에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요인을 줄

이거나 제거할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이종

호·허희영, 2012). 특히 최근에는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성과와 

부정적 직무태도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

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초기 사회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는 Cobb(1976)에 의해 시도되었

다. 그는 사회적 지원을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정서적 

지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존중감 지원’,

상호적인 관계에 소속되어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관계망 지원’으로 구분하

였다(김혜림 2013; 이미영, 2014). 이러한 그의 정의는 대인관계에서 제공되는 

심리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권미경·윤선영 2011). 그러나 이후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수혜자에 따라 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 등

의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함이 밝혀졌다(노경춘, 2001).

한편, 사회적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원으로 지각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회적 지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Kessler et al., 1985). 이는 실제로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보다도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원이 더 중요함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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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적 지원은 낯선 사람과의 일시적이고 불안정하기 보다는 안정된 

사회관계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회적 지원을 

받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House, 1981; 이승미, 2012 : 재인용). 왜냐

하면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원의 구성요소에 대해 Cobb(1976)은 직장동료, 가족구성원, 지역

사회, 전문직으로 구분했다. Norbeck(1981)은 직장동료, 배우자, 가족 또는 친

척, 이웃, 의료제공자, 상담자 또는 치료자, 목사, 성직자, 승려 등으로 구성요

소를 확장하였다. Beehr(1985)는 사회적 지원을 직무 관련 지원과 비 직무 관

련 지원으로 구분하고, 직무관련 지원은 직장내의 상사, 동료, 부하, 조직으로

부터 제공된 지원을 그리고 비 직무관련 지원은 가족, 친구, 컨설턴트 등에 의

해 제공되는 지원으로 보았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이란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

로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하고 자존심을 높이며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

서적·심리적 도움을 주고, 개인의 목표를 성취하거나 상황적 요구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구성요소로는 Beehr(1985)의 직무

관련 지원요소 중 개인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상사와 동료의 

지원과 더불어 아웃소싱 근로자의 근무와 소속이 분리된 상황으로 인해 그들

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근무회사 직원을 사회적 지원의 구성요소로서 

추가하여 그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상사의 지원

상사는 조직에서 부하 직원보다 높은 위치와 큰 권한을 갖고 있어 부하 직

원에게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상사의 지원(supervisor support)은 상사가 부하에 대해 갖는 관심의 정도로

서 상사가 부하의 욕구에 대해 갖는 깊은 관심, 신뢰, 우정 등으로 특징지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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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ichaels & Spector, 1982). Likert(1971)는 상사의 지원은 좋은 관리를 의

미하며 상사의 지원을 통해 구성원들은 그들의 직무에 더 효율적으로 적응하

고 더 만족하게 한다고 하였다(노경춘, 2001 : 재인용)

Babin & Boles(1996)는 상사의 지원은 부하들의 동기를 높여주고, 부하 입

장에서 상사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보여준다면 종

업원들은 조직과 직무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며, 상사는 부하직원의 직

무만족, 실적, 수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부하직원이 자신의 상사가 자신을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

고, 사회적·감정적 지원을 제공받고 있음을 지각하게 되면, 이들은 작업환경과 

직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일 것이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윤하나·

탁진국, 2006).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상사의 지원을 종업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상사가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움

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Greenhaus et al. 1990).

2) 동료의 지원

동료의 지원(peer support)은 동료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거나 정서

인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Thoits,

1985).

콜센터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고객과 상담원간 1:1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료의 지원이 소진 등에 매개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만족에 영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간두호·이정훈·김동호, 2010; 권미경·윤선영, 2011)도 

있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동료의 지원은 직무협조, 정보제공, 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이수광·최우성, 2005 ; 박종혁·김상호 20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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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지원은 주로 감정적 차원의 도움이나 격려를 수반하게 되며 수평적 

차원의 도움으로 조직 수직관계를 바탕으로 구성원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

한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사의 지원과 구분된다(Ito & Brotheridge,

2005). 또한 직무수행에 있어서 동료들이 직무관련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는 행위로서 동료와의 협조 및 우호적 관계에 대한 지각이기도 하다(노미

진·장형유·정대율, 2014).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동료의 지원을 동료들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정서

인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Thoits, 1985).

3) 근무회사직원의 지원

근무회사직원의 지원은 근무회사 직원이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나 정서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아웃소싱 근

로자들이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아웃소싱 근로자들은 근무회사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업무나 업무외적으로

도 근무회사의 직원들과 직·간접적으로 꾸준히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이때 아

웃소싱 근로자들이 겪게 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은 업무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콜센터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화 고객에 대한 One-Stop 상담이 기본이

다. 그러나 고객이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심층상담 필요하거나 

또는 콜센터 처리 권한 제약 등으로 근무회사 직원과 통화가 필요하여 지사로 

이첩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15). 이때 전화를 돌려받는 근무회사 

직원이 왜 전화를 돌렸냐고 불만을 제기하거나 그것도 모르냐며 무시한다면 

15) 2013년을 기준으로 콜센터 상담 중 지사로 전환되는 경우 약 3%로 155천여

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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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날 것은 당연하다. 반면 근무회사 직원이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동료로서 대우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면 

아웃소싱 근로자의 인식과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기존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의 요소로 연구되지 않았지만 아

웃소싱 근로자에 있어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은 상사나 동료와는 구별되나 업

무와 관련되거나 정서인 도움을 주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근무회사직원의 지원은 근무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정서인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하여 아웃소싱 근로자가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제 3 절 이중몰입

1. 조직몰입

조직몰입이 높은 구성원은 자신의 조직에 대해 애착심과 충성심 있고 이직

률이나 결근율이 낮으며,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인식하고 조직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스스로 행동하는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행동한다(신철우·남선희,

2006). 이러한 조직에서 중시하는 조직성과나 이직의도, 직무만족과의 유의한 

관계성으로 인해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그간 중요한 연구대

상이 되어왔다(Becker, 1992).

그러나 학자마다 조직몰입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몰입 현상 자체의 추상적

이고 광범위한 특성으로 인하여 조직몰입에 대한 일관된 정의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Mowday et al., 1982).

Cohen(2007)은 조직몰입에 대한 그간의 연구변화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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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첫 번째 시기는 Becker(1960)의 ‘side-bets’이론을 바탕으로 조직에 몰입되

어 있는 종업원은 그들의 조직을 떠나게 될 때 잃게 되는 퇴직연금, 축적된 휴

가기간과 같은 side-bets으로 인해 조직에 몰입하고 남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기는 몰입을 심리적 애착(psychological attachment)으로 본 것으

로 Mowday, Porter와 Steers(1979)를 들 수 있다. 그들은 조직몰입을 특정조

직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identification)와 관여(involvement)의 상대적 강도

라고 보고 그 하위요인으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한 신념과 

수용, 조직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도,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으려는 욕구 등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몰입을 다차원(multi-dimension)적 개념으로 본 시기로 대표적

인 학자는 Meyer & Allen(1987)으로 그들은 기존의 몰입에 대한 연구를 체계

화하여 정서적 몰입과 유지적 몰입 그리고 규범적 몰입으로 구성된 다차원 개

념의 조직몰입을 정립16)하였다(이목화·문형구, 2014 : 재인용).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은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eomtional

attachment), 동일시(identification), 관여(involvement)를 의미하는 정서적 몰

입이 클 경우 고용관계를 지속하고자 한다고 보였다. 유지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은 구성원들이 조직을 떠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인식과 관계

되며 이러한 필요로 조직에 남고자 한다고 보았다.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은 조직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이다.

그러나 국내연구는 유지적·규범적 몰입에 대한 개념상 또는 측정도구 상의 

문제점과 더불어 신뢰도와 타당도의 입증 및 조직에 대한 유용성 측면에서 정

서적 몰입에 집중되었다(이목화·문형구, 2014).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조직

16) 조직몰입의 하위차원인 affective commitment, continuance commitment,

normative commitment은 이목화와 문형구(2014)의 연구에 따라 국내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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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 애착(eomtional attachment), 동일시(identification), 관

여(involvement)를 의미하는 정서적 몰입을 몰입으로 정의하였다.

2. 이중몰입

이중몰입(dual commitment)은 하나의 대상에 대한 일체감을 느껴 몰입하는 

단일몰입이나 일방몰입과 구별하여 여러 몰입 대상 중 2개 이상의 대상에 대

해 몰입하는 것을 말한다(박종혁·김상호 2006).

이중몰입 발생하는 것은 개인은 동시에 하나 이상의 이해집단에 속하게 되

고 이러한 각각의 이해집단에 대하여 개인이 동일시 할 때 복수적 몰입이 일

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Morrow(1983)는 한 개인이 일을 할 때 자신의 직무,

조직, 직업, 경력, 그리고 노조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 몰입할 수 있다고 보

았다. 또한 Lawler(1992)는 조직은 다양한 집단들과 집합체들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이러한 집단 혹은 집합체들 중 하나 이상으로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중몰입이 중요한 것은 조직구성원은 본인이 속한 조직에 대한 몰입과 더

불어 다양한 하위집단의 몰입이 직무만족, 이직의도, 조직시민행동 등과 같은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Becker, 1992).

이중몰입이 조직성과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해집단의 

목표가 서로 상이하거나 갈등관계에 있게 되면 개인은 어느 한 집단의 목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각 이해집단에 대한 몰입 간에 대립적 양

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명언·김효선, 1998).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아웃소싱은 그 종사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몰입 

환경을 만들고 있다. 아웃소싱 근로자는 고용한 회사와 근무하는 회사에 이중

적으로 속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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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 근로자의 이중몰입 가능성에 대하서는 고객사와 공급업체에 

대한 몰입은 일종의 제로섬게임과 유사해 어느 한쪽에만 몰입할 수밖에 없다

며 부정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아웃소싱 근로자의 이중몰입 가능성

에 대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다(김정원, 2004; 서정락 2011 등).

아웃소싱 근로자의 이중몰입 가능성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논의는 역할갈등

이론과 인지 부조화 이론, 사회교환이론, 업무특성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Stagner(1956)의 동일시 이론은 이중몰입의 발생은 근로자들이 작업

환경을 관리적 측면에서의 역할과 노조에서의 역할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역할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았다(서정락 2011 : 재인용).

둘째, 인지 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에 따르면 서로 갈등적

인 두 조직에 충성하려는 개인은 상당한 인지부조화가 발생하게 되나, 노사관

계가 좋은 회사는 이중몰입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Angel & Perry, 1986).

따라서 몰입 대상간의 우호적 관계는 이중몰입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개인은 자신에게 가치 있는 

정보나 자원 및 지원을 하는 타인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한다고 가정하고 구성

원이 조직으로부터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도구를 제공받으면 조직에 몰입하고 제공받지 못하면 몰입의 수준은 낮아진다

(Mowday et al., 1982).

넷째, 업무의 특성도 이중몰입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웃소싱 근로자

가 수행하는 업무가 근무회사 직원과 상호작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즉 업무 

상호의존성(task-interdependence)이 높으면 이중몰입이 발생할 수 있다(서정

락, 2011).

따라서 소속회사와 근무회사가 다른 아웃소싱 근로자도 각각의 목표가 서로 

일치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협력하게 되면 아웃소싱 근로자의 이중몰입이 

발생할 수 있고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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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아웃소싱 근로자의 이중몰입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저자 대상 선행변수 매개변수 결과변수

김정원

(2004)

인력파견업

체에 고용된 

전문기술직

과 사무직 

파견근로자

개인특성

①고용조직근속 ②근무조직근속 

직무특성

①직무기대효용성 ②역할모호성

③ 역할갈등

조직특성

① 사전훈련

② 파견사업주 조직지원 인식

③ 사용사업주 조직지원 인식

상황특성

①고용조직 - 근무조직 관계

② 파견사업주 정규직 가능성

③ 사용사업주 정규직 가능성

이중몰입

①파견사업주 몰입

②사용사업주 몰입

이규용

(2005)

주차, 안내,

경비 등을 

대행하는 파

견·용역회사 

근로자

인구통계학전 변수

조직지원 인식

이중몰입

①파견회사 몰입

②고객회사 몰입

조직시민행동

서경수

·이수범

(2010)

서울·경인지

역 백화점 

및 대형할인

파트 인스토

어 베이커리 

파견근로자

절차공정성

① 파견회사 절차공정성

② 근무회사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

① 파견회사 분배공정성

② 근무회사 분배공정성

이중몰입

①파견회사 몰입

②고객회사 몰입

직무만족

서정락

(2011)

제조, 생산,

장비관리직

직무만족

①일 자체 ②임금 ③상사 ④동료

이중몰입

①고용회사 몰입

이직의도

직무수행 노력

이 연구에서는 이중몰입을 아웃소싱 도급직으로 인해 고용한 소속회사와 실제 

일하는 근무회사라는 두 조직에 대해 동시에 갖게 되는 몰입으로 정의하였다.

3. 아웃소싱 근로자의 이중몰입에 대한 선행 연구

국내 이중몰입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아래 [표 2-6]은 아웃소싱 근

로자의 이중몰입에 대한 그간의 국내 연구논문에서 다른 연구변수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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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아웃소싱 

도급직 

현장직원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②고객회사 몰입 개인성과

이용로

(2013)

특 1급 호텔 

도급직 종사원

근로생활의 질

① 개인적 차원 

② 조직적 차원 

③ 관리적 차원

이중몰입

①고용회사 몰입

②고객회사 몰입

직무태도

① 직무만족

② 이직의도

고객지향성

최락구

(2013)

식품 제조업

체 근무중인 

아웃소싱 근

로자

아웃소싱 공급업체 역량

공급업체와 고객사의 파트너십

사회통계학정 특성

아웃소싱 공급업

체 서비스 품질

이중몰입

①공급업체 몰입

② 고객사 몰입

자료 :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자 정리

이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아웃소싱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이중몰입

을 인정하고 있으나 어느 조직에 더 몰입하는가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

다. 이는 해외 연구도 마찬가지다. 호주의 담배, 낙농, 제지, 양조업체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연구에서 Benson(1998)은 근무회사 몰입이 더 높다고 한 반면,

Marquartdt(2002)는 고용회사 몰입의 평균점수가 좀 더 높다고 하였다(서정

락, 2011 : 재인용).

우선, 고용회사보다 근무회사에 더 몰입한다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파견근무회사의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정원(2004)은 

조직지원인식이 이중몰입의 공통요인이며, 사용사업주에 더 몰입한다고 하였

다. 인스토어 베이커리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서경

화·이수범(2010)은 파견회사의 분배공정성과 근무회사의 절차공정성이 이중몰

입의 중요 요인이며 이중몰입이 근무회사의 직무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근무회사나 사용회사에 더 몰입하는 이유로 두 연구는 직접고용이나 혹은 도

급형태 등을 통한 지속적 근무기회에 기대의 결과라고 보았다.

식품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연구에서 최락구(2013)는 

아웃소싱 공급업체의 역량과 파트너십은 서비스품질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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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아웃소싱 근로자들의 공급업체에 대한 몰입과 근무회사 몰입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 근무회사에 대한 몰입이 더 큰 이유로 아

웃소싱 근로자의 과반수가 아웃소싱 전환 전에 근무회사의 계약직과 정규직으

로 근무하여 아웃소싱 전환 이후 고용회사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 부족이라고 

보았다.

호텔 도급 근로자에 대한 연구에서 이용로(2013)는 고객지향성이 고객회사 

고용회사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직의도에는 고객회사 몰입만이 유의

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며 고객회사에 더 높게 몰입하는 것은 고용회사가 변경

되어도 고용승계로 근로자들이 근무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고, 근무회사가 

대기업이어서 고객회사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 보았다.

한편, 고용회사에 더 몰입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서울과 대전지역 주차관

리업무 파견·용역직 근로자에 대한 연구에서 이규용(2005)은 파견회사와 고객

회사의 인식된 조직지원과 파견회사의 조직정의(절차적 공정성)는 파견회사와 

고객회사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인구통계적 변수 중 연령만이 고객회

사 몰입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친조직적행동(조직시민행동)에는 고객회사

의 몰입만이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업무가 고객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응답자의 평균 근속년수가 대체로 낮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제조·생산·장비관리직 아웃소싱 도급직 근로자에 대한 연구에서 서정락

(2011)은 성별, 월수입, 근무회사의 규모, 역할갈등이 이중몰입에 영향을 미쳤

고 고객회사보다 고용회사 몰입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의 

73%가 중졸, 고졸로 더 나은 곳으로 이직가능성이 낮아 현재 고용회사의 몰입

에 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임금보다는 상사, 동료에 대한 

만족이 고용회사 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편, 이중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고 수행노력과 개인성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직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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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용회사 몰입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4.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 이중몰입에 대한 선행연구

1) 조직지원 인식과 이중몰입

이중몰입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직지원 인식과 이중몰입

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진 조직지원인식과 조직몰입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

다.

우선, 이중몰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파견근로자의 이중몰입에 대

해 김정원(2004)은 조직지원인식이 파견사업주 몰입과 사용사업주 몰입을 결

정하는 공통 요인임을 밝혔다. 또한 이규용(2005)은 파견·용역직 근로자의 이

중몰입에 대한 연구에서 파견회사와 근무회사의 조직지원 인식은 이중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파견회사의 절차적 공정성만이 파견회사의 몰입에 영

향을 주었다.

조직지원인식과 조직몰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해외의 연구로는  

Eisenberger et al.(1990)이 제조업체의 시간제 근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조직지원 인식이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관련이 있으며 정서적 몰

입과 계산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Aryee & Tan(1992)는 조직으로부터 지원이 제공될 경우 구성원들은 

자신의 경력에 보다 몰입하고 조직에 대한 몰입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Randall

et al.(1999)은 보상과 조직지원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서 조직몰입은 조직지원 인식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는 Guzzo et al.(1994)의 연구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국내연구로는 노동연 등(2013)은 서울 경기지역 스포츠센터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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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조직지원 인식이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한 연

구에서 종사자가 정서적이나 수단적 측면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조직과의 심리적 일체감이 높아져서 조직몰입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홍기·장명복(2014)는 중소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업원들

은 개인이 보여준 증가된 노력을 조직이 가치 있게 여기면 조직이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식할 때 정서적 몰입수준이 높아진다.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박현철(2011)은 콜센터 상담사의 조직몰입, 서비스품

질 및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지각된 조직지원은 감

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을 증가시키지만, 감정적 몰입이 이직의도를 낮추고 

서비스품질은 높인다고 하였다.

노현우·한경일(2013)는 콜센터 상담사의 개인특성과 조직후원인식이 조직몰

입,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조직몰입, 조

직시민행동에 조직후원인식이 완전매개하며,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 조직시

민행동에 조직후원인식이 부분매개함을 밝혔다.

2) 사회적 지원과 이중몰입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중몰입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

회적 지원과 이중몰입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도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

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사회적 지원과 조직몰입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

를 보완하고자 한다.

우선, 이중몰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종혁·김상호(2006)는 서울

지역 호텔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원이 조직구성원의 이중몰입에 대한 

연구에서 상사의 지워, 동료의 지원, 조직의 지원이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에 영

향을 미치며 특히 조직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서정락(2011)은 아웃소싱 도급직 현장 근로자에 대한 이중몰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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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상사, 동료에 대한 만족이 고용회사 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이

중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고 수행노력과 개인성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직의도에는 고용회사 몰입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하

였다.

조직지원인식과 조직몰입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해외연구로는  

Sheldon(1971)이 동료와의 사회적 관계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고, Mathieu & Zajac(1990)은 상사의 지원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abin & Boles(1996)는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상사의 지원은 종업원들에게 

조직과 직무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Ko,

Price & Mueller(1997)는 동료의 지원도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연구에서는 고현철(2003)은 연구개발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동료의 지원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고종욱·장인

봉(2004)은 인천광역시 3개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사의 지원

과 동료의 지원이 정감적 몰입의 핵심적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호텔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형룡·이상희·김점남(2004)의 연구에서 상하-부

하간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직원들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내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발해져 보다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호텔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프렌드십 수준에 대한 이재훈·김충

현·이도형(2012)의 연구에서는 상사와의 프렌드십과 동료 간의 프렌드십 수준

이 높을수록 종업원의 조직에 대한 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숙(2013)은 상사의 지원과 동료의 지원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몰

입을 향상시켜 서비스품질의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혔

다. 또 콜센터와 관련하여 박현철(2011)은 콜센터 상담사의 조직몰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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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및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리더-구성원의 관계

는 감정적 몰입을 증가시키고 계산적 몰입을 감소시켰다.

제 4 절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

1. 조직시민행동

조직의 성과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의 결과물로 많은 조직들은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조직에서 구성원의 행동은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공식적인 역할에 따른 행동

인 직무상 행동(in-role behavior)과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직무 외 행동(extra-role behavior)으로 나눌 수 있다.

직무상 행동은 조직성과 달성에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이 성공하

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주어진 역할 이외의 행동이다. 조직 내에서 구성

원들이 수행해야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공헌은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필수요소이기 때문

이다(이종찬 2010).

이러한 규정된 역할 외의 행동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로 

Organ(1988)의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이다. 그는 

조직시민행동을 조직의 공식적인 보상시스템을 통해 직접적이거나 명시적으

로 보상되지 않지만 집합적으로 모아져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정의하였다(김경석, 2006 : 재인용).

이러한 자발적인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은 재량성, 비보상성, 집합성 등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재량성은 조직시민행동은 고용계약이나 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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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명시된 조항이 아니어서 그 수행여부가 구성원 개인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 또한 비보상은 조직시민행동은 장기적으로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때그때 일대일 형식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집합성은 조직시민행

동이 개별적으로 사소한 행동이지만 이들이 모여서 누적되면 조직유효성에 기

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Organ(1988)의 최초 정의는 모호함과 불명확,

구체성 결여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변경되었다(김경석, 2006). Graham(1991)

은 정치철학이나 역사학에서 등장하는 개념인 공공시민정신(civic citizenship)

을 활용하여 조직시민행동을 개인의 조직에 관련된 모든 긍정적인 행동들로 

정의하였다. 또한 Organ(1997)은 자신의 최초 정의에서 비보상성과 재량성의 

모호함을 인정하고 조직시민행동을 과업성과가 배태된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맥락을 유지하고 제고하는 행동으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조직시민행동은 이타행동(altruism), 양심적 행동(conscientious

ness), 예의바른 행동(courtesy), 참여적 행동(civicvirtue), 정당한 행동

(sportsmanship)으로 구성17)된다(김용환, 2014).

이타행동(altruism)은 조직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구성원을 도와주는 자

발적 행동을 말하며, 양심적 행동(conscientiousness)은 조직에서 요구되는 최

소수준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의바른 행동(courtesy)은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자신이 취할 행동을 

미리 알리거나 상의하는 것이고 참여적 행동(civicvirtue)은 조직에서 주관하

는 활동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행동

17) 조직시민행동의 구성요소 중 courtesy는 예의바른 행동, 배려적 행동, 예의성

으로 civicvirtue는 시민의식, 시민행동, 적극적 참여행동으로 sportsmanship은 스

포츠맨십, 공명성, 비불편성, 비불평적 행동, 정당한 행동으로 연구자 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김용환(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로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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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manship)은 개인의 불편함이나 호소, 항의들은 인내하고 조직 내 사건

에 대하여 악담을 하거나 하는 부정적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김용환 

2014).

이러한 조직시민행동의 5가지 구성요소는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었

으며 많은 학자들에게 지지되었다(Podsakoff & Mackenzie, 1989; Niehoff &

Moorman, 1993; 김은광, 2012 : 재인용).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을 이타행동, 양심적 행동, 예의바른 

행동, 참여적 행동, 정당한 행동 등 5가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조직의 성과제고

를 위한 구성원 개인의 자발적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2. 이직의도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유인

하는 것과 함께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감소시키는 노력도 필

요하다.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다양하다. 그러나 조직으로부

터 구성원의 이탈을 의미하는 이직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이종찬 2010).

이직이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조직을 떠나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넓게는 조직구성원의 입직과 이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노동이동라고

도 하며, 좁게는 조직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는 개인이 조직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종결짓고 조직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박득, 2011).

이직의 유형은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의사결정 주체에 따라 자발적 

이직(voluntary separation)과 비자발적 이직(involuntary separation)으로 구

분할 수 있다(Price, 1977). 자발적 이직은 결혼·출산·질병·교육 등 개인적 사정

으로 인한 사직과 조직에 대한 불만으로 이한 전직 등 근로자 자신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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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이직을 말하며, 비자발적 이직은 회사 규칙 위반이나 불충분한 업무수행

으로 영구해고와 고용조정으로 인한 임시해고, 정년규정에 의한 정년퇴직 등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직을 말한다. 또한 조직통제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 

회피가능성 이직(avoidable separation)과 회피불가능 이직(unavoidable

separation)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회피가능성 이직이란 사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임금, 복지후생, 업무시간, 작업조건 등에 의한 이직을 말하며, 회피불가

능 이직이란 사망, 질병 등의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이직이다.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기능적 이직(functional separation)과 역기능적 

이직(dysfunctional separation)으로 구분될 수 있다(Dalton et al., 1982). 기능

적 이직이란 조직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개인이 이직을 함으로써 조직에 도움

이 되는 이직을 말하며, 역기능적 이직은 조직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개인이 

이직을 함으로써 조직에 손해가 되는 이직을 말한다.

Abelson & Baysinger(1984)은 자발적이면서 동시에 회피 가능한 이직을 통

제 가능한 이직이라 보았다. 사실 이직은 승진이나 인적자원의 순환을 촉진하

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숙련직 이직에 따른 낮은 생산성, 모집 선발 및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이직을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때 조직 인적관리의 주된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통

제 가능한 이직이다.

특히 자발적 이직이 대부분인 콜센터는 이직으로 인한 근무자수 감소로 인

한 생산성 저하, 채용 재교육 등에 따른 비용발생 등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담원 개인도 이직으로 인하여 새 직장에서 다시 경력개발을 

다시 해야 하는 역 기능을 지니고 있다(김세은, 2012).

한편,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는 종업원이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하

고 현 직장을 떠나려는 의도로 정의되며(Meyer & Allen, 1984), 아직 행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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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지 않은 개인의 이직에 대한 태도나 경향을 말한다. 따라서 태도를 

나타내는 이직의도와 행동을 나타내는 이직과는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그러

나 많은 연구에서 이직 자체를 측정하지 않고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측정하

고 있는데 이는 이직의도가 이직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이직의 직

접적인 선행요인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다(Bluedorn, 1982).

또한 Fleisher(1985)는 이직의도와 이직의 관계에 대하여, 이직할 생각이 있

으면 현재의 직업과 다른 직업을 비교하면서 다른 직업을 찾는 과정을 통해 

이직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의 일보다 대안이 더 경제적일 때 이

직의도를 갖게 되고, 이직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직의도는 구성원이 조직을 이탈하려고 하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로서 이직

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에서부터 일시적 상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심리적, 행

위적 상태를 의미하며 비록 이직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직의도

만 갖게 되어도 직무태만 및 직무수행 저하로 연결되어 조직효과성을 저해하

기 때문에 이직의도는 조직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로 중요 의미를 갖는다(김태

희·장경로·윤승재, 2006).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이직의도를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이탈하고자하는 심리적인 상태로 정의하였다.

3. 이중몰입과 조직시민행동·이직의도와의 선행연구

1) 이중몰입과 조직시민행동

이중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조직시

민행동은 조직몰입의 연구에서 결과변수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다(이목화·문형

구, 2014). 이에 따라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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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중몰입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규용(2005)은 파견·용역직 근로자

의 이중몰입에 대한 연구에서 근무회사의 몰입만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 이는 파견·용역직 근로자가 대부분 근무회사에서 일하고 응답자

의 평균 근속년수가 짧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조직몰입과 조

직몰입의 하위 요인인 정서적 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해외연구로는 Shore & Wayne(1993)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대

한 연구에서 지속적 몰입은 조직시민행동과 음의 상관관계가, 정서적 몰입과 

조직시민행동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Scholl(1981)은 조직몰입은 

지속하려는 속성이 있어 물적 보상이 따르지 않는 경우라도 조직시민행동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Weiner(1982)는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을 위

해 개인적인 희생을 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강화나 처벌이 따르지 않는 속성을 

지닌 조직몰입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연구로는 김성수(2008)는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문화 유

형이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정서

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 박진영·

이성각(2011)은 전국 특급호텔종사원 대상으로 직무만족이 조직몰입과 조직시

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조직몰입이 더 크다고 하였다.

윤영채·이광순(2009)은 준공공부문 원자력발전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으로 매우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

치고, 조직시민행동은 다시 개인의 업적평가에 매우 높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노동연 등(2013)은 서울 경기지역 스포츠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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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종사자의 조직지원 인식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콜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박영숙(2010)은 상담사의 감성지

능, 조직몰입, 고객서비스 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감성지능은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에 영향을 주고 이직의도에 다시 영향을 주지만, 감정적 몰

입만이 역할 내 서비스 활동과 서비스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2) 이중몰입과 이직의도

조직시민행동과 마찬가지로 이중몰입과 이직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이직의도는 조직시민행동과 마찬가지로 조직몰입의 연구에

서 결과변수로 가장 많이 다루어져왔다(이목화·문형구, 2014). 이에 따라 조직

몰입과 이직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우선, 이중몰입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서정락(2011)은 상사, 동료에 대한 

만족이 고용회사 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이중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도

는 낮고 수행노력과 개인성과는 높인다고 하였다. 특히 고용회사 몰입만이 이

직의도에 유이한 영향을 미쳤다.

조직몰입과 이직의도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해외연구로는 Mayer

& Schooman(1992)은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조직몰입이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적 결과가 바로 낮은 이직률라고 하였다(이

목화·문형구, 2014).

Meyer & Allen(1984)은 구성원의 조직몰입이 높으면 좋아서(정서적 몰입)

또는 필요에 의해(근속몰입) 아니면 의무감(규범적 몰입)으로 조직에 소속하

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직의도를 낮춘다고 보였다(박득, 2011).

Morrow(1983)는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와 강한 부(-)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연구로는 이종찬(2010)은 조직지원 인식, 정서적 몰입, 조직시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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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및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조직지원 인식이 높으면 정서적 몰입

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조직시민행동은 높아지고 이직의도가 낮아진다고 하였

다.

이직률이 높은 콜센터 특성상 콜센터 상담원의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는 그

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어왔다. 박득(2011)은 콜센터 상담사원 보상, 관계, 승

진, 환경 등 직무만족요인과 조직몰입, 이직의도와 연구에서 직무만족요인은 

조직몰입을 높이고 조직몰입은 다시 이직의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염명우

(2011)는 조직몰입 요인 중 동료와의 친화감, 정서적 애착심, 강한 소속감이 잠

재적 이직의도와 빈번한 이직의도, 확고한 이직의도에 높은 부(-)의 상관관계

가 있음을 밝혔다. 박현철(2011)은 감정적 몰입이 이직의도를 낮추고 서비스품

질은 높이지만 계속적 몰입은 서비스품질은 높이지만 이직의도와는 관계가 없

었다고 하였다.

3) 이중몰입의 매개효과

이중몰입연구에 있어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그러나 이중몰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개효과에 대한 검토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조

직몰입의 매개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조직몰입이 매개변수로서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서인덕·이원형(2006)은 조직문화, 리더십 그리고 조직시민행

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리더 신뢰와 조직몰입을 매개로 하여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

과가 나왔다.

김남현 등(2003)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 조직몰입, 조

직시민행동의 관계대한 연구에서 리더-구성원의 교환관계는 정서적 몰입과 

정의 관계가 있으며 정서적 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관계가 있었으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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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 몰입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종찬(2010)은 조직지원 인식이 높으면 정서적 몰입도 높아지고, 정서적 몰

입은 다시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이직의도를 낮춘다고 하였

다.

비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지현(2013)은 정서적 몰입은 조직지원 인식

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고 상사의 지원인식과 조직시민행

동·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하였으며 조직지원 인식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하였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용환

(2014)은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을 매개하여 조직시민행동에 영향

일 미친다고 하였다.

콜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수화·이석인(2006, 2008)은 직무

특성이 이직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조직몰입이 매개한다고 하였

다. 또한, 서형진(2003)은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이직의도에 영향

을 미치나, 조직몰입은 변혁적 리더십과 이직의도에서만 부분 매개 한다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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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와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독립변수인 조직지원  

인식(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이 매개변수인 이중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몰입의 하위구성요소인 소속회사의 몰입과 근무회사의 몰입으로 

세분화하여 검증해보고, 이러한 이중몰입이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아래 [그림 3-1]과 같이 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3-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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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설정

이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소속회

사와 근무회사가 다른 상황에서 아웃소싱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조직지원 인식

과 사회적 지원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규명하고 성과 제고를 위하여 조직성과에 긍정적 행동을 높이고 부정적

인 행동은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중몰입에 대한 선행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설 설정

을 위한 연구검토시 이중몰입과 더불어 이중몰입과 관련성이 높은 조직몰입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우선, 조직지원 인식이 이중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정원(2004),

이규용(2005) 연구 및 조직지원 인식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Einsenberger et al.(1990), Aryee & Tan(1992), Guzzo et al.(1994)), 박

봉규(2008), 장미경과 강상묵(2013), 김성호(2011), 박동수와 김윤성(2003), 노

동연 등(2013), 이홍기·장명복(2014), 박현철(2011), 노현우·한경일(2013) 연구

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 H 1을 설정하였다.

H 1. 조직지원 인식은 이중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1.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은 소속회사의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2.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은 근무회사의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3.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은 소속회사의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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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1.4.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은 근무회사의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상사나 동료의 지원과 같은 사회적 지원이 이중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박종혁·김상호(2006), 서정락(2011) 연구 및 사회적 지원이 조직몰입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Sheldon(1971), Morris & Sheran(1981)와 Decotiis

& Summers(1987), Mathieu & Zajac(1990), Babin & Boles(1996), Stajkovic,

& Luthans(1997), Ko, Price & Muller(1997), 고현철(2003), 고종욱·장인봉

(2004), 이형룡·이상희·김점남(2004), 이재훈·김충현·이도형(2012), 최영숙

(2013), 박현철(2011), 서정락(2011)의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 H 2를 

설정하였다.

H 2. 사회적 지원은 이중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1.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은 소속회사의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 2.2.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은 근무회사의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 2.3. 소속회사 동료의 지원은 소속회사의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4. 소속회사 동료의 지원은 근무회사의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 2.5.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은 소속회사의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 2.4.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은 근무회사의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조직에 대한 태도인 조직몰입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 45 -

긍정적 행동을 유인하거나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구성원

이 조직에 대한 감정적으로 애착을 느끼고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면 조

직 내 직무수행과정에서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이끌어 내는 긍정적 

행동을 유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이종찬, 2010).

이에 따라 조직몰입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Shore & Wayne(1993), Scholl(1981), Weiner(1982), 김성수(2008), 박진영·이

성각(2011), 윤영채 등(2009), 노동연 등(2013), 박영숙(2010)의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 H 3을 설정하였다. 또한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Meyer & Allen(1984), Mayer & Schooman(1992)

Morrow(1983), 이종찬(2010) 염명우(2011), 박현철(2011), 박득(2011), 이목화

와 문형구(2014)의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 H 4를 설정하였다.

H 3. 이중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3.1. 소속회사의 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정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3.2. 근무회사의 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4. 이중몰입은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4.1. 소속회사의 몰입은 이직의도에 부정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4.2. 근무회사의 몰입은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조직지원 인식

①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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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조직이 구성원들의 기여를 중시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

는 정도에 대한 근로자의 포괄적 믿음이라는 Eisenberger, et al.(1986)의 조직

지원인식의 정의에 기초하여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을 소속회사에 대한 아웃

소싱 근로자의 포괄적인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측정도구로는 Shanock과 

Eisenberger(2006)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김동환·신호철·양인덕(2009)이 사

용한 문항을 기본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한 5문항을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②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

이 연구에서는 소속회사 조직지원인식과 마찬가지로 조직이 구성원들의 기

여를 중시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에 대한 근로자의 포괄적 믿음

이라는 Eisenberger et al.(1986)의 조직지원인식의 정의에 기초하여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을 근무회사에 대한 아웃소싱 근로자의 포괄적인 믿음으로 정의

하였다. 측정도구로는 Shanock과 Eisenberger(2006)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김동환·신호철·양인덕(2009)이 사용한 문항을 기본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한 5문항을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 사회적 지원 

① 상사의 지원

이 연구에서는 상사의 지원을 종업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상사가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인식하는 것(Greenhaus et al. 1990)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Greenhaus 등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김학인

(2009)이 사용한 문항을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한 5문항을  5점 척도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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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료의 지원

이 연구에서는 동료의 지원을 동료들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정서인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것으로(Thoits, 1985) 정의하고, 이

를 측정하기 위하여 Baruch-Feldman et al.(2002)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이

미영(2014)이 사용한 5개 문항을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③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

이 연구에서는 근무회사직원의 지원은 근무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정서인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하여 아웃소싱 근로자가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사회적 지원 요소 중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은 연구된바 없어, 이를 측

정하기 위한 척도도 개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지원 요소 중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과 가장 유사한 동료의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Baruch-Feldman et al.(2002)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이미영(2014)이 사용한 

5개 문항을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으로 수정하여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3) 이중 몰입

이 연구에서는 조직에 대해 느끼는 동일시(identification), 관여

(involvement), 감정적 애착(emotional attachment)을 의미하는 정서적 몰입

(Meyer & Allen, 1987)을 아웃소싱 도급직으로 인하여 고용한 소속회사와 실

제 일하는 근무회사의 양사에 대한 몰입으로 두 조직에 대한 애착정도를 정의

하고, 정서적 몰입에 대한 Meryer & Allen(1997)의 측정도구를 서정락(2011)

과 이용로(2013)가 사용한 5개 항목을 연구목적에 맞게 소속회사의 몰입과 근

무회사의 몰입으로 수정하여 각각 5개 문항을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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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

① 조직시민행동

이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을 조직의 성과제고를 위한 개인의 자발적 행동

으로 정의하고 시민행동의 이타행동, 양심적 행동, 예의바른 행동, 참여적 행

동, 정당한 행동에 대한 전체적 수준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Koys(2001)가 측

정한 5개의 항목을 김동환·신호철·양인덕(2009)이 연구에서 사용한 5개 문항

을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② 이직의도

이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직무를 이탈하려는 심리

적인 상태로 정의하고 이직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ichaels &

Spector(1982), Mobley(1982), 이기효(1995) 등이 측정한 항목을 박상수(2012)

가 연구에서 사용한 4문항을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 통제변수(인구통계학적 특성)

이중몰입,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자별로 다양하

여 어떤 기준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국내 조직몰입 연구 현황을 분석한 이목

화·문형구(2014)에 따르면 조직몰입을 단일차원이나 정서적 몰입으로 분석한 

기존 선행연구 중 성별과 연령, 결혼, 학력, 직위, 근속연수 등 개인적 특성이 

조직몰입이나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아웃소싱 근로자의 조직지원 인식

과 사회적 지원인식이 이중몰입과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특히 이중몰입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은 요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결혼,

연령, 학력, 재직기간이 그것이다. 다만, 학력의 경우 실제 통제변수 적용시 교

육기간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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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제변수를 추가하였다. 콜센터 상담원의 

잦은 이직경험과 지역에 따라 아웃소싱 운영회사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직횟수와 근무지역을 통제변수로 정하였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활용되었지만 연구대상의 특성상 실제 통

제의 의미가 없는 요인은 제외하였다. 성별, 직위가 그것이다. 이는 콜센터의 

직업적 특성상 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과 콜센터 상담원의 직위체계 특

성상 일반 상담원이 대다수 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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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설계

1. 조사대상의 선정

이 연구는 공공부문에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K

공단의 아웃소싱 콜센터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조

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이 이중몰입 및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모집단은 K공단 5개 콜센터에 근무하는 368명의 상담

원으로 정했다.

설문조사는 K공단 및 아웃소싱 업체의 사전 협조를 얻어 2015년 1월 8일부

터 1월 9일까지 콜센터 내부전산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대

상자 368명 중 324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88.0%의 응답률을 보였다.

수집된 설문결과 중 부분응답 및 불성실 응답으로 결측치가 발생한 33명의 

응답을 제외하고 291명의 응답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는 조사대상 중 

79.1%에 해당한다.

2. 설문지 구성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를 바탕

으로 K공단과 아웃소싱 근로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표현을 일부 수정하

였다. 또한 K공단과 아웃소싱 운영사의 요구를 수용하여 연구목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항을 수정하고 확정하였다. 그 결과 이직의도에 6문항 중 

중복되는 역코딩 문항 2개를 제거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수 인 월 소득액을 문

항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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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설문문항 구성

변  수 문항 번 호 출 처

소

속

회

사

조직지원 

인식
독립변수 6

1 ∼

6

Shanock & Eisenberger (2006)

김동환·신호철·양인덕(2009)

상사의 지원 독립변수 5
7 ∼

11

Greenhaus, et al. (1990)

김학인(2009)

동료의 지원 독립변수 5
12 ∼

16

Baruch-Feldman et al. (2002),

이미영(2014)

조직몰입 매개변수 5
17 ∼

21

Meryer & Allen(1997), 서정락

(2011), 이용로(2013)

근

무

회

사

조직지원 

인식
독립변수 6

1∼

6

Shanock & Eisenberger (2006)

김동환·신호철·양인덕(2009))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
독립변수 5

7∼

11

Baruch-Feldman et al. (2002),

이미영(2014)

조직몰입 매개변수 5
12 ∼

16

Meryer & Allen(1997), 서정락

(2011), 이용로(2013)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4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소속회사

인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것이다.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과 상사의 지원, 동

료의 지원, 소속회사 몰입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근무

회사인  K공단에 대한 것이다.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과 근무회사 직원의 지

원, 근무회사 몰입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은 응답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변수별 설

문 문항 수, 문항 번호 및 출처는 아래 [표 3- 1]의 설문문항 구성과 같다.

이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리커트 

5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를 통해 변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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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시민행동 종속변수 5
1 ∼

5

Koys(2001), 김동환·신호철·양인덕

(2009)

이직의도 종속변수 4
6 ∼

9

Michael & Specter (1982),

Mobley(1982), 이기효(1995), 박상

수(2012)

인구통계학적 특성 1 ∼ 8
성별, 결혼여부, 연령, 학력수준, 재

직기간, 이직횟수, 직위, 근무지역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범용 통계 패키지인 SPSS(statistic package for social

science) 22.0을 활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파악과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 평균과 편차 확인을 위해 기초통계량 분석을 실시

하였다.

둘째, 연구에 활용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타당

성 검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도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통계 분석 방법인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내적 일관성 분석을 대표하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셋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의 정도와 방향성을 확인하

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아웃소싱 근로자가 인식하는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이 이중몰

입과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18)을 실시하여 가설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18) 이중몰입에 대한 분석방법으로는 분류적 접근방법(taxonomic approach), 차원적

접근방법(dimensional approach), 단일측정치(single measure) 그리고 평형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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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있어서 몰입의 역할을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parallel models)이 대표적이며 이중 평형모델은 2개의 몰입을 구분하여 독립된

회귀분석을 통해 각 몰입의 정도 측정과 공통요인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다(이규용, 2005; 서정락,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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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 4-1]과 같다. 분석 대상인 291

명 중 남성은 5명으로 1.7%에 불과하며 여성은 286명으로 9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아웃소싱과는 다른 것으로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콜센터 업종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40명(13.7%), 30-39세가 162명(55.7%), 40-49세가 85

명(29.2%), 50-53세가 4명(1.4%)로 나타나 30대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자가 152명(52.2%), 미혼자가 139명(47.8%)로 기혼자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61명(21.0%), 전문대졸이 72명

(24.7%), 대졸이 151명(51.9%), 대학원 이상이 7명(2.4%)으로 대졸이 절반 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

재직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53명(18.2%), 1-2년이 50명(17.25), 2-3년이 41

명(14.1%), 3-4년이 41명(14.1%), 4-5년이 24명(8.2%), 5년 이상이 82명

(28.2%)로 5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연도별로 보면 재직기간이 길어

질수록 빈도가 점차 나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직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9.8%인 174명이 이직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

며, 이직횟수가 1회는 66명(22.7%), 2회는 36명(12.4%), 3회 14명(4.8%), 4회 

이상이 1명(0.3%) 이었다.

직위별로는 행정운영이 3명(1.0%), 교육강사 5명(1.7%), QAA 6명(2.1%),

CS강사 4명(1.4%), 상담팀장 28명(9.6%), 상담원 245명(84.2%)로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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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응답자 빈도표

변  수 항 목 빈 도 비 율(%)

성 별
남자 5 1.7

여자 286 98.3

연 령

23-29세 40 13.7

30-39세 162 55.7

40-49세 85 29.2

50-53세 4 1.4

결혼여부
기혼 152 52.2

미혼 139 47.8

학 력

고졸 61 21.0

전문대졸 72 24.7

대졸 151 51.9

대학원 이상 7 2.4

근무기간

1년 미만 53 18.2

1년 - 2년 50 17.2

2년 – 3년 41 14.1

3년 - 4년 41 14.1

4년 - 5년 24 8.2

5년 이상 82 28.2

이직횟수

0 174 59.8

1 66 22.7

2 36 12.4

3 14 4.8

대다수가 상담원이었다. 또한 근무지역별로는 서울이 142명(48.8%), 대전이 38

명(13.1%), 광주가 33명(11.3%), 대구가 33명(11.3%), 부산이 45명(15.5%)로 

서울지역 응답자가 과반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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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1 0.3

직 위

행정운영 3 1.0

교육강사 5 1.7

QAA 6 2.1

CS강사 4 1.4

상담팀장 28 9.6

상담사 245 84.2

근무지역

서울 142 48.8

대전 38 13.1

광주 33 11.3

대구 33 11.3

부산 45 15.5

[표 4-2] 기초통계분석

　구  분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   령 291 23 53 36.09 5.866

재직기간(연) 291 1년 미만 5년 이상 3.62 1.882

이직횟수 291 0 4회 이상 1.63 .901

교육기간 291 12.00 18.00 14.7148 1.67263

조직 소속회사 291 1.00 5.00 3.4519 .90812

2. 기초통계분석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 4-2]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

는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척도는 1점  ‘전

혀 그렇지 않다’=1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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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식

조직지원 인식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
291 1.00 5.00 3.3820 .92207

사회

적지

원

상사의 지원 291 1.00 5.00 4.0639 .81649

동료의 지원 291 1.00 5.00 4.4873 .59719

근무회사 직원

의 지원
291 1.00 5.00 3.4928 .78295

조직

몰입
조직몰입 291 1.20 5.00 3.7024 .81876

종속

변수

조직시민행동 291 2.00 5.00 3.9086 .63834

이직의도 291 1.00 5.00 3.1409 .97485

분석결과, 통제변수인 연령평균은 약 36세, 평균 재직기간은 3.62년, 이직경

험을 나타내는 이직횟수는 1.63회, 응답자의 학력을 나타내는 교육기간은 약 

14년이었다.

한편, 독립변수인 조직지원 인식 중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은 평균이 

3.3820으로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 평균인 3.4519보다 약간 높았다. 사회적 

지원은 소속회사 동료의 지원 평균이 4.4873,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 평균이 

4.0639로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 평균인 3.4928 보다 높았다. 소속회사의 동료

와 상사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소속회사와 근무회사의 조직지

원에 대한 인식과 근무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직몰입 평균도 3.7024로 높지 않았으며,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 평

균은 3.9086, 이직의도 평균은 3.1409로 나타났다.

현재 K공단은 5개 지역 콜센터를 2개의 업체가 서울과(S사) 그 외 지역(L

사)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14년에 운영업체가 변경되

었으나 다른 업체는 계속 운영하고 있어 그 차이를 확인보고자 기초통계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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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4-3]과 같다.

우선, 통제변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령은 S사 응답자의 평균 38.14세로 L

사 응답자 평균 34.13세 보다 약간 높았으며 t 통계량은 -6.187로  p<.001 수준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은 S사 응답자 평균이 3.74년으로  L사 

응답자 평균 3.5년 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직횟수는 L사 응답자 평균이 1.88회로 S사 응답자의 1.37회 보다 약간 높

았으며  t 통계량은 5.004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

간은 L사 응답자 평균은 14.8054년으로 S사 응답자 평균 14.6197년 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변수별 살펴보면, 우선 조직지원 인식으로는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은 S사 

응답자의 평균이 3.4542로 L사 응답자의 평균인 3.4497 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은 L사 응답자의 평균

이 3.4754로 S사 응답자의 평균 3.284 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사회적 지원에 있어서는 상사의 지원은 L사 응답자의 평균이 4.1544로 S사 

응답자의 평균 3.969 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동료의 

지원 역시 L사 응답자의 평균이 4.5034로 S사 응답자의 평균 4.4704 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은 L사 응답자의 

평균이 3.5732로 S사 응답자의 평균 3.4085 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조직몰입에 있어서는 S사 응답자의 평균이 3.7035로 L사 응답자의 평균 

3.7013 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속변수에 있어서는 조직시민행동은 S사 응답자의 평균이 3.9155로 L사 응

답자의 평균 3.902 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직이도

에 있어서도 S사 응답자의 평균이 3.1866로 L사 응답자의 평균 3.0973 보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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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아웃소싱 업체별 기초통계량 비교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수준S 사

(n=142)

L 사

(n=149)

S 사

(n=142)

L 사

(n=149)

연   령 38.14 34.13 5.782 5.263 -6.187 .000

재직기간(연) 3.74 3.5 1.809 1.947 -1.101 .272

이직횟수 1.37 1.88 0.768 0.951 5.004 .000

교육기간(연) 14.6197 14.8054 1.78541 1.55823 .943 .346

조 직

지 원 

인식

소속회사 

조직지원인식
3.4542 3.4497 0.95054 0.86899 -.043 .966

근무회사 

조직지원인식
3.284 3.4754 0.92908 0.90862 1.776 .077

사 회

적 지

원

상사의 지원 3.969 4.1544 0.87074 0.75306 1.945 .053

동료의 지원 4.4704 4.5034 0.6294 0.56645 .470 .639

근무회사 직

원의 지원
3.4085 3.5732 0.80385 0.75647 1.801 .073

조 직

몰입
조직몰입 3.7035 3.7013 0.79461 0.84382 -.023 .982

종 속

변수

조직시민행동 3.9155 3.902 0.62538 0.65249 -.180 .857

이직의도 3.1866 3.0973 0.99886 0.95273 -.781 .436

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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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1. 타당성 검증

측정도구의 타당성은 측정도구가 측정하려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

히 측정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요인분석은 여러 측정문항들 간의 상

관관계를 기초로 공통요인으로 묶어 측정된 변수들이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많은 측정 문항을 적은 수의 요

인으로 축소해준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실시하여 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나는 주성분들

을 도출하고 변수들과 요인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갖도록 요인축을 직각으로 

회전시키는 베리멕스(varimax) 직교회전법을 사용하였다(곽기영, 2014). 요인

의 수를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최소 고유값(minimum eigenvalue) 기준, 스크린 

검정(screen test), 분산의 비율(percentage of variance), 선행이론 등이 있으

나 일반적으로 고유 값 1 이상19)이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요인 수의 

결정에 있어서 최소 고유값만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다른 

기준들도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원태연·정성원, 2010).

독립변수에 대한 고유 값의 차이와 스크린 도표를 확인하고, 요인 설명량 및 

분산의 비율을 고려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각 변수의 고유값을 분

19) 곽기영(2014)은 고유값은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의 양으로 고유 값이 1보다

작게 되면 새로 추출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이 기존 변수 한 개의

분산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추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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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독립변수 요인 분석 결과

　설 문 문 항　
구성요소

1 2 3 4 5

Q 1-2 소속회사는 내 목표와 가
치관 고려

.800 .213 .073 .218 .293

Q 1-3 소속회사는 곤란하면 도움 
준다

.797 .274 .123 .220 .291

Q 1-1 소속회사는 내 업적 높게 
평가

.788 .246 .129 .260 .211

Q 1-6 소속회사는 내 의견에 관
심

.772 .356 .114 .256 .228

Q 1-4 소속회사는 내 불평 불만 
무시하지 않음

.759 .347 .092 .256 .221

Q 1-5 소속회사는 내 복리 후생
에 관심

.731 .413 .140 .211 .152

Q 2-6 근무회사는 내 의견에 관
심

.379 .748 .122 .242 .356

Q 2-5 근무회사는 내 복리 후생
에 관심

.365 .739 .132 .168 .328

Q 2-2 근무회사는 내 목표와 가
치관 고려

.404 .723 .183 .226 .302

Q 2-4 근무회사는 내 불평 불만 
무시하지 않음

.355 .722 .099 .267 .373

Q 2-3 근무회사는 곤란하면 도움
을 줌

.357 .713 .109 .197 .379

Q 2-1 근무회사는 내 업적 높게 .382 .699 .209 .261 .300

산의 수로 나누면 각 요인이 설명할 수 있는 요인공통분산의 총분산에 대한 

비율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채택될 수 있는 기준은 없지만 엄격하게는 가장 

작은 분산의 비율이 5%가 될 때까지, 또 전체의 추출된 요인이 95% 될 때까

지로 기준을 삼는다. 다만, 사회과학에서는 60%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원

태연·정성원, 2010).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 [표 4-4]에 제시되어 있다. 고유값과 

분산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5개의 도출되었고, 모든 요인들의 전체 설명변량

(%)은 82.011이었으며, 요인 적재치 모두 0.69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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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Q 1-15 동료는 격려와 협력 .086 .055 .899 .133 .116

Q 1-14 동료는 친절함 .144 .148 .884 .155 .077

Q 1-16 동료는 업무에 도움줌 .057 .068 .871 .168 .139

Q 1-13 동료는 나에게 개인적 관
심

.070 .106 .861 .216 .066

Q 1-12 동료는 신경써줌 .113 .119 .840 .269 .098

Q 1-9 상사는 의견 존중 .267 .131 .240 .854 .179

Q 1-10 상사는 공평하게 대우 .209 .164 .233 .834 .151

Q 1-7 상사는 업무와 계발 지원 .184 .235 .222 .788 .257

Q 1-8 상사는 보상과 복지에 관
심

.277 .258 .250 .767 .176

Q 1-11 상사는 적절한 업무량 부
과

.300 .200 .284 .755 .160

Q 2-10 근무회사 직원은 내게 친
절

.319 .236 .152 .166 .779

Q 2-7 근무회사 직원은 고객전화 
잘 받아줌

.226 .271 .065 .223 .744

Q 2-11 근무회사 직원은 업무를 
지원

.275 .341 .132 .150 .743

Q 2-8 근무회사 직원은 나의 중
요성 인식

.268 .375 .078 .177 .735

Q 2-9 근무회사 직원은 도움을 
줌

.113 .160 .143 .139 .709

고유값 5.121 4.420 4.381 4.199 4.022

분산(%) 18.967 16.370 16.227 15.551 14.896

누적(%) 18.967 35.337 51.564 67.115 82.011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과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

소속회사 동료의 지원,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에 대해 응답자들이 다르게 인식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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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몰입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 [표 4-5]와 같다. 고유값 1.0 이상인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의 전체 설명변량(%)은 72,580이었으며, 요인 

적재치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중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정서적 몰입에 

대한  Meyer& Allen(1997)의 측정도구를 국내연구자인 이규용(2005), 서경수·

이수범(2010), 서정락(2011), 이용로(2013) 등이 사용한 5개 항목을 사용하여  

따라 이중몰입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와 달리 이 연구의 응답자들은 

두 가지 몰입에 대하여 하나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4-5] 이중몰입 요인 분석 결과

설 문 문 항　

구성요소

1

Q 2-14 근무회사에 대한 감정적 애착 .910

Q 1-19 소속회사에 감정적 애착 .893

Q 2-15 근무회사는 개인적으로 의미 .890

Q 1-21 소속회사에 대한 강한 소속감 .874

Q 2-16 근무회사에 대한 강한 소속감 .870

Q 1-20 소속회사는 개인적으로 의미 .854

Q 2-13 근무회사는 한 가족 .854

Q 1-18 소속회사는 한 가족 .851

Q 2-12 근무회사 문제는 내 문제 .818

Q 1-17 소속회사 문제는 내 문제 .686

고유값 7.258

분산(%) 72.580

누적(%) 7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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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종속변수 요인 분석 결과

　설 문 문 항　
구성요소

1 2

Q 3-5 회사 발전 책임감 .854 -.193

Q 3-1 동료직원 도움 .813 -.065

Q 3-4 동료 존중 .802 .013

Q 3-2 역할외 업무수행 .682 -.157

Q 3-3 근무여건 탓하지 않음 .677 -.306

Q 3-6 그만 둘 생각 -.109 .865

Q 3-9 다른 업종으로 전직 -.090 .863

Q 3-7 다른 업종으로 전직 -.150 .856

Q 3-8 다른 콜센터로 전직 -.181 .733

고유값 3.935 2.021

분산(%) 43.724 22.455

누적(%) 43.724 66.180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 [표 4-6]에 제시되어 있다. 고유값 

1.0 이상인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의 전체 설명변량(%)은 66.180이었

으며, 요인 적재치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의 개념

이 서로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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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측정문항의 신뢰성

측정

요소

크론바흐 

알파 값
문  항

항목제거시 

크론바흐 알파 

값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

.956

Q 1-1 소속회사는 내 업적 높게 평가 .949

Q 1-2 소속회사는 내 목표와 가치관 고려 .949

Q 1-3 소속회사는 곤란하면 도움을 줌 .944

Q 1-4 소속회사는 내 불평 불만 무시하지 않음 .947

Q 1-5 소속회사는 내 복리 후생에 관심 .950

Q 1-6 소속회사는 내 의견에 관심 .944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

.965

Q 2-1 근무회사는 내 업적 높게 평가 .959

Q 2-2 근무히사는 내 목표와 가치관 고려 .958

Q 2-3 근무회사는 곤란하면 도움 준다 .961

Q 2-4 근무회사는 내 불평 불만 무시하지 않음 .957

Q 2-5 근무회사는 내 복리 후생에 관심 .961

Q 2-6 근무회사는 내 의견에 관심 .955

상사의 
지원

.950

Q 1-7 상사는 업무와 계발 지원 .941

Q 1-8 상사는 보상과 복지에 관심 .940

2. 신뢰성 검증

측정도구의 신뢰성은 측정도구의 정확성을 말한다. 같은 대상에 대해 동일

한 측정도구를 반복하여 사용할 때 측정된 결과 값의 차이가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측정 도구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길곤 2014).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 결과는 

아래 [표 4-7]와 같이 크론바흐 알파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흐 알파 값이 0.8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0.6∼0.7 정도면 수용할만한 수

준이라고 한다(곽기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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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9 상사는 의견 존중 .930

Q 1-10 상사는 공평하게 대우 .939

Q 1-11 상사는 적절한 업무량 부과 .943

동료의 
지원

.946

Q 1-12 동료는 신경써줌 .935

Q 1-13 동료는 나에게 개인적 관심 .936

Q 1-14 동료는 친절함 .930

Q 1-15 동료는 격려와 협력 .931

Q 1-16 동료는 업무에 도움줌 .936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

.906

Q 2-7 근무회사 직원은 고객전화 잘 받아줌 .883

Q 2-8 근무회사 직원은 나의 중요성 인식 .873

Q 2-9 근무회사 직원은 도움을 줌 .917

Q 2-10 근무회사 직원은 내게 친절 .871

Q 2-11 근무회사 직원은 업무를 지원 .876

이중몰입
(조직몰입)

.957

Q 1-17 소속회사 문제는 내 문제 .960

Q 1-18 소속회사는 한 가족 .952

Q 1-19 소속회사에 감정적 애착 .950

Q 1-20 소속회사는 개인적으로 의미 .952

Q 1-21 소속회사에 대한 강한 소속감 .951

Q 2-12 근무회사 문제는 내 문제 .954

Q 2-13 근무회사는 한 가족 .952

Q 2-14 근무회사에 대한 감정적 애착 .950

Q 2-15 근무회사는 개인적으로 의미 .951

Q 2-16 근무회사에 대한 강한 소속감 .952

조직시민
행동

.817

Q 3-1 동료직원 도움 .783

Q 3-2 역할외 업무수행 .811

Q 3-3 근무여건 탓하지 않음 .776

Q 3-4 동료 존중 .797

Q 3-5 회사 발전 책임감 .742

이직의도 .864 Q 3-6 그만 둘 생각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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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7 다른 업종으로 전직 .810

Q 3-8 다른 콜센터로 전직 .865

Q 3-9 다른 업종으로 전직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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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특히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는 변수 

사이의 선형관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계수 값은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일 경우 선형관계가 없음을 뜻한다(곽기영, 2014). 상관관계 분

석 결과는 아래 [표 4-8]과 같다.

우선, 연령(Q1)은 근무기간(Q2, r=0.411, p<0.01),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Q9,

r=0.176, p<0.01), 조직몰입(Q10, r=0.209, p<0.01), 조직시민행동(Q11, r=0.174,

p<0.01)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기간(연)(Q4,

r=0.195, p<0.01), 이직의도(Q12, r=0.182, p<0.01)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Q2)은 연령(Q1, r=0.411, p<0.01), 조직몰입(Q10, r=0.187, p<0.01),

조직시민행동(Q11, r=0.178, p<0.01)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이직횟수(Q3, r=-0.143, p<0.05), 이직의도(Q12, r=-0.172, p<0.01)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횟수(Q3)는 근무기간(Q2, r=0.143, p<0.05)과만 부(-)적 상관관계가 있

었으며, 교육기간(Q4)은 연령(Q1, r=-0.195, p<0.01) 및 이직횟수(Q3, r=-0.173,

p<0.01)와만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하위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우선, 조직지원 인식 하위 요인인 소

속회사(Q5) 및 근무회사의 조직지원 인식(Q6) 간에는 r=0.6(p<.01)의 이상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적 지원의 하위 요인인 상사의 지원(Q7),

동료의 지원(Q8),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Q9) 간에는 r=0.5(p<.01) 이상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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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한편, 독립변수와 조직몰입(Q10)과의 상관관계는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

(Q5, r=0.685, p<0.01),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Q6, r=0.756, p<0.01), 상사의 

지원(Q7, r=0.564, p<0.01), 동료의 지원(Q8, r=0.405, p<0.01),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Q9, r=0.679, p<0.01)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조직몰입(Q10)과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는 조직시민행동(Q11, r=0.825,

p<0.01)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직의도(Q12, r=-0.450,

p<0.01)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는 우선 조직시민행동(Q11)은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Q5, r=0.615, p<0.01),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Q6, r=0.756,

p<0.01), 상사의 지원(Q7, r=0.564, p<0.01), 동료의 지원(Q8, r=0.405, p<0.01),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Q9, r=0.679,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직의도(Q11)에 있어서는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Q5, r=-0.338, p<0.01), 근

무회사 조직지원 인식(Q6, r=-0.428, p<0.01), 상사의 지원(Q7, r=-0.287,

p<0.01), 동료의 지원(Q8, r=-0.155, p<0.01),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Q9,

r=-0.416, p<0.01)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시민행동(Q11)과 이직의

도(Q12)와의 상관관계는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Q6)의 상관계수 값이 각각 

r=0.666(p<.01)과 r=–0.428(p<.01)으로 가장 높거나 낮게 나타났다. 종속변수

와 전체 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관계수 값이 조직몰입(이중몰입, Q10)은 

r=0.825(p<.01)로 가장 높거나 r=-0.450(p<.0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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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상관관계분석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Q11 Q12

Q1 1

Q2 .411** 1

Q3 -.107 -.143* 1

Q4 -.195** -.096 -.173** 1

Q5 .064 .054 -.005 -.109 1

Q6 .093 .009 .059 -.114 .790** 1

Q7 -.057 -.050 .046 -.065 .620** .609** 1

Q8 -.033 .081 -.038 -.027 .328** .367** .515** 1

Q9 .176** .080 .077 -.077 .644** .756** .534** .329** 1

Q10 .209** .187** -.055 -.108 .685** .756** .564** .405** .679** 1

Q11 .174** .178** -.092 -.046 .615** .666** .543** .428** .630** .825** 1

Q12 -.182** -.172** -.014 .068 -.338** -.428** -.287** -.155** -.416** -.450** -.336** 1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양쪽).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양쪽).

Q1 : 연령, Q2 : 재직기간, Q3 : 이직횟수, Q4 : 교육기간(연), Q5 :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 Q6 :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 Q7 : 상사의 지원, Q8 : 동료의 지원,

Q9 :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 Q10 : 조직몰입(이중몰입), Q11 : 조직시민행동, Q12 :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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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가설의 검증

1. 조직지원 인식, 사회적 지원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가설 H 1과 H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립변수 중 조직지원 인식은 소속회사의 조
직지원 인식과 근무회사의 조직지원 인식으로 구분되었고 사회적 지원은  소
속회사 상사의 지원, 소속회사 동료의 지원,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으로 구분되
었으나 이중몰입은 소속회사의 몰입과 근무회사의 몰입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속회사 몰입과 근무회사 몰입이라는 이중몰입에 대한 가설검증은 이
를 조직몰입 명명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근무회사 몰입과 소속회사 몰입을 뜻하는 이중몰입은 
단일차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가설 H 1에서 검증하고자 했던  조직지원 인식의 
2가지 하부 요인과 이중몰입의 2가지 하부요인에 대한 4개의 세부가설은 2개
로 축소하였다. 또 가설 H 2에서 검증하고자 했던 사회적 지원의 3가지 하부 
요인과 이중몰입의 2가지 하부요인에 대한 6개의 세부가설은 3개로 축소하였
다. 

이에 따라 가설의 검증은 조직지원 인식의 하부요인인 소속회사와 근무회사
의 조직지원 인식과 조직몰입의 관계 및 사회적 지원의 하부요인인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 소속회사 동료의 지원,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과 조직몰입의 관계
를 검증하였다. 

우선, 가설 H 1과 H 2를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조직몰입을 



- 72 -

설정하고 아래 [표 4-9]와 같이 조직몰입에 대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결과에 

제시되어 있다.

1단계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연령, 결혼여부, 재직기간, 이직횟수, 교육기

간, 근무지역을 투입하였으나 회귀분석결과 유의한 결과를 미치는 요인은 없

었다.

1단계에 투입된 변수들을 통제한 후 시행된 2단계에서는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이 0.188의 계수 값을 가지며 t 통계량은 3.462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도 0.520의 계수 값을 가지며 t 통계량은 9.576

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

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 통제변수 중에서 재직기간이 0.054의 계수 값을 가지며 t 통계량

은 3.066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직기간이 길어

지면 조직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조직지원 인식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크

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는 1인 표준화한 회귀계수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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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조직몰입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변수

1 단계 2 단계 3 단계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수준

허용

오차
VIF

(상수) 3.288 .617 　 5.332 .000 　 　 .798 .413 　 1.931 .054 　 　 .016 .450 　 .036 .971 　 　

연 령 .020 .011 .145 1.877 .062 .549 1.820 .011 .007 .078 1.574 .117 .535 1.870 .009 .007 .068 1.405 .161 .516 1.937

결혼여부 .128 .109 .078 1.173 .242 .740 1.352 .034 .069 .021 .489 .625 .734 1.363 .030 .066 .018 .455 .649 .733 1.365

재직기간 .045 .028 .104 1.623 .106 .798 1.253 .054 .018 .125 3.066 .002 .787 1.270 .050 .017 .115 2.905 .004 .768 1.302

이직횟수 -.043 .056 -.048 -.770 .442 .857 1.167 -.049 .036 -.054 -1.378 .169 .855 1.169 -.052 .034 -.057 -1.516 .131 .849 1.177

교육기간 -.036 .029 -.073 -1.220 .223 .905 1.105 -.001 .019 -.003 -.071 .944 .897 1.114 -.002 .018 -.005 -.137 .891 .893 1.120

지역=광주 .190 .163 .074 1.169 .244 .823 1.216 -.061 .105 -.024 -.584 .560 .796 1.257 -.059 .100 -.023 -.585 .559 .793 1.261

지역=대구 .243 .170 .094 1.433 .153 .757 1.322 .116 .108 .045 1.073 .284 .742 1.347 .069 .104 .027 .661 .509 .733 1.364

지역=부산 .006 .149 .003 .041 .967 .751 1.331 -.042 .095 -.019 -.446 .656 .737 1.357 -.144 .094 -.064 -1.535 .126 .701 1.426

근무=대전 .025 .155 .010 .159 .874 .805 1.242 -.087 .098 -.036 -.885 .377 .794 1.260 -.045 .095 -.019 -.477 .634 .781 1.280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
.188 .054 .209 3.462 .001 .359 2.788 .121 .055 .135 2.198 .029 .320 3.123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
.520 .054 .585 9.576 .000 .350 2.857 .363 .061 .409 5.915 .000 .251 3.978

상사의 지원 .102 .052 .102 1.975 .049 .453 2.209

동료의 지원 .125 .057 .091 2.194 .029 .699 1.430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
.193 .058 .185 3.323 .001 .388 2.579

F(유의수준) 2.722(.005) 44.122(.000) 39.760(.000)

R2((조정된) .080(.051) .635(.621) .669(.652)

△R2 .555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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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9]의  표준계수 베타를 보면,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대한 소속

회사 조직지원 인식은 0.209,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은 0.585이었다. 따라서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이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 보다 조직몰입에 더 큰 영

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조직지원 인식이 종속변수인 아웃소싱 근로자의 조

직몰입을 설명하는 정도인 R2 값은 0.635로 나타났으며, 자유도를 반영한 조정

된 R2 또한 0.621로 나타났다. 이는 회귀모형이 종속변수를 62% 정도를 설명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조직지원 인식 변수의 순수한 설명량은 △R2 = 0.555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귀 모델 역시 F=44.122, 0.1% 유의수준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변수인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과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 간의 

상관관계는 r=0.790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우

려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허용오차가 0.1 이하이거나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한다(곽기영, 2014).

회귀분석시 다중공선성 검증결과 VIF 수치가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은 

2.788,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은 2.857이고 허용오차는 소속회사 지원인식은 

0.359, 근무회사 지원인식은 0.35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우려되는 수준이 

아니었다.

3단계에서는 1단계의 통제변수와 2단계의 조직지원 인식을 통제한 후 사회

적 지원을 투입하였다. 사회적 지원 요소 중 우선,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은 

0.102의 계수 값을 가지며 t 통계량은 1.975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소속회사 동료의 지원은 0.125의 계수 값을 가지며 t 통계량은 2.311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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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속회사 동료의 지원이 높

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은 0.193의 계수 값을 가지며 t 통계량은 3.323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원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크기

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는 1인 표준화한 회귀계수를 비

교하였다. 위 [표 4-9]의 표준계수 베타를 보면,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대하

여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은 0.102, 소속회사 동료의 지원은 0.091, 근무회사 직

원의 지원은 0.185이다. 이는 소속회사 동료의 지원,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 근

무회사 직원이 지원 순으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조직지원 인식 변수를 함께 고려할 경우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은 0.135,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은 0.409였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 소속

회사 조직지원 인식,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 소속회사 동료의 지원 순으로 나

타났다. 통제변수 중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직기간으로 

표준계수 베타는 0.115로 사회적 지원 중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이나 동료의 지

원보다 오히려 컸다.

한편,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이 종속변수인 

아웃소싱 근로자의 조직몰입을 설명하는 정도인 R2 값은 0.669로 나타났으며,

자유도를 반영한 조정된 R2 또한 0.652로 나타났다. 이는 회귀모형이 종속변수

를 65% 정도를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사회적 지원 변수의 순수한 설명량은 △R2=.0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귀 모델 역시 F=39.760,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변수인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 소속회사 동료의 지원, 근무회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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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상수) 1.363 .293 　 4.659 .000

통제변수

연   령 .003 .005 .030 .675 .500 .543 1.843

결혼여부 -.057 .049 -.045 -1.151 .251 .736 1.359

원의 지원 간의 상관관계는 0.3∼0.5 높지 않았으며 회귀분석시 다중공선성 검

증결과 VIF 수치가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은 2.209, 소속회사 동료의 지원은 

1.430,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은 2.579 이었다. 허용오차는 소속회사 상사의 지

원은 0.453, 소속회사 동료의 지원은 0.699,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은 0.388로 다

중공선성이 우려되는 수준이 아니었다.

2.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와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가설 H 3과 H 4를 검증하기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요인분석 결과 종속변수는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 2가지 요인으로 구분되

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중몰입은 소속회사의 몰입과 근무회

사의 몰입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속회사 몰입과 근무회사 몰입이라

는 이중몰입에 대한 가설검증은 이를 조직몰입 명명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중몰입이 단일차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과 이직

의도에 대한 가설 H 3과 H 4의 4개의 세부 가설을 조직몰입이 조직시민행동

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개 가설로 축소하였다.

우선, 가설 H 3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조직몰

입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조직시민행동을 설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4-1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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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006 .013 .017 .466 .641 .791 1.265

이직횟수 -.027 .025 -.038 -1.059 .291 .855 1.170

교육기간 .011 .013 .028 .801 .424 .900 1.111

근무지역=광주 -.088 .083 -.044 -1.057 .292 .644 1.552

근무지역=대구 .019 .084 .009 .224 .823 .635 1.575

근무지역=서울 -.071 .068 -.056 -1.051 .294 .393 2.544

근무지역=대전 -.137 .081 -.073 -1.703 .090 .607 1.646

독립변수

조직몰입 .643 .027 .825 23.829 .000 .920 1.087

R2(조정된 R2) .691(.680)

F(유의수준) 62.721(.000)

조직몰입은 0.643의 계수 값을 가지며 t 통계량은 23.829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이 높아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조직몰입이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을 설명

하는 정도인 R2 값은 0.691로 나타났으며, 자유도를 반영한 조정된 R2 또한 

0.680로 나타났다. 이는 회귀모형이 종속변수를 68% 정도를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독립변수인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r= 0.825 으

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회귀분석시 다중공선성 검증결과 VIF 수치가 1.087,

허용오차는 0.920으로 다중공선성이 우려되는 수준이 아니었다.

두 번째로, 가설 H 4를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조

직몰입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이직의도로 설정하였다. 이직의도

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4-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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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이직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베타

허용 

오차
VIF

(상수) 5.425 .696 　 7.795 .000

통제변수

연 령 -.009 .012 -.057 -.814 .417 .543 1.843

결혼여부 -.180 .117 -.092 -1.533 .126 .736 1.359

재직기간 -.038 .030 -.073 -1.250 .212 .791 1.265

이직횟수 -.039 .060 -.036 -.652 .515 .855 1.170

교육기간 -.004 .032 -.006 -.110 .912 .900 1.111

근무지역=광주 -.010 .198 -.003 -.053 .958 .644 1.552

근무지역=대구 .428 .199 .139 2.149 .033 .635 1.575

근무지역=서울 .301 .161 .154 1.873 .062 .393 2.544

근무지역=대전 .437 .192 .151 2.281 .023 .607 1.646

독립변수

조직몰입 -.499 .064 -.419 -7.769 .000 .920 1.087

R2(조정된 R2) .251(.225)

F(유의수준) 9.402(.000)

조직몰입은 -0.499의 계수 값을 가지며 t 통계량은 –7.769로 p<.001 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조직몰입이 종속변수인 이직의도를 설명하는 

정도인 R2 값은 0.251로 나타났으며, 자유도를 반영한 조정된 R2 또한 0.225로 

나타났다. 이는 회귀모형이 종속변수를 25% 정도를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낸

다.

한편, 독립변수인 조직몰입과 이직의도간 간의 상관관계는  r= -0.450 으로 

높지 않았으며 회귀분석시 다중공선성 검증결과 VIF 수치가 1.087, 허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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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920으로 다중공선성이 우려되는 수준이 아니었다.

3. 조직몰입과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와의 관계 

 가설 H 1과 H 2에 대한 검증을 통해 소속회사와 근무회사의 조직지원 인

식과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 소속회사 동료의 지원,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 등 

사회적 지원이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

직몰입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은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 소속회사 동료의 지원 순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설 H 3과 H 4에 대한 검증을 통해 조직몰입이 조직시민행동에는 정

(+)의 영향을, 이직의도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소속회사의 조직지원 인식과 근무회사의 조직지원 인식이 높아지면, 그

리고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과 소속회사 동료의 지원,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이 

높아지면 조직몰입이 높아진다. 또한 이렇게 조직몰입이 높아지면 조직시민행

동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게 된다.

이중몰입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각각의 몰입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

는 평형모델(parallel models)이 일반적이나 이 연구에서는 이중몰입이 나타나

지 않았다. 이에 조직몰입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

행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

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들의 매개

효과 인정 기준은  우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쳐야 한다. 그리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매개변수를 추가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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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직접적 영향력이 감소해야한다. 이 경우 매개효

과가 인정된다. 그리고 영향력이 감소되어 매개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통

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에 따라 다시 부분(partial) 매개와 완전(full) 매개로 

구분된다. 즉 영향력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유의미하면 부분매개, 영향력이 감

소하여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게 되면 완전매개효과이다.

만약, 조직몰입이 부분매개의 효과가 있다면 조직몰입이 조직시민행동과 이

직의도라는 종속변수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독립변수인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도 종속변수에 영향력 미치게 된다. 한편, 조직몰입이 완전

매개 효과가 있다면, 독립변수가 직접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매개변수인 조직몰입을 통해서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아래 [표 4-12]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조직몰입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이다.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우선 독립변수인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이 종

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제 1단계 : ①표시), 조

직지원 인식은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과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이 각각 

0.612, 0.678의 표준베타 계수 값을 갖고, p<.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또

한 사회적 지원은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과 동료의 지원,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

이 각각  0.564, 0.422 0.635의 표준베타 계수 값을 갖고, p<.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째 조건은 충족되었다.

제 2단계(②표시)로 독립변수인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의 요인들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여기서는 조직지원 인식은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과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이 각각 0.669, 0.754의 표준베타 계

수 값을 갖고, p<.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원은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과 동료의 지원,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이 각각 0.588, 0.409, 0.675

의 표준베타 계수 값을 갖고, p<.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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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독립

변수
검증단계

표준

계수

베타

t

(유의수준)

F

(유의수준)

R2

(조정된 R2)

소속회사 

조직

지원인식

①소속지원인식 →조직시민행동 0.612
13.364

(.000)

21.074

(.000)

.429

(.409)

②소속지원인식 → 조직몰입 0.669
15.844

(.000)

29.734

(.000)

.515

(.498)

③조직몰입→조직시민행동

③소속지원인식→조식시민행동

0.744

0.114

15.754(.000)

2.484(.014)

58.633

(.000)

.698

(.686)

근무회사 

조직

지원인식

①근무지원인식 →조직시민행동 0.678
15.674

(.000)

28.250

(.000)

.502

(.484)

②근무지원인식 → 조직몰입 0.754
19.913

(.000)

45.549

(.000)

.619

(.606)

③조직몰입→조직시민행동

③근무지원인식→조직시민행동

0.718

0.137

13.490(.000)

2.611(.010)

58.823

(.000)

.699

(.687)

상사의 

지원

①상사지원 → 조직시민행동 0.564
11.585

(.000)

16.325

(.000)

.368

(.346)

②상사지원 → 조직몰입 0.588
12.496

(.000)

19.417

(.000)

.409

(.388)

③조직몰입→조직시민행동

③상사지원→조직시민행동

0.750

0.123

17.596(.000)

2.930(.004)

59.345

(.000)

.701

(.689)

동료의 

지원

①동료지원 → 조직시민행동 0.422
7.945

(.000)

8.717

(.000)

.237

(.210)

②동료지원 → 조직몰입 0.409
7.702

(.000)

8.890

(.000)

.241

(.214)

③조직몰입→조직시민행동 0.781 20.735(.000) 59.148 .700

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마지막, 제 3단계(③표시)에서는 독립변수인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의 

요인들이 조직몰입과 동시에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인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은 0.114(p<.05),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

은 0.137(p<.05), 사회적 지원인 상사의 지원은 0.123(p<.01)과 동료의 지원은 

0.104(P<.001),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 0.146(p<.01)으로 모두 표준베타 계수 값

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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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동료지원→조직시민행동 0.104 2.814(.005) (.000) (.688)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

①근무직원지원 →조직시민행동 0.635
13.672

(.000)

21.964

(.000)

.440

(.420)

②근무직원지원 → 조직몰입 0.675
15.398

(.000)

28.217

(.000)

.502

(.484)

.702

(.690)
59.754

(.000)
③조직몰입→조직시민행동

③근무직원지원→조직시민행동

0.726

0.146

15.675(.000)

3.158(.002)

한편 [표 4-13]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에 대한 조직몰입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이다.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우선 독립변수인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이 종

속변수인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제 1단계 : ①표시), 조직지

원 인식은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와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이 각각 -0.318,

-0.407의 표준베타 계수 값을 갖고, p<.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사

회적 지원은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 및 동료의 지원,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은 

각각 –0.281, -0.139, -0.375의 표준베타 계수 값을 갖고, p<.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째 조건은 충족되었다.

제 2단계(②표시)로 독립변수인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의 요인들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여기서는 조직지원 인식은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과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이 각각 0.669, 0.754의 표준베타 계

수 값을 갖고, p<.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원은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 및 동료의 지원,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은 각각  0.588, 0.409, 0.675

의 표준베타 계수 값을 갖고, p<.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두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

마지막, 제 3단계(③표시)에서는 독립변수인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의 

요인들이 조직몰입과 동시에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인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은 -0.222(p<.001),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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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이직의도에 대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독립

변수
검증단계

표준화

회귀계수

t

(유의수준)

F

(유의수준)

R2

(조정된 R2)

소속회사 

조직

지원인식

①소속조직지원 인식 →이직의도 -0.318
-5.824

(.000)

6.496

(.000)

.188

(.159)

②소속조직지원 인식→조직몰입 0.669
15.844

(.000)

29.734

(.000)

.515

(.498)

③조직몰입→이직의도

③소속조직지원 인식→이직의도

-0.368

-0.072

-4.957(.000)

-.955(.321)

8.637

(.000)

.254

(.225)

근무회사 

조직

지원인식

①근무조직지원 인식 →이직의도 -0.407
-7.659

(.000)

9.214

(.000)

.248

(.221)

②근무조직지원 인식 →조직몰입 0.754
19.913

(.000)

45.549

(.000)

.619

(.606)

③조직몰입→이직의도

③근무조직지원 인식→이직의도

-0.246

-0.222

-2.179(.003)

-2.973(.007)

9.414

(.000)

.271

(.242)

상사의 

지원

①상사지원 → 이직의도 -0.281
-5.032

(.000)

5.551

(.000)

.165

(.136)

②상사지원 → 조직몰입 0.588
12.496

(.000)

19.417

(.000)

.409

(.388)

③조직몰입→이직의도

③상사지원→이직의도

-0.385

-0.055

-5.726(.000)

-.829(.408)

8.600

(.000)

.253

(.224)

동료의 

지원

①동료지원 → 이직의도 -0.139
-2.418

(.016)

3.411

(.000)

.109

(.077)

②동료지원 → 조직몰입 0.409
7.702

(.000)

8.890

(.000)

.241

(.214)

③조직몰입→이직의도

③동료지원→이직의도

-0.436

0.039

-7.331(.000)

.671(.503)

8.571

(.000)

.253

(.223)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

①근무회사직원지원 →이직의도 -0.375
-6.843

(.000)

7.914

(.000)

.220

(.193)

②근무회사직원지원 →조직몰입 0.675
15.398

(.000)

28.217

(.000)

.502

(.484)

③조직몰입→이직의도 -0.303 -4.166(.000) 9.192 .266

-0.171(p<.005)으로 모두 표준베타 계수 값이 감소하였다. 한편, 소속회사 조직

지원 인식과 상사의 지원은, 동료의 지원은 표준베타 계수 값이 각각 –0.072,

–0.055, 0.039로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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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매개효과 요약

독립변수
전체효과
(β=A+B)

직접효과

간접효과
(B=①×②)

Sobel

test z

매개

수준(β :A)
독립→종속

경로 ①
(독립→매개)

경로 ②
(매개→종속)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
0.611

0.114

(.014)

0.669

(.000)

0.744

(.000)
0.497

13.205

(.000)
부분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
0.678

0.137

(.010)

0.754

(.000)

0.718

(.000)
0.541

15.168

(.000)
부분

상사의

지원
0.564

0.123

(.004)

0.588

(.000)

0.750

(.000)
0.441

11.090

(.000)
부분

동료의 

지원
0.423

0.104

(.005)

0.409

(.000)

0.781

(.000)
0.319

7.301

(.000)
부분

③근무회사직원지원→이직의도 -0.171 -2.359(.019) (.000) (.237)

이와 같은 변수관계의 경로와 매개효과의 구성을 아래 [표 4-14]과 [표 

4-15]로 요약하였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 전체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으로 구성된

다. 직접효과는 독립변수인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의 각각이 하부 요인

들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사이에 각기 존재하는 순수한 영향력을 의미한

다. 한편, 간접효과는 매개역할을 하는 조직몰입을 경유하여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의 각각이 하부 요인들이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의미한다.

즉, 조직몰입을 투입함으로써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분해 본 결과, 우선 조직시민행동과 관련해서는  [표 4-14]과 같이 독립변수

인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의 순수한 영향(직접효과)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검증결과를 종합해볼 때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몰입이 조직지원 인식과 조직시민행

동에 부분매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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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회사

직원 지원
0.636

0.146

(.002)

0.675

(.000)

0.726

(.000)
0.490

13.574

(.000)
부분

한편, 이직의도와 관련해서는 아래 [표 4-15]과 같이 독립변수 중 근무회사

의 조직지원 인식과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의 순수한 영향(직접효과)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과 동료의 지원과 

상사의 지원은 영향력이 감소하여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즉 이들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는 완전매개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직의도에 대

하여 조직몰입은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과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은 이직의도

에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소속회사의 조직지원 인식과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

원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여, 매개역할을 하는 조직몰입을 통해서만 이직의도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4-15] 이직의도에 대한 매개효과 요약

독립변수
전체효과
(β=A+B)

직접효과

간접효과
(B=①×②)

Sobel

test z

매개

수준(β :A)
독립→종속

경로 ①
(독립→매개)

경로 ②
(매개→종속)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
-0.246

-0.072

(.321)

0.669

(.000)

-0.368

(.000)
-0.246

-6.997

(.000)
완전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
-0.407

-0.222

(.007)

0.754

(.000)

-0.246

(.003)
-0.185

-7.248

(.000)
부분

상사의

지원
-0.226

-0.055

(.408)

0.588

(.000)

-0.385

(.000)
-0.226

-6.620

(.000)
완전

동료의 

지원
-0.178

0.039

(.503)

0.409

(.000)

-0.436

(.000)
-0.178

-5.468

(.000)
완전

근무회사

직원 지원
-0.375

-0.171

(.019)

0.675

(.000)

-0.303

(.000)
-0.204

-6.951

(.000)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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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공공부문에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와 근무회사가 다른 상황에서 아웃소싱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조직지

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

관계에 있는지 규명하는 데 그 일차적이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조직성

과 제고를 위해 조직시민행동이라는 긍정적 행동 강화와 더불어 이직의도라는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그간 주로 단일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

원을 아웃소싱 근로자의 근무와 고용 특성에 맞게 근무회사와 소속회사로 구

분하고 이에 따른 소속회사 몰입과 근무회사 몰입이라는 이중몰입과 조직시민

행동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수 중 조직지원 인식은 아웃소싱 근로자의 이

중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과 근무회사의 조직지원 인식으

로 구분하였으며 사회적 지원은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과 동료의 지원, 근무회

사 직원의 지원으로 세분하였다. 또 종속변수로는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요인

과 부정적인 요인을 대표하는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를 선정하였다. 한편,

독립변수로부터 영향을 받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변수인 조직몰입

을 소속회사 몰입과 근무회사 몰입이라는 이중몰입으로 구분하였다.

근무회사와 소속회사의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이 이중몰입과 조직시

민행동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연령, 결혼여부, 재

직기간, 이직횟수, 교육기간, 근무지역 등 이중몰입과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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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개연성이 큰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정하였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라 조사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모집단 전체의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모집단 전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최대로 표본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 타당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단일요인으로 확인된 조직몰입의 성격을 규

명하기 위하여 추가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요인분석 결과 K공단 콜센터 아웃소싱 근로자들은 소속과 근무회사의 

분리에서 발생하는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 근무회사의 조직지원 인식, 소속
회사 상사의 지원, 소속회사 동료의 지원,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은 별도의 요
인으로 구분하였으나 조직몰입에 있어서는 소속회사 몰입과 근무회사 몰입으
로 구분하지 않았다. 즉 조직몰입에 있어서 소속회사 몰입과 근무회사 몰입을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고 단일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K공단 콜센터 아웃소싱 근로자들은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과 소속회

사 동료의 지원은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낮게 인식하고 있

었다. 또한,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소속회사와 근무회사의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조직지원 인식

과 사회적 지원이 높아지면 조직몰입 역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표준화한 회귀계수(standardized beta coefficient)에 대한 비교 결과,

아웃소싱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원하여 조직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으로 추정되었던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과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 소속회사 

동료의 지원 등 소속회사 관련 변수보다는 오히려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과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 등 근무회사 관련 변수들이 조직몰입에 더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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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있었다.

넷째, 조직몰입은 종속변수인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따라서 조직몰입이 높아지면 조직성과의 긍정적인 행위인 조직시민행동

은 높아지고 부정적인 태도인 이직의도는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조직몰입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

고 있었다. 독립변수인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이 종속변수인 조직시민

행동과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독립변수인 조

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이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은 

근무회사의 조직지원 인식과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에는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소속회사 조직지원 인식과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은 완전매개 역할

을 하고 있었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이 연구를 통해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아웃소

싱 근로자들이 소속조직과 근무조직이 분리된 상황 하에서 직무에 대해 조직

시민행동이라는 긍정적 행동 강화와 더불어 이직의도라는 부정적 태도를 감소

시키는데 필요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K공단 콜센터 아웃소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이중몰입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중몰입은 소속회사와 근무회사, 노동조합

과 고용회사 등 개인이 속하게 되는 하나 이상의 이해집단에 대하여 동일시 

할 때 발생하는 복수적 몰입을 말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에 따

르면 조직몰입은 소속회사 몰입과 근무회사의 몰입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이

는 연구대상이 각각 조직에 대한 몰입을 하나의 몰입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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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K공

단 아웃소싱 근로자들의 고용에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아웃소싱 

근로자들은 소속회사인 위탁업체가 2∼4년 주기로 변경되더라도 고용이 승계

되었으며 심지어 현장대리인조차 고용이 보장되었다. 따라서 아웃소싱 근로자

들이 소속회사와 근무회사를 별개의 몰입대상이 아닌 자신들의 일터인 콜센터

로 중첩된 하나의 몰입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소속회사와 근무회사가 분리된 상황에서도 이중몰입이 아닌 단일의 조직몰

입의 확인은 각기 다른 조직에 대한 복수적 몰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의 심리적 갈등이라는 부정적 우려를 해소시켜준다.

따라서 주어진 업무 이상으로 수행하여 조직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높이거나 조직을 이탈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태도

를 낮추고자 한다면 소속회사나 근무회사 중 어느 특정 조직의 몰입을 더 강

조할 필요 없이 조직몰입 자체를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아웃소싱 콜센터 상담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지원 인식

과 사회적 지원 등의 독립변수들의 설명량과 상대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확인되었다. 왜 그러면 근무

회사의 조직지원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사실 근무

회사는 아웃소싱업체인 소속회사와의 도급계약을 통해 ‘도급액 중 직접 인건

비 비중’이나 ‘상담팀장, CS 강사, QAA, 상담원 등 투입인력 수’ 등을 정하고 

있다. 근무회사가 비록 직접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웃소

싱 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을 통해 아웃소싱 종사자의 급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승진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고

용조건에 대하여 소속업체 보다 근무회사의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무회사 차원의 조직지원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무회사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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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소싱 회사, 아웃소싱 근로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도급계약이 중요하다. 비

용만을 고려하여 저가 입찰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결국 아웃소싱 근로자의 고

용조건과 삶의 질의 저하시킬 것이고 이는 조직지원 인식을 낮추게 되어 조직

몰입 저하로 이어져 조직 유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아웃

소싱 근로자에 대한 조직 차원의 지원은 결국 아웃소싱 업체인 소속회사를 통

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근무회사는 적정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급비

와 현실화와 더불어 아웃소싱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아웃소싱 업

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웃소싱 근로자들의 근무회사 조직지

원 인식은 낮은 수준이며 소속회사의 조직지원 인식도 마찬가지다. 이는 조직

지원 인식의 중요성과 더불어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 개선되기 어려움을 의미

한다. 따라서 서로 노력하여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

다.

셋째, 근무회사 조직지원 인식 다음으로 조직몰입과 종속변수에 영향력이 

큰 변수는 바로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이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 중 상사의 지

원(4.0639)이나 동료의 지원(4.4873)에 비해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 대한 인식수

준은 3.4928로 낮다.

근무회사 직원과 아웃소싱 근로자는 근무공간도 다르고 업무도 구분되어 서

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에 대한 인식이 낮을 밖에 없다

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대상인 콜센터 아웃소싱 근로자는 자신들이 

통화한 연간 통화량의 3%인 155천여 건의 콜을 다시 근무회사 직원에게 돌리

는 과정에서 근무회사 직원과 접촉하게 되며 이때의 경험이 근무회사 직원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전화를 돌렸을 때 왜 자신

에게 전화를 돌렸냐고 불만을 제기하거나 그것도 모르냐며 무시하는 것과 혹

시라도 잘못된 전화 연결이더라도 연결된 전화를 묵묵히 처리해 주는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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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르게 인식하는 하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을 높이

기 위해서는 콜센터 아웃소싱 근로자가 전화를 연결할 때 근무회사 직원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응대하는가가 중요하며 그러한 응대는 근무회사 직원들의 아

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태도의 결과이다.

따라서 응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

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예를 들어 근무회사 직원들은 콜센터 

체험 등을 통해 아웃소싱 근로자를 이해하고, 아웃소싱 상담원은 현장 체험을 

통해 현장 근무회사 직원의 어려움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호간

의 이해제고는 배려를 이끌어 내고, 결국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근로자의 낮은 인식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이론적 기여를 시사점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 아웃소싱 활용의 확대와 더불어 기존의 조직몰입과 노조몰입 중심의 이

중몰입 연구에서 근무회사와 소속회사라는 새로운 이중몰입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조직지

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이 이중몰입과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의 관계를 규명

하고자 하였다. 비록 이 연구에 따르면 이중몰입의 발생이 부인되긴 했지만,

향후 이중몰입에 다양한 후속 연구에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사회적 지원 중 근무회사 지원의 지원이라는 변수를 추가 발굴하여 이중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위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들이 있었

다.

첫째, 연구 결과 소속회사 및 근무회사의 조직지원 인식, 소속회사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근무회사 직원의 지원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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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와 달리 조직몰입이 근무회사와 소속회사로 구분되

는 이중몰입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번 연구대상이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콜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공공

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아웃소싱 근로자 모두에게 일반화하거나 공통적으로 적

용될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설문조사 방식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

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근무회사인 K공단과 아웃소싱 업체인 소속회사의 

사전 협조를 얻어 내부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연초

에 늘어난 업무량으로 인한 피응답자의 설문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사전 안내를 통해 본 설문 

조사의 목적과 설문조사가 근무회사나 소속회사와는 무관하고 엄격한 비밀보

장을 준수함을 충분히 안내했다. 그러나 피응답자 입장에서는 결국 그들이 근

무하고 하고 있는 회사의 내부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한 

것이어서 피응답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달리 답변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설문문항 구성도 조사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

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문항 구성을 소속회사에 대한 설문과 근무회사에 대한 

설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그간 설문조사에 제기된 피응답자가 설문 대

상의 유사성을 미리 인지하고 충분한 고려 없이 앞선 설문 문항으로 인지한 

범주에서 일반적으로 응답할 가능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방식

이 이중몰입에 대한 질문의 차별성을 희석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예비설문을 통해 적절한 설문지 구성도 필요하다.

넷째, 공공기관 아웃소싱 근로자들의 이중몰입에 대한 원인변수로 조직지원 

인식과 사회적 지원 등 다소 한정된 변수만을 사용하였다.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중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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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

요하다.

공공부문의 아웃소싱은 내·외부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점점 확대되고 있

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한편,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

웃소싱은 비정규직 활용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

웃소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중몰입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공

공부문 아웃소싱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 즉 공공부문에서의 아웃소싱의 필요성

과 효과성, 대국민서비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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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social

support to outsourced employees in

public institutions on dual

commitmen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turnover intention.

Choi Jae You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at dual commitment stems from

plural system which outsourced employees lie between the hiring

company and the client company and to identify that how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social support affect dual

commitment(commitment to hiring company, commitment to client

company) of outsourced employees and dual commitment organizational

citizenship and transfer intention. Further aim is to en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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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citizenship and to reduce turnover intention.

The influence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social support to

outsourced employees in public institutions on dual commitmen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turnover intention.

The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324 employees engaging in

outsourcing call center of the K public institution and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is verified by frequency analysis, analysis of basic statistics,

validit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rameters.

The result of questionnaire survey represents that employees engaging in

outsourcing call center of the K public institution did not recogniz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be separated into the hiring company’s

commitment and the client company’s commitment but recognized it as a

single factor.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in the outsourced company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in the supplier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Supervisor’s support in the outsourced

company, peer’s support in the outsourced company and staff’s support in

the supplier have also significant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ddi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 and turnover intention(TI).

On the other h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in the service

company and staff’s support in the service company have a larger influence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a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supervisor’s support and peer’s support in hiring compan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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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commitment plays a role of partial mediation in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social support as

independent variabl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turnover

intention as dependent variabl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played a role of complete mediation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supervisor’s support and peer’s support in the hiring company.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following implications.

Firstly, unlike previous research,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OC) has

not been separated by the hiring company commitment(HCC) and service

company commitment(SCC)

Employees in the outsourced company from the K public institution

recogniz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one company even if employees

in the outsourced company are linked with the outsourced company and the

supplier.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itself should be improved without further

emphasis on the commitment to specific organization between the hiring

company and the service company so that it enhance the spontaneous

behavior of the members and reduce the negative attitude to leave the

organization.

Secondly, in order to enhanc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OC),

organizational support in the service company i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the hiring company. In other words, employees in the outsourced

company perceive that the supplier has larger influences on their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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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than the outsourced company.

Thirdly, in order to enh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employee’s

support in the supplier is also important to employees in outsourced

company.

Employees in the outsourced company contact with employees in the

supplier during working hours.

However, perspectives of employees’s support in the supplier remain low

level. Therefore, employees in the supplier as well as the outsourced

company and the supplier company should strive to support and be

thoughtful of employees in the outsourced company.

 
keywords :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POS), Social Support(SS),

Dual Commitment(DC),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

Turnover Intention(TI).

Student Number : 2014-23660



- 109 -

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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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의 콜센터 동료들은 나에 대해 신경을 써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콜센터 동료들은 나에게 개인적이 관심을 

가져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콜센터 동료들은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콜센터 동료들은 서로 격려하여 함께 일하

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콜센터 동료들은 내가 일을 처리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콜센터(소속회사)의 문제가 꼭 내 문제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콜센터(소속회사)에 대하여 한 가족 같은 느

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콜센터(소속회사)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애착

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이 콜센터(소속회사)는 나에게 여러 가지 개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콜센터(소속회사)에 대하여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근무하고 있는 K공단은 공단에 기여한 나의 

업적을 높게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근무하고 있는 K공단은 내 목표와 가치관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인 K공단과 그 직원에 대한 내용입

니다. 귀하가 평소 생각하시는 바를 해당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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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가 업무상 또는 곤경에 처했을 때 근무하고 

있는 K공단은 나에게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근무하고 있는 K공단은 내가 제기한 불평이나 

불만을 무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근무하고 있는 K공단은 나의 복리후생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6
근무하고 있는 K공단은 나의 의견에 깊은 관

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7
K공단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하여 고객의 전화

를 연결해주면 흔쾌히 잘 받아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K공단 직원들은 내 업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K공단 직원들은 나에게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K공단 직원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K공단 직원들은 내가 일하는데 잘 지원해준

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근무하고 있는 K공단의 문제를 나의 문

제인 것처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근무하고 있는 K공단에 대하여 한 가족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근무하고 있는 K공단에 대하여 애착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근무하고 있는 K공단은 나에게 여러 가지 개

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근무하고 있는 K공단에 대하여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도움이 필요한 동료직원들을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
필요한 경우 업무량 및 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의

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근무여건을 탓하지 않고 일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동료를 존중하여 그에게 피해가 없도록 행동하

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업무수행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귀하의 업무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가 평소 생각하시는

바를 해당하는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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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는 콜센터를 그만 둘 생각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종종 콜센터 업무가 아닌 다른 계통의 일자

리 정보를 찾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근무조건(월급, 복리후생 등)이 비슷하다

면 다른 콜센터로 옮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근무조건(월급, 복리후생 등)이 비슷하다

면 콜센터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

4.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    별 ① 남 ( ) ② 여 ( )

2 결혼여부 ① 미혼 ( ) ② 기혼 ( )

3 연    령 만 ( ) 세

4 학    력
① 고등학교 졸업 ( ) ② 전문대학 졸업    ( )

③ 대학교 졸업   ( ) ④ 대학원(이상) 졸업 ( )

5 근속년수

① 1년 미만     ( ) ② 1-2년 미만   ( )

③ 2-3년 미만   ( ) ④ 3-4년 미만   ( )

⑤ 4-5년 미만   ( ) ⑥ 5년 이상     ( )

6 이직횟수
① 전혀 없다 ( ) ② 1회 ( ) ③ 2회 ( )

④ 3회 ( ) ⑤ 4회 이상 ( )

7 직    위
① 행정운영 ( ) ②교육강사 ( ) ③ QAA ( )

④ CS 강사 ( ) ⑤상담팀장 ( ) ⑥상담사 ( )

8 근무지역
① 서울 ( ) ② 대전 ( ) ③ 광주 ( )

④ 대구 ( ) ⑤ 부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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