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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과거에는 일과 가정을 분리된 영역으로 인식하던 것이 최근에는 일과

가정의 영역은 상호작용하여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조직차원에서 지원 할 경우 구성원의 조직

몰입은 높아진다.

일과 가정이 조화와 공존의 영역이 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감에

따라 직장 내 사내결혼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이전과 맞물려 사내결혼 증가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의 사내결혼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근무 관

계는 그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과 동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K공사를 중심으로 사내결혼 여부에 따라 이것

이 기혼자들의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를 토대로 사내결혼과 관련하여 조직몰입을 촉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내결혼

여부를 독립변수로,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K공사에 재직

중인 사내부부와 사내부부가 아닌 일반 맞벌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총 248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하여 SPSS 22.0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

며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내결

혼 집단이 비 사내결혼 집단에 비하여 조직몰입이 높았고, 남성이 여

성에 비하여 조직몰입이 높았다.

주말 부부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조직몰입이 높았으며 결혼

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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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많을수록, 급여가 많을수록, 재직기간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사내결혼 여부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사내결혼을 한 남성은 정서몰입과

규범몰입에서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내결혼을 한

남성, 여성 모두는 규범몰입과 정(+)의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 1. 사내결혼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와 가설 2. 사내결혼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의 경우 더 긍정적

일 것이다. 는 조직몰입의 하위영역에 따라 일부는 채택되고 일부는 기각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기관에서

사내결혼의 비율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사내결혼이 조직몰

입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따라 사내결혼을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조직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다.

사내결혼의 경우 서로가 동등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입장으로 지지 수

준이 높고 이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조직몰입이 높아지게 되므로,

조직은 직원의 가정생활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문화를 통하여 인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내부부들은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라 이전한 지방에서 실제로 정주해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것이 사실

이다. 조직 차원에서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 내 사내결혼 대상

자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성별 차이를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적 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주요어 : 사내결혼, 결혼, 조직몰입, 공기업

학 번 : 2014-2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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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직장 내 조직 문화가 수평적,

개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내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공기관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이 2013년을 기준으로 총 공무원 중 부부공무원이 차지

하는 비율은 22.1%이며 5년 전에 비하여 12.2%나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부공무원의 증가는 공무원 사회에서 여성의 분포 비율이 늘어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공직사회의 인적교재의 패쇄적, 보수적 특성으로

인하여 결혼적령기의 공무원들이 외부 세계와 이성교제 기회가 부족하게

되고 이것이 동일 기관 내에서 부부공무원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김진동, 2014).

공공기관의 경우도 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공기관의 여직원 비

율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사내결혼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공공

기관의 지방이전과 맞물려 이는 자연스럽게 미혼 직원들이 조직 내 이성

교제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어 공기업의 사내결혼 증가현상은 향후

에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부부공무원 증가현황

(단위/명)

구분
2008년 2013년

증가율(%)
총원 부부공무원(%) 총원 부부공무원(%)

합계 890,415 87,735(9.9) 903,148 199,877(22.1) 12.2

※ 안전행정부 공무원 총 조사 보고서 「부양가족 및 배우자공무원 현황」

김진동(2014)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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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조직 내에서 사내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고 사내결혼을 금지하거나 경영위기가 닥칠 때 부부직원을 해고나

권고사직의 우선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공기업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의 특성상 부부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일과 사생활의 범위가

모호해 지고 동료나 상사 등 주변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내결혼을 금기시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일과 가정을 분리된 영역으로 인식하던 것이 최근에는 일과 가

정의 영역은 상호작용하여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Clark, 2001; Byron, 2005; Michel et al., 2011)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조직차원에서 지원 할 경우 구성원은 일에 집중 할 수 있어 구성원

들의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한다(진종순 김기형, 2013).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조직은

조직의 외적 요인을 무시한 채 직무성과를 높이 다든지, 환경 변화에 대

처한다는 개념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에는 부부 의사소통이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키며 사회 및 직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조직은 관

심을 모으고 있다(이현주, 2008).

사내부부는 조직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멘토, 동료, 상사의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둘의 관계는 조직생활에 있어 친밀감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심리

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대상 간의 관계의 깊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밀함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직장 생활에 있어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노경혜 최혜경, 2008).

또한 조직 내에서 비공식적 멘토링 기능이 조직몰입과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에 있고(신규희․이종학․이수범, 2010) 비슷한 맥락에서 네트워킹

도 멘토링과 마찬가지로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임희정, 2009; 김현성 박세영, 2011). 조직 구성원은 내부 네트

워킹을 통해 조직 내부에서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자아감과 수용감을 느끼게

되어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Morrison, 2002).

전만권(2014)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몰입과 직무관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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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동료의 지지를 많이 받거나, 생활의

고민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있는 경우와 같이 사회적지지

요인이 높으면 직무몰입과 직무관여가 높게 나타난다. 배우자의 지원이

직장과 가정생활의 갈등을 줄여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여

러 연구(정수인, 2006; 이화용, 2012)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황호영 최영

균 김영구(2005)의 연구에서는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문화권의

경우 동료에 대한 신뢰는 조직몰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숙련된 인력확보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조직이 가정의 문제를

단지 개인의 문제로 국한 할 경우 조직 측면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손실을

초래하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서

비스와 정책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부부 사이는 어떠한 대인관계보다 밀접한 관계로 정립되며 부부 간 갈

등은 직장에서의 직무 불만족, 낮은 조직몰입을 야기하고 이러한 현상으

로 인해 조직은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하

므로(Mowday, Porter, & Steers, 1992) 공공기관 내 사내결혼의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들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부부 직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회사 내 인사

배치상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고, 사내부부를 위한 정책적 배려 또한 요

청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의 부부 직원의 경우

동일지역에서 근무 하여 인사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전기관 차원에

서 적극 배려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국토교통부 지원정책과-1589호,

2014.10.20.).

공공기관의 사내결혼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근무 관계는 그

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과 동료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K공사를 중심으로 사내결혼이 기혼자들의 조직몰입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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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성별에 따른 사내결혼

여부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를 토대로 사내결혼과 관련하여 조직몰입을 촉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며 이를 조직 차원의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으로 이루어져 전국적인 조직인

K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K공사에 재직 중인 사내부부와 사내부부

가 아닌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사내부부와 조건을 최대한 동등하게

맞추기 위하여 일반 직원은 기혼자 중에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직원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내결혼과 조직몰입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으

로서 조직몰입의 개념,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등을 선행 연구

를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가설을 설정한 후 K공사

에 재직 중인 사내부부와 사내부부가 아닌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

을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도 및 태도 측정을 위해서 조직

몰입 관련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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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제 1 절 조직몰입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조직몰입의 정의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요소이며, 조직 구성원의 이직률, 조직 만족도 등 구성원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써 인식되어 왔으며, 조직에 더욱 몰입하는

조직원일수록 창의성이나 혁신성 등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차

적인 역할행동(extra-role behavior)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Katz & Kahn, 1978).

조직몰입이 높은 구성원은 직무에 더 열성적이며, 낮은 이직률을 보

이고, 몰입한 개인은 소속 조직의 다양한 요구와 영향력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조직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조경호, 1997). 이와

같은 조직몰입의 중요성으로 인해 조직몰입은 1960년대부터 경제학 분

야, 조직학 분야, 심리학 분야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과 연구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정의되어 왔다.

Mark & Silmon(1958)은 개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동기로 보았고, Becker(1960)는 조직

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동안 축척된 부수적 추자에서 오는 조직보상

에 따른 일관된 행위의 연속선상을 지속하려는 현상으로 정의하였고

Mowday(1979),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믿음과 수용, 조직을

위해 노력하려는 자발적 의지, 조직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려는 강한 욕구

로 정의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조직몰입에 대한 학자들과 연구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조직몰입은 그 조직에 속한 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신뢰와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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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으로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조직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려는

욕구로 정의할 수 있다.

[표 2-1] 조직몰입의 정의

연 구 자 정 의

Mark & Silmon(1958)
개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동기

Becker(1960)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동안 축척된 부수적 투자에서

오는 조직보상에 따른 일관된 행위의 연속선상을 지속하려는

현상

Hall et. al.(1970)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통합되거나 조화되는 것

Sheldon(1971) 개인을 조직과 연결시키는 구성원의 동일성(identity) 태도

Buchanan(1974)

일체감(Identification), 관여도(involvement), 충성심

(loyalty)을 포함하며 개인이 조직에 대하여 갖는 감정적

애착

Mowday(1979)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믿음과 수용, 조직을 위해

노력하려는 자발적 의지, 조직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려는

강한 욕구

Rainey(1991)

조직구성원이 소속 조직에 대해 가지는 충성심을 의미하며,

애착을 가짐으로써 그 조직에 남아 있고 싶어 조직을 위해

더 노력하려 하는 심리적 상태

Wagner & Hollenbeck

(1992)
개인이 조직에서 최선을 다하고 조직에 남으려는 의지

이동철(2012)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대

하여 얼마나 동일시하며, 그 조직에 얼마나 헌신하고자 하

는가 하는 정도

박경미(2012)
구성원이 자기가 속해있는 조직과 동일시하고 조직에 관여

하며, 그 조직에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조직구성원의 의향

※ 최낙범(2013)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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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몰입의 유형 및 측정

해외에서 지난 50여 년간 연구들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전 조직몰입을

일차원적인 개념으로 본 시기와 1980년대 이후 조직몰입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이목화 문형구, 2014).

첫 번째 시기는 조직몰입을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연금, 휴가 등과 같은 손해로 인해 조직에 몰입하고 근무

기간 동안 축척된 조직보상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에 남게 된다는 것

(Becker, 1960)으로 몰입이 이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정리하고

있다. Mowday(1979)는 몰입을 조직에 대한 직원의 동일시와 관여의 상

대적 강도로 정의하고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

측정도구를 제기하였다. Morrow(1983)는 Facet Design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기존의 업무몰입 개념들을 분해한 후 가치(value), 직무(job),

조직(organization), 노조(union)와 같은 업무초점영역을 갖는 개념으로서

재 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O'Reily & Chatman(1986)은 몰입을 심리적 애착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심리적 애착의 기반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주장했다. 그들은

심리적 애착의 기반에 따라 조직몰입의 차원을 구분하였으며, 차원에 따른

결과 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몰입을 본격적으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본 시기로

Meyer & Allen(1990)은 조직몰입을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감정적인 애착,

동일시, 관여를 의미하는 정서몰입, 조직구성원이 조직을 떠나는데 수반

되는 비용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근속몰입,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남아야

겠다고 느끼는 도덕적 의무감을 의미하는 규범몰입의 세 가지 구성요소

로 정의하였고, 조직몰입의 3요인을 개념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물론 여러 학자들에 의해 Meyer & Allen(1990)의 조직몰입의 개념과

측정도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Jaros(1997)의 연구

에서 규범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 사이에 상관관계와 개념적 중복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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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지적하고 있다. Jaros(1997)는 규범적 몰입이 애착과 관련된 감정의

특별한 유형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적 애착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서적 몰입을 나타내는 일반적 감정

상태 안에서 규범적 몰입을 나타내는 특정한 느낌이 포함되기 때문이라

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개념 중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몰

입의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현재의 측정도구에 대한 개선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Meyer & Allen(1990)이 조직몰입의

다차원 개념을 제시한 후 28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직몰입 연구에서 중요

한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조직몰입과 관련한 국내연구 264편에 사용된 측정도구를 분석해 보면,

Mowday, Steers, & Porter(1979)에 의한 OCQ 도구가 전체 대비 32.1%

인 85편의 연구에 사용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는 Allen & Meyer(1990)의 3요인 측정도구가 전체 연구 264편중 30.7%

인 81편의 연구에 사용되었다(이목화 문형구, 2014).

일차원과 다차원 측정도구의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측정 도구를 국내

연구에서 사용한 빈도를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11년 이후에 Allen &

Meyer의 3요인 측정도구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Allen & Meyer의 3요인 측정도구는 해외에서 규범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 사이에 상관관계와 개념적 중복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최근

들어 국내연구에서 그 사용이 빈번하게 한 것으로 보아 조직몰입을 일차

원보다는 다차원적인 개념에 맞는 측정도구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Allen & Meyer 의 조직몰입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정서몰입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하여 정서적인 애착을 가지

고 조직과의 일체감을 갖는 것을 말한다. Allen & Meyer(1990)는 정서

적 몰입이 강하면 조직에 남으려는 의지가 강하게 되어 조직에 남게 된

다고 하였다. 즉 정서몰입이 강한 조직 구성원은 조직에 대한 감정적 유

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조직의 목표에 대한 일체를 통해 조직에 남아 있

으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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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근속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에 물질적, 정신

적 투자가 많아지고, 조직에 남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증가하거나

반대로 조직을 떠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클 때 조직에 몰입하게 된다

는 것이다. 정서몰입이 조직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을 갖는 것에 대한

몰입이라면 근속몰입은 조직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이해득실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제적 몰입으로서 비자발적 몰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규범몰입은 조직에 대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의무를 성

심성의껏 수행해야한다는 내적 가치관과 신념에서 나온 것으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에서 받은 각종 혜택에 대하여 보답을 해야 한다는 도

덕적 의무감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는 조직 구성원이 재직 중에 승진이나

회사가 주는 혜택과는 별개로 회사에 계속하여 재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하는 몰입의 유형이다.

제 2 절 선행 연구의 검토

1. 조직몰입에 관한 선행 연구

조직몰입을 결정하는 연구는 현재까지 꾸준하게 수행되어 왔고 다른

선행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가 지향하는 연구 분석 모델을 위한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보다 자세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다고 판단된 가족, 가정, 부부, 맞벌이, 결혼만족도 등

선행변수와 직장과의 관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사내결혼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 검토에

있어서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인 가족, 가정, 부부, 맞벌이,

결혼 만족도 등은 기본적으로 결혼 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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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독신자에 대한 조직몰입에 대한 선행연구는 배제하였고 결혼생활과

연계된 연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일과 가족에 관한 선행연구는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 추원준 외(2014)는

일과 생활의 균형과 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일과 가족 균형은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그 중 내재적 동기는 정서몰입과 규범몰입에 정(+)의 영향, 외재적 동

기는 정서몰입과 근속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현규 박성민(2014)은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이 개인의 직무에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여 살펴보았

는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유형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 정책 제공과

조직몰입, 직무 및 생활만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조

직몰입이 높은 사람들은 해당 조직에서 시행하는 친 가족 정책에 더 긍

정적으로 반응하고 효과 역시 극대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현정(2013)은 호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가족 문화, 일-가족 균

형과 조직몰입의 구조적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일과 가족 문화 요

인 중에서 ‘불이익 최소화’가 정서 조직몰입과 정(+)의 영향 관계에 있으

며 정서 조직몰입의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차후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친화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은영(2009)은 일과 가정과의 과계가 여성 근로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일과 가정의 조화는 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 지원제도

는 조직몰입과의 조절 효과가 없었으나 비 업무지원인 상사, 동료, 가족

등의 지원 효과는 조직몰입에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현주(2008)는 사무직 남성의 부부 의사소통과 조직몰입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부부 상호간 이해와 수용으로 안정된 가족 분위기

가 형성된 사무직 남성들은 조직몰입에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조정인(2007)은 맞벌이 부부와 비 맞벌이 부부의 성취동기가 조직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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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

편과 부인 상대방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자신의 조직몰입과 긍정적

안녕감이 높았다.

나현민 하태수(2014)는 수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족상황과 개인특

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결과는 정서몰입, 규범몰입과 여성은 부(-)의 영향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낮은 직급에 분포하고 있으며 단순 민원

업무 등 난이도가 적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의무감과 책임감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윤정(2004)은 가정과 관련된 변인 중에서 결혼만족도와 조직몰입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여성 집단보다 남성 집단에서 결혼만족도와 조직몰

입의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김현영(2013)은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정서몰입,

근속몰입 모두에서 몰입도가 높았으나 그 차이는 근소하였다. 또한 직급이

높아질수록 정서몰입이 높게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재직기간이

오래될수록 근속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가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맞벌이 남성과, 외벌이 남성의 경우

정서몰입과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원·홍혜영(2011)은 가족 친화적 조직분위기, 직장-가정갈등과 심리

적 안녕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직장-가정갈등과

조직몰입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

감과 조직몰입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

장인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데 있어, 조직과 가정에서의 지

원으로 직장인들이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고 조직몰입을 향상 시킬 수 있

음을 제안하고 있다.

기혼 남녀 근로자의 결혼만족도와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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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행·김윤정·오세진, 2005)에서 결혼만족도는 조직몰입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조직몰입 중 정서몰입과 규범몰입에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결혼만족도와 조직몰입은 남성에게서 그 상

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2. 조직몰입과 성별에 관련한 선행 연구

조직몰입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검토 이외에 본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조직몰입과 성별에 관련한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았다.

성별에 대하여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조직몰입에 더 강하다는 연구결과

(Wahn, 1998)와 반대로 남성이 여성보다 강한 조직몰입을 보인다는 연

구(Schwartz, 1994)가 있으며, 성별의 차이는 조직몰입과 유의미한 관계

가 없다는 연구(Meyer& Allen, 1990; Zeffane, 1994)도 있다. 남성이 한

가정을 책임지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여성의 조직몰입이 더 크

다는 주장은 여성이 남성중심의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남성보다 더

큰 노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직에 대한 몰입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스라엘의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험적

조사를 실시한 Yishal et al.(1997)의 연구에서는 일에 대한 몰입도를 살

펴 본 결과 남녀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박천오․김상묵․강

제상, 2000).

외국의 경우 민간부문 종사자들의 성별과 조직몰입에 대한 비교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강한 조직몰입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Grusky, 1966;

Alvi & Ahmed, 1987)와 남성이 여성보다 강한 조직몰입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Viscusi, 1980; Gerson, 1985; Schwartz, 1989)가 공존하고 있으며,

조직몰입에 성별 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여성이 남성보다 조직몰입이 높다고 주

장하는 학자로는 Aranya, Talma & Summers 등이 있으며, 이는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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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남성보다 어렵고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조직에 대한 집착성이 남성보다 크기 때문에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Grusky(1966)는 여성이 채용단계에서 남성보다 훨씬 더 불리한 상황

에 처하기 때문에, 일단 직장을 갖게 되면 남성보다 더욱 강한 조직몰입

도를 보인다고 하며, Mathieu & Zajac(1990)도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조

직몰입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박천오․김상묵․강제상, 2000).

이와는 반대로 남성이 여성보다 조직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

구결과도 있다. 성별이 조직몰입과 직무관, 역할갈등, 직무태도와 관계에서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를 밝히기 위해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조직몰입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밝

혀졌다. 이는 남성이 직무 및 조직구조상으로 여성에 비하여 유리한 조

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 조직몰입 면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통계학적으로 다양한 여러 변수 중

성별이라는 변수가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Viscusi(1980)와 Gerson(1985) 등도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가

져야 하는 여성들은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몰입도가 낮다고 보았다. 여성

은 육아로 인해 직장을 떠나는 경향이 높으며, 여성에게는 가정이 대안

이 될 수 있지만 남성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박천오․김상묵․강제

상, 2000).

그런가 하면 Mathieu & Zajac(1990)은 조직몰입의 연구문헌을 메타

분석한 결과 그 차이는 작지만 여성이 더 몰입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

났고 Aven et al.(1993)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감정몰입에 성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천오․김상묵․강제상, 2000).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메타분석에 어떤 연구를 포함(정서몰입, 근속

몰입) 시키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몰입의 차원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허만용, 1999).

예를 들어 여성이 고용 시 차별(Aven et al., 1993) 받거나, 승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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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등에서의 각종 차별(Frieze et al., 1990)을 받는다고 가정 할 때 이

러한 성차별을 경험할수록 이직이나 퇴직과 관련하여 이를 고려할 때

“근속몰입”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도 여성은

취업가능성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근속몰입은 높을 것이다. 또 입사

후 승진, 보수 등에서 성차별을 경험한다면 남성보다 정서몰입은 낮을

것이고, 이에 비하여 근속몰입은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성별 간의차이를 연구할 때 정서몰입과 근속몰입을 분리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Wahn(1998)은 캐나다를 대상으로 조직몰입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하여 Allen & Meyer(1990)의 척도를 사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인력관리 전문가들의 근속몰입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의

근속몰입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회귀분석 결과 성별과 근속몰입

간의 긍정적 인과관계를 입증하였다(박천오․김상묵․강제상, 2000).

기혼 남녀 근로자의 결혼만족도와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이요행·김윤정·오세진, 2005)에서 성차의 유무 검증 결과 남녀 간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남자집단에서 결혼만족도와 조직몰입의 상

관이 더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에 따라

여자에게 있어 직장의 개념이 남성과 같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가정의

유지가 더 중요한 가치를 갖기 때문으로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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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조직몰입에 대한 성별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성별 차이 연구자 연구결과

남>여

Schwartz(1989)
여성은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가져야하기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조직몰입 낮음

Gerson(1985)

여성은 육아로 인하여 직장을 떠나는 경향이

높으며 가정이 대안이 되므로, 여성의 조직몰입

낮음

Bailyn(2006)

여성은 전통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에 대한 책임

때문에 가정과 조직 간의 조화를 추구하려 하

나 이것이 여성에게 압력으로 작용하여 조직

몰입 낮음

전소연(2006)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몰입의 성별차

이 분석

- 조직몰입 : 남성>여성

- 정서몰입, 규범몰입 : 남성>여성

- 근속몰입 : 남성=여성

남<여

Wahn(1989)
539명 남, 여 인적자원 전문가 대상 분석

- 조직몰입 : 여성>남성

Mathieu&

Zajac(1990)

여성은 남성에 비해 채용에 있어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직장 가진 여성은 강한

조직몰입 보임

박천오 외

(2000)

지방정부 공무원 238명 대상 분석

- 정서몰입 :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 응답

남=여

Zeffane(1994)
성별과 조직몰입 간 관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미성 나타나지 않음

권경득(2005)
중앙정부 공무원 491명 대상으로 분석, 성별 간

통계적 유의미성 나타나지 않음

※ 이인선(2009)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 16 -

제3장 연구 모형의 설계

제 1 절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사내결혼과 조직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

이다. 첫째, 인구통계학적인 통제 변수에 따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성별에 따른 사내결혼

여부가 기혼자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사내결혼 여부로 설정하여 사내결혼을 한

남성, 사내결혼을 한 여성, 사내결혼을 하지 않은 일반 기혼 자 중에 맞

벌이를 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조직

몰입은 Allen과 Meyer(1990)의 이론에 따라 정서몰입, 근속몰입, 규범몰

입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사내결혼 여부 이외에 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주말부부 여부, 결혼기간, 연령, 자녀의 수 및 자녀의 연령, 급여 수준,

근무지, 재직 기간, 직급과 같은 여러 가지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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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사내결혼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독 립 변 수 종 속 변 수

사내결혼 여부

성별

조직몰입

정서몰입

근속몰입

규범몰입

통 제 변 수

주말 부부 여부

결혼 기간

연령

자녀의 수 및 자녀의 연령

급여 수준

근무지(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재직 기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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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사내결혼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사내결혼은 정서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사내결혼은 근속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사내결혼은 규범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내결혼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의 경우 더

긍정적일 것이다.

2-1. 사내결혼이 정서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의 경우 더

긍정적일 것이다.

2-2. 사내결혼이 근속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의 경우 더

긍정적일 것이다.

2-3. 사내결혼이 규범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의 경우 더

긍정적일 것이다.

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내결혼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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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설명할 때 먼저 추상적인 의미를 밝히는 개념이

있으며, 그 사물이나 현상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정의, 그리고 사물

이나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조작적 정의가 있을 수

있다. 개념이 조작적 정의의 수준까지 구체화될 때 비로소 통계적 분석

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1. 조직몰입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제시하였다. 조직몰입은 조직구

성원이 자신이 일하는 조직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그 조직에 헌신하고자

하는가 하는 정도를 말한다. 조직몰입도가 높은 구성원은 직무를 열심히

하고 이직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

조직몰입은 근속연수와 같은 개인적 요인과, 조직 내 의사결정의 참여

정도 및 직장의 안정성과 같은 조직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조직

몰입은 동료직원들이 자신의 직장에 대한 애사심과 소속감 정도, 조직수

행에 대한 각오의 정도, 조직의 성공과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 그리

고 목표에 대한 숙지 등을 측정하고 있다.

조직몰입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Allen & Meyer(1990)의 다차원으로 보

는 척도가 대표적이다. Allen & Meyer(1990)는 조직몰입을 정서몰입, 근

속몰입, 규범몰입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이

척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정서몰입의 구성요소는 가족

애, 소속감, 정서적 애착으로 근속몰입의 구성요소는 이직 시 곤란한 정

도, 생계유지 목적, 직장에서의 혜택을 사용하였으며 규범몰입의 구성요

소는 일할 만한 가치, 직장에 남아야 할 의무감, 자긍심, 이직에 대한 미

안함을 사용하고 Likert의 5점 척도로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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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설문의 구성 및 분석방법

1. 설문의 구성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조사방법을 택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몰입(정서몰입, 근속몰입, 규범몰입)을 측

정하기 위한 11개의 문항과 통제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Likert의 측정법을 사용하여 연구모형 분석의 오류를 줄여

설문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조직몰입의 경우에는 Allen &

Meyer(1990)의 척도를 바탕으로 하였고, 선행 연구(최낙범, 2013)를 통해서

검증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표 3-1] 설문지 구성

구분 설문내용 설문문항

독립변수
사내결혼 여부 12

성별 13

종속변수

조직몰입(정서몰입) 1, 2, 3, 4

조직몰입(근속몰입) 5, 6, 7

조직몰입(규범몰입) 8, 9, 10, 11

통제변수

주말 부부 여부 14

결혼 기간 15

연령 16

자녀의 수 17

자녀의 연령 18

급여 수준 19

근무지 20

재직 기간 21

직급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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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K공사의 사내부부와 사내부부가 아닌 기혼자 중 맞벌이 직

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측정 시 조직 문화 등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자 K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 하였다. 설문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전자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 K공사에 재직 중인 모든 사내부부

19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그 중 124명이 설문에 참여 하였고,

남녀는 각 62명씩 그 비율이 동등하였다.

사내부부가 아닌 일반 대상은 기혼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고 기혼자

중에서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K공사에 재직 중인 전 직원 중에 1,000명을 단순무작위 표본추출의

방식으로 추출하여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155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사내부부 124명과 표본의 수를 동등하게하기 위하여 설문

에 응답한 비 사내결혼 대상자 155명중 남녀를 각 62명씩, 총 124명을 단

순 무작위 표본추출의 방식으로 추출하여 총 248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설문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SPSS 22.0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진행 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유의수준

p<.10, p<.05, p<.01에서 검증하였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frequency)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조직몰입 측정도구의 타당성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의 주성분분석과 직각요인회전인 배리맥스(Varimax) 방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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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고,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은 t-test, 세 집단 이상 비교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세 집단 이상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을 경우 집단 간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등분산 가정

시(Levene’s test, p<.05) Scheffe’s post-Hoc, 등분산 가정 되지 않을

시(Levene’s test, p>.05) Dunnett T3 post-Hoc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내결혼 여부, 성별, 그 외 통제변인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사내결혼 여부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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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K공사 재직자 중 기혼자 248명의 일반적인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1]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본 연구는 사내결혼 여부와 성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는 것으로 사내결혼 여부와 성별은 각각 50% 씩 표집 하였고, 그

외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40대가 56.9%, 30대 31.0%, 50대 12.1% 순으

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20대가 한명으로 나타나 30대로 포함시켜 분

석하였다.

다음 결혼 생활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33.1%가 주말부부였으며, 결혼

기간은 11-20년이 42.7%로 가장 많고, 다음 6-10년 21.4%, 20년 이상

16.9%, 5년 이하 19.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는 2명과 1명인 경우가 각각 53.6%, 33.1%로 가장 많았고, 가

장 어린 자녀의 연령은 11-15세(29.0%), 5세 이하(27.8%), 6-10세(18.5%)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관련한 특성을 살펴보면 급여수준은 251-350만원 34.3%,

351-450만원이 각각 34.3%, 31.9%로 가장 많았고, 근무지역은 본사 근무

자 27.0%, 지역본부 23.0%, 지사 34.7%, 기타 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직기간은 11-20년이 52.4%로 가장 많았고 다음 20년 이상

(21.8%), 6-10년(19.0%), 5년 이하(6.9%)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급은 1급은 없었고, 4-5급 34.7%, 6급 이하 29.8%, 3급 27.8%, 2급

7.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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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특 성 N % 특 성 N %

사내결혼

여부

사내결혼 124 50.0

연령

30대(20대1명포함) 77 31.0

사내결혼 아님 124 50.0 40대 141 56.9

성별
남자 124 50.0 50대 30 12.1

여자 124 50.0

급여수준

250만원 이하 40 16.1

주말부부

여부

주말부부임 82 33.1 251만원-350만원 85 34.3

주말부부 아님 166 66.9 351만원-450만원 79 31.9

결혼기간

5년 이하 47 19.0 451만원 이상 44 17.7

6년-10년 53 21.4

근무지역

본사 67 27.0

11년-20년 106 42.7 지역본부 57 23.0

20년 이상 42 16.9 지사 86 34.7

자녀수

자녀 없음 14 5.6 기타 38 15.3

1명 82 33.1

재직기간

5년 이하 17 6.9

2명 133 53.6 6년-10년 47 19.0

3명이상 19 7.7 11년-20년 130 52.4

자녀연령

해당사항 없음 14 5.6 20년 이상 54 21.8

5세 이하 69 27.8

직급

6급 이하 74 29.8

6세-10세 46 18.5 4-5급 86 34.7

11세-15세 72 29.0 3급 69 27.8

16세-20세 30 12.1 2급 19 7.7

21세 이상 17 6.9 1급 - -

합계 248 100.0 합계 2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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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사내결혼 여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구분
사내결혼 비사내결혼

N % N %

성별
남자 62 50.0 62 50.0
여자 62 50.0 62 50.0

주말부부

여부

주말부부임 58 46.8 24 19.4

주말부부 아님 66 53.2 100 80.6

결혼기간

5년 이하 33 26.6 14 11.3
6년-10년 24 19.4 29 23.4
11년-20년 54 43.5 52 41.9

20년 이상 13 10.5 29 23.4

자녀수

자녀 없음 6 4.8 8 6.5
1명 50 40.3 32 25.8

2명 59 47.6 74 59.7

3명이상 9 7.3 10 8.1

자녀연령

해당사항 없음 6 4.8 8 6.5
5세 이하 39 31.5 30 24.2

6세-10세 22 17.7 24 19.4
11세-15세 37 29.8 35 28.2
16세-20세 16 12.9 14 11.3

21세 이상 4 3.2 13 10.5

연령

30대(20대1명 포함) 46 37.1 31 25.0
40대 68 54.8 73 58.9
50대 10 8.1 20 16.1

급여수준

250만원이하 16 12.9 24 19.4
251만원-350만원 46 37.1 39 31.5
351만원-450만원 45 36.3 34 27.4

451만원 이상 17 13.7 27 21.8

근무지

본사 46 37.1 21 16.9
지역본부 34 27.4 23 18.5

지사 30 24.2 56 45.2

기타 14 11.3 24 19.4

재직기간

5년 이하 9 7.3 8 6.5
6년-10년 24 19.4 23 18.5

11년-20년 77 62.1 53 42.7
20년 이상 14 11.3 40 32.3

직급

6급 이하 26 21.0 48 38.7

4-5급 45 36.3 41 33.1

3급 45 36.3 24 19.4
2급 8 6.5 11 8.9



- 26 -

제 2 절 평가도구의 검증 및 기술통계

1.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조직몰입 측정도구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각요인회전 방식의

배리맥스(Varimax) 방식을 통해 주성분분석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 각 항목의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해 내적일관성을 알아보았다.

[표 4-3] 조직몰입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조직몰입 요인
요인분석 신뢰도

1 2 3 Cronbach's α

정서
몰입

3 소속감 .873 .172 .281

.916
4 정서 애착 .830 .118 .402

1 정년까지 직장근무 .830 .190 .047

2 가족애 .799 .140 .380

근속
몰입

6 생계유지 목적 -.076 .853 .131

.7655 이직 시 곤란한 정도 .264 .815 .197

7 직장에서의 혜택 .335 .726 -.022

규범
몰입

11 조직에 대한 미안함 .210 .139 .885
.716

10 공익실현 자긍심 .481 .123 .693

고유값(eigen value) 3.242 2.053 1.708

분산% 36.017 22.814 18.974

누적분산% 36.017 58.831 77.805

KMO/Bartlett
검정

Kaiser-Meyer-Olkin
표본적합도

.865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p)

1345.5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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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과 같이 요인분석 실시결과 표본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Measure)의 표본적절성은 .865(기준 0.6이상)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에서도 구형성 검증치 χ2=1345.567

로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적합한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측정항목들의 요인분석 결과는 고유치(eigen value) 1이상, 요인

적재치 0.500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

요인과 적절히 묶이지 않는 8, 9번 문항을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세 개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전체 누적 분산 77.805%로

전체 약 78%의 설명력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인1은 고유값 3.242, 분산 36.017%로 직장에 대한 애착, 관여를

의미하는 ‘정서몰입’ 문항으로 묶였고, 요인2는 고유값 2.053, 분산

22.814%로 직장에 대한 경제적인 몰입을 의미하는 ‘근속몰입’ 문항으로

묶였다. 마지막 요인3은 고유값 1.708, 분산 18.974%로 직장에 대한 도덕

적 의무감과 관련한 문항으로 묶여 ‘규범몰입’으로 명명되었다.



- 28 -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두 집단 비교는 독립표본 t-검정, 세 집단 비교는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집단 이상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을 경우 집단 간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Scheffe, Dunnett T3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1) 사내결혼 여부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사내결혼 여부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4]와 같이

세 개 요인 모두에서 사내결혼 집단이 비 사내결혼 집단 보다 높은 조직

몰입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 사내결혼 여부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사내결혼 여부 N M SD t p

조직
몰입

정서몰입

사내결혼 124 3.97 .929

1.683* .094

비사내결혼 124 3.77 .882

근속몰입

사내결혼 124 4.09 .831

1.701* .090

비사내결혼 124 3.92 .735

규범몰입

사내결혼 124 3.84 .925

3.902*** .000

비사내결혼 124 3.40 .847

*p<.1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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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규범몰입이 사내결혼 그룹 3.84점, 비 사내결혼 3.40점으로 검정통

계량 t=3.902(p<.001)으로 가장 큰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다음 근속몰입

(t=1.701, p<.10), 정서몰입(t=1.683, p<.10)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성별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성별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는 [표 4-5]와 같이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조직몰입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우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표 4-5] 성별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성별 N M SD t p

조직
몰입

정서몰입
남자 124 4.14 .802

4.813*** .000
여자 124 3.60 .934

근속몰입
남자 124 4.16 .704

3.148*** .002
여자 124 3.85 .837

규범몰입
남자 124 3.79 .863

2.933*** .004
여자 124 3.46 .933

***p<.01

즉, 정서몰입에서 남성이 4.14점으로 여성의 3.60점 보다 높게 나타나

검정통계량 t=4.813(p<.01)으로 가장 큰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다음 근속

몰입(t=3.148, p<.01), 규범몰입(t=2.933, p<.01)순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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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말부부 여부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주말부부 여부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6]과 같이

전반적으로 주말부부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 보다 조직몰입의 하위

세 개 영역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정서몰입과 규범몰입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규범몰입에서는 주말부부가

3.82점 비 주말부부가 3.5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t=2.377, p<.05), 다음 정서몰입에서도 주말부부가 4.01점으로 비 주말부

부의 3.80점 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1.676, p<.10).

2014년 하반기에 지방이전을 한 K공사의 특성 상 현재 주말부부가 차

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주말부부가 조직몰입이 높은

것은 주중에는 가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고 조직에 몰입

할 수 있는 상대적인 여건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4-6] 주말부부 여부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주말부부 여부 N M SD t p

조직
몰입

정서몰입

주말부부 82 4.01 .878

1.676* .095

비주말부부 166 3.80 .920

근속몰입

주말부부 82 4.06 .756

.781 .436

비주말부부 166 3.97 .803

규범몰입

주말부부 82 3.82 .954

2.377** .018

비주말부부 166 3.53 .878

*p<.1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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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기간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결혼기간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7]와 같이 전반적

으로 11년 이상의 결혼기간이 긴 집단이 조직몰입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정서몰입에서 20년 이상의 집단이 4.1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

11-20년(3.92점), 5년 이하(3.74점), 6-10년(3.68점)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2.347, p<.10), 따라서 Dunnett T3 사후검정(Levene

test=5.599, p<.01, 등분산 가정되지 않음)을 살펴보면 6-10년의 결혼기간

집단과 20년 이상의 결혼기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7] 결혼기간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결혼기간 N M SD F p 사후검정

조직
몰입

정서
몰입

5년 이하(a) 47 3.74 .892

2.347* .073 b<d†
6년-10년(b) 53 3.68 .803

11년-20년(c) 106 3.92 1.039

20년 이상(d) 42 4.13 .600

근속
몰입

5년 이하 47 3.78 .899

1.782 .151
6년-10년 53 4.01 .738

11년-20년 106 4.10 .745

20년 이상 42 4.00 .796

규범
몰입

5년 이하 47 3.49 1.003

.523 .667
6년-10년 53 3.64 .846

11년-20년 106 3.63 .972

20년 이상 42 3.73 .726

*p<.10, †: Dunnett 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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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령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연령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8]와 같이 전반적으로

조직몰입의 하위 세 영역 모두에서 50대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몰입과 규범몰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정서몰입의 경우 50대가 4.2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 40대(3.90점),

30대(3.66점)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4.936, p<.01),

Dunnett T3 사후검정(Levene test=5.217, p<.01, 등분산 가정되지 않음)

을 살펴보면 50대가 30대, 40대와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규범몰입에서도 50대가 3.9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 40대와

30대가 각각 3.60점, 3.53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2.634, p<.10). Dunnett T3 사후검정(Levene test=4.098, p<.05, 등분

산 가정되지 않음)을 살펴보면 50대가 30대, 40대와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연령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연령 N M SD F p 사후검정

조직
몰입

정서
몰입

30대(a) 77 3.66 .996

4.936*** .008 a,b<c†40대(b) 141 3.90 .882

50대(c) 30 4.25 .640

근속
몰입

30대 77 3.94 .821

2.018 .13540대 141 3.98 .787

50대 30 4.27 .657

규범
몰입

30대(a) 77 3.53 1.035

2.634* .074 a,b<c†40대(b) 141 3.60 .869

50대(c) 30 3.97 .694

*p<.10, ***p<.01 †: Dunnett T3 post-H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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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녀수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자녀수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9]와 같이 전반적으

로 자녀가 없는 그룹이 조직몰입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4-9] 자녀수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자녀수 N M SD F p

조직
몰입

정서몰입

자녀 없음 14 3.98 .869

.368 .776
1명 82 3.80 .862

2명 133 3.89 .957

3명이상 19 3.99 .831

근속몰입

자녀 없음 14 4.19 .407

1.492 .217
1명 82 3.86 .875

2명 133 4.06 .730

3명이상 19 4.09 .935

규범몰입

자녀 없음 14 3.93 1.124

.593 .620
1명 82 3.63 .860

2명 133 3.59 .918

3명이상 19 3.63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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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녀연령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자녀연령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10]과 같이 근속

몰입은 자녀가 없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반면 정서몰입과 규범몰입은

자녀의 연령이 21세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몰입과 규범몰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정서몰입은 자녀가 21세 이상인 집단이 4.5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

11-15세 4.13점, 자녀 없음 3.9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자녀에게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하는 연령대인 5세 이하(3.56점), 6-10세(3.73점),

16-20세(3.75점)인 경우는 정서몰입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Dunnett T3 사후검정(Levene test=2.881, p<.05, 등분산 가정되

지 않음)에서 11-15세 집단이 5세 이하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21

세 이상 집단이 5세 이하, 6-10세, 16-20세 집단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규범몰입에서도 21세 이상인 집단이 4.0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

자녀 없음(3.93점), 11-15세(3.83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정서몰입과

같이 자녀에게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하는 연령대인 5세 이하(3.35점),

6-10세(3.48점), 16-20세(3.57점)인 경우는 규범몰입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Scheffe 사후검정(Levene test=.981, p>.10, 등분산 가정됨)에서

5세 이하집단이 11-15세와 21세 이상 집단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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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자녀연령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자녀연령 N M SD F p 사후검정

조직
몰입

정서
몰입

자녀없음(a) 14 3.98 .869

5.136*** .000
b<d
b,c,e<f†

5세 이하(b) 69 3.56 .715

6세-10세(c) 46 3.73 1.078

11세-15세(d) 72 4.13 .944

16세-20세(e) 30 3.75 .859

21세 이상(f) 17 4.50 .433

근속
몰입

자녀없음 14 4.19 .407

1.527 .182

5세 이하 69 3.79 .822

6세-10세 46 4.11 .682

11세-15세 72 4.08 .855

16세-20세 30 4.04 .782

21세 이상 17 4.02 .777

규범
몰입

자녀없음(a) 14 3.93 1.124

3.662*** .003 b<d,f‡

5세 이하(b) 69 3.35 .806

6세-10세(c) 46 3.48 1.022

11세-15세(d) 72 3.83 .888

16세-20세(e) 30 3.57 .817

21세 이상(f) 17 4.09 .712

***p<.001†: Dunnett T3 post-Hoc, ‡: Scheffe’s post-Hoc

(8) 급여수준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급여수준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11]과 같이 전반

적으로 급여수준이 351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두 집단의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 세 개 영역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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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서몰입(F=4.888, p<.01)과 규범몰입(F=2.821, p<.05)은 급여가 많

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정서몰입의

경우 Dunnett T3 사후검정(Levene test=3.978, p<.01, 등분산 가정되지

않음)에서 250만원이하 집단은 351만원 이상의 두 집단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251-350만원집단은 451만원이상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규범몰입에서는(Sheffe test=1.587, p>.10, 등분산 가정됨)에서

250만원 이하 집단과 451만원 이상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속몰입의 경우는 급여가 가장 많은 그룹보다 오히려 351만원-450만

원 집단이 4.25점으로 매우 높은 근속몰입수준을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

였고, 따라서 Dunnett T3 사후검정(Levene test=2.771, p<.05, 등분산 가

정되지 않음)에서 351만원-450만원 집단이 250만원 이하 집단, 251-350

만원 집단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11] 급여수준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급여수준 N M SD F p
사후
검정

조직
몰입

정서
몰입

250만원이하(a) 40 3.52 1.187

4.888*** .003
a<c,d
b<d†

251만원-350만원(b) 85 3.74 .875

351만원-450만원(c) 79 4.05 .825

451만원 이상(d) 44 4.11 .685

근속
몰입

250만원이하(a) 40 3.80 .747

4.441*** .005 a,b<c†
251만원-350만원(b) 85 3.87 .884

351만원-450만원(c) 79 4.25 .727

451만원 이상(d) 44 3.99 .620

규범
몰입

250만원이하(a) 40 3.33 1.029

2.821** .040 a<d‡
251만원-350만원(b) 85 3.56 .882

351만원-450만원(c) 79 3.70 .929

451만원 이상(d) 44 3.86 .758

**p<.05, ***p<.01, †: Dunnett T3 post-Hoc, ‡: Scheffe’s post-H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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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무지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근무지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12]와 같이 전반적

으로 본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조직몰입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4-12] 근무지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근무지 N M SD F p

조직
몰입

정서몰입

본사 67 3.92 .852

.346 .792
지역본부 57 3.93 .878

지사 86 3.82 1.011

기타 38 3.80 .826

근속몰입

본사 67 4.11 .613

.729 .535
지역본부 57 3.91 .910

지사 86 3.98 .823

기타 38 3.98 .786

규범몰입

본사 67 3.80 .884

1.740 .159
지역본부 57 3.68 1.016

지사 86 3.48 .901

기타 38 3.55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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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직기간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재직기간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13]과 같이 전반

적으로 6-10년인 집단의 조직몰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중 정서몰입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13] 재직기간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재직기간 N M SD F p
사후
검정

조직
몰입

정서몰입

5년 이하(a) 17 3.96 .911

2.713** .046 b,c<d†
6년-10년(b) 47 3.65 1.025

11년-20년(c) 130 3.83 .943

20년 이상(d) 54 4.14 .631

근속몰입

5년 이하 17 3.86 1.028

1.673 .173 -
6년-10년 47 3.82 .848

11년-20년 130 4.10 .721

20년 이상 54 3.97 .788

규범몰입

5년 이하 17 3.53 .992

.427 .734 -
6년-10년 47 3.53 .946

11년-20년 130 3.63 .969

20년 이상 54 3.72 .705

**p<.05, †: Dunnett T3 post-Hoc

즉, 정서몰입에서 6-10년의 재직기간 집단이 3.65점으로 가장 낮게 나

타났고 다음 11-20년(3.83점), 5년이하(3.96점), 20년 이상(4.14점)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713, p<.05). 따라서 정서몰입의 경우

Dunnett T3 사후검정(Levene test=3.599, p<.05, 등분산 가정되지 않음)

에서 6-10년, 11-20년의 재직기간 집단이 20년 이상 집단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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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급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직급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14]와 같이 근속몰입

을 제외하고 직급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든 영역

에서 직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14] 직급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

직급 N M SD F p 사후 검정

조직
몰입

정서
몰입

6급 이하(a) 74 3.68 1.018

7.540*** .000 a,b<c<d†
4-5급(b) 86 3.72 .923

3급(c) 69 4.07 .733

2급(d) 19 4.59 .346

근속
몰입

6급 이하(a) 74 3.82 .775

4.031*** .008 a<c‡
4-5급(b) 86 3.95 .827

3급(c) 69 4.25 .729

2급(d) 19 4.07 .653

규범
몰입

6급 이하(a) 74 3.46 .932

7.011*** .000 a,b<c,d‡
4-5급(b) 86 3.41 .911

3급(c) 69 3.94 .834

2급(d) 19 4.05 .664

***p<.001, †: Dunnett T3 post-Hoc, ‡: Scheffe’s post-Hoc

즉, 정서몰입은 직급이 높을수록 정서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

한 차이를 보였고(F=7.540, p<.01), 따라서 Dunnett T3 사후검정(Levene

test=5.099, p<.01, 등분산 가정되지 않음)에서 6급 이하, 4-5급 집단이

각각 3급과 2급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3급과 2급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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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근속몰입에서는 2급 보다 3급이 4.2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 직

급이 낮을수록 낮은 근속몰입수준을 보였다(F=4.031, p<.01), 따라서

Scheffe 사후검정(Levene test=.999, p>.05, 등분산 가정됨)에서 6급 이하와

3급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규범몰입은 6급 이하가 3.46점으로 4-5급 3.41점 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직급이 높을수록 규범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7.011, p<.01). 따라서 Scheffe 사후검정(Levene

test=.939, p>.10, 등분산 가정됨)에서 6급 이하, 4-5급이 각각 3급, 2급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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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 검증 및 분석

1. 상관관계 분석

사내결혼 여부, 성별, 그 외 통제변인과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표 4-15]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사내결혼 여부와 성별, 주말 부부 여부, 근무지는 더미변인으로

투입하였고, 그 결과 사내결혼 여부는 조직몰입 영역 중 규범몰입과

상관계수 r=.241(.p<.01)로 가장 큰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다음 근속몰입(r=.108, p<.10), 정서몰입(r=.107, p<.10)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사내결혼을 한 집단이 사내결혼을 하지 않은 집단

에 비하여 좀 더 조직몰입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중 사내결혼은

규범몰입과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성별에서도 조직몰입의 모든 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그 중 정서몰입과 상관계수 r=.293(.p<.01)으로 가장 큰 상관관계

를 보이며 다음 근속몰입(r=.197, p<.01), 규범몰입(r=.184, p<.01)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조직몰입의 모든 영역에

서 몰입수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성별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성별에 따른 사내결혼 여부로 세분하여 살펴

보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사내결혼 여부로 나누어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말부부 여부와 조직몰입의 상관관계는 규범몰입과 상관계수

r=.150(.p<.05)으로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다음 정서몰입에서

r=.106(p<.10)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주말부부 여부는 근속

몰입과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주말부부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부부 보다 규범몰입과 정서몰입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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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각 변인 간 상관관계

사내결혼
여부

성별
주말부부
여부

결혼
기간

연령 자녀수
자녀
연령

급여 근무지
재직
기간

직급
정서
몰입

근속
몰입

규범
몰입

사내결혼
여부

1

성별 .000 1

주말부부
여부

.291*** .017 1

결혼기간 -.201*** .152** -.038 1

연령 -.160** .212*** .007 .759*** 1

자녀수 -.086 .040 -.060 .435*** .379*** 1

자녀연령 -.083 .217*** .023 .699*** .640*** .350*** 1

급여 -.004 .281*** .098 .361*** .447*** .247*** .417*** 1

근무지 .227*** .154** .267*** -.196*** -.077 -.134** -.134** .073 1

재직기간 -.176*** .115* -.142** .533*** .599*** .343*** .510*** .545*** -.123* 1

직급 .160** .420*** .176*** .209*** .326*** .148** .359*** .680*** .128** .365*** 1

정서몰입 .107* .293*** .106* .157** .195*** .032 .214*** .229*** .035 .139** .264*** 1

근속몰입 .108* .197*** .050 .088 .104 .059 .078 .143** .088 .056 .186*** .395*** 1

규범몰입 .241*** .184*** .150** .070 .125** -.055 .163** .181*** .117* .071 .240*** .627*** .333*** 1

*p<.10, **p<.05, ***p<.01,

사내결혼 여부: 사내결혼=1, 비사내결혼=0, 성별: 남=1, 여=0, 주말부부 여부: 주말부부=1, 비주말부부:=0, 근무지: 본사=1, 기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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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간은 정서몰입영역(r=.157, p<.05)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고 다음 연령에서는 정서몰입(r=.195, p<.01), 규범몰입(r=.125, p<.05)에

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결혼기간이 길수록 직장 내 정서몰입이 높

고, 연령이 많을수록 직장 내 정서몰입과 규범몰입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자녀수와 조직몰입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자

녀연령에서는 정서몰입(r=.214, p<.01), 규범몰입(r=.163, p<.05)에서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여 자녀연령이 많을수록 직장 내 정서몰입과 규범몰입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급여수준과 조직몰입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모든 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그 중 정서몰입과 상관계수 r=.229(.p<.01)로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이며 다음 규범몰입(r=.181, p<.01), 근속몰입(r=.143,

p<.05)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몰입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근무지에 따른 조직몰입과의 상관관계에서는 규범몰입(r=117, p<.10)에

서만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본사직원이 그 외 지역의 직원보다 규범

몰입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재직기간에서는 정서몰입에서만(r=.139,

p<.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재직기간이 길수록 직장 내 정서몰

입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급과 조직몰입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모든 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그 중 정서몰입과 상관계수 r=.264(.p<.01)로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다음 규범몰입(r=.240, p<.01), 근속몰입

(r=.186, p<.01)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직급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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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p F(p)
R2

(adjR2)

정서몰입

(상수) 2.865 .511 5.606 .000

3.524***

(.000)

.153

(.109)

사내결혼(남) .586 .179 .280 3.272*** .001

사내결혼(여) .016 .168 .008 .095 .924

비 사내결혼(남) .224 .173 .107 1.297 .196

2. 독립변수와 조직몰입과의 다중회귀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사내결혼 여부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표 4-16]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투입된 통제변인과 독립변인 중 명목척도인 주말부부 여부(기준

변인:비 주말부부=0), 근무지역(기준변인:기타지역=0), 성별에 따른 사내

결혼 여부(기준변인:비 사내결혼(여)=0)는 더미변인으로 재설정하여 투입

하였고 그 외 변인은 연속변수로 주어진 항목 값의 중간 값으로 설정하

여 투입하였다. 이렇게 투입된 독립변인 간에는 상관성이 낮아야 하므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VIF(분산팽창계수:기준10이

하)=1-4, 공차한계(기준:0.1이상)=0.4-0.9로 나타나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

선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종속변수 내 오차의 자기상관 여부

는 Durbin-Watson 지수로 판단하며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시계열변인

이 아니기 때문에 Durbin-Watson 기준지수의 범위를 크게 설정하여 판

단하였다. 그 결과 Durbin-Watson:1.4-1.7(기준:1.4<D-W<2.6, 2에 수렴)

로 나타나 오차항들 사이의 독립성을 확인하였다.

[표 4-16] 성별에 따른 사내결혼 여부가 조직몰입(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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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여부 .140 .129 .073 1.084 .279

결혼기간 .003 .014 .025 .236 .814

연령 .009 .015 .059 .579 .563

자녀수 -.074 .087 -.057 -.845 .399

자녀연령 .015 .013 .104 1.138 .256

급여 .001 .001 .056 .599 .550

근무지역 -.055 .136 -.027 -.408 .683

재직기간연속 .002 .012 .015 .177 .859

직급 .054 .089 .056 .609 .543

근속몰입

(상수) 3.362 .464 7.252 .000

1.466

(.138)

.070

(.022)

사내결혼(남) .377 .162 .208 2.320** .021

사내결혼(여) .108 .152 .060 .710 .479

비 사내결혼(남) .167 .157 .092 1.065 .288

주말부부 여부 -.012 .117 -.007 -.107 .915

결혼기간 .010 .012 .090 .803 .423

연령 .004 .013 .028 .266 .791

자녀수 .032 .079 .028 .399 .690

자녀연령 -.006 .012 -.048 -.503 .615

급여 .000 .001 .031 .323 .747

근무지역 .085 .123 .048 .691 .490

재직기간연속 -.004 .011 -.033 -.359 .720

직급 .071 .081 .084 .876 .382

규범몰입

(상수) 2.603 .516 5.046 .000

3.255***

(.000)

.143

(.099)

사내결혼(남) .579 .181 .275 3.201*** .002

사내결혼(여) .394 .169 .187 2.327** .021

비 사내결혼(남) .178 .175 .085 1.020 .309

주말부부 여부 .092 .130 .048 .711 .478

결혼기간 -.002 .014 -.018 -.163 .871

연령 .011 .015 .078 .761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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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 -.155 .088 -.120 -1.765* .079

자녀연령 .017 .013 .122 1.329 .185

급여 .000 .001 .053 .566 .572

근무지역 .061 .137 .030 .442 .659

재직기간연속 -.001 .012 -.004 -.044 .965

직급 .067 .090 .069 .749 .455

*p<.10, **p<.05, ***p<.01

- 더미기준변인 : 성별에 따른 사내결혼 여부= 비 사내결혼(여)(기준=0),

주말부부 여부=비 주말부부(기준=0), 근무지역=본사 외 지역(기준=0)

- 자기상관 판정(기준 : 1.4<Durbin-Watson<2.6) : 1.4-1.7

- 다중공선성 판정 : 공차한계=0.3-0.8(기준:0.1이상),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분산팽창계수)=1-4(기준 10이하)

먼저 정서몰입에는 사내결혼한 남성만 β=.280(p<.01)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 변량 중 15.3%(R2=.153)의 설명력을

보이고 회귀모형식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3.524, p<.001). 즉

사내결혼 여성과 비 사내결혼 남성은 조직몰입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

았으므로 즉, 사내결혼 남성이 비 사내결혼 여성보다 정서몰입이 높으며

또한 사내결혼 여성과 비 사내결혼 남성은 비 사내결혼 여성과 정서몰입

에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근속몰입에서는 사내결혼을 한 남성이 β=.208(p<.05)로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모형식 검정통계량이 F=1.466

으로 유의수준 .05이상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속몰입에 사내결혼 한 남성이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신뢰할 수 없겠다.

마지막 규범몰입영역에서는 사내결혼한 남성 β=.275(p<.01), 사내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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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 β=.187(p<.05) 순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변량 중 14.3%(R2=.143)의 설명력을 가지며 회귀모형식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3.255, p<.001). 즉 비 사내결혼 남성은 규범

몰입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사내결혼 집단이 비 사내결혼 여

성보다 정서몰입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비 사내결혼 남성은

비 사내결혼 여성과 정서몰입에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통

제변인에서는 자녀수(β=-.120, p<.10)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사내결혼 여부가 조직몰입(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사내결혼 집단이 비 사내결혼 집단에 비하여 규범몰입이 높은

이유는 사내결혼 부부는 조직 내에서 일반 직원에 비하여 관심이 집중

되는 만큼 타에 모범을 보여야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구성원으로서 책

임감을 가지고 조직에 대한 의무를 성심성의껏 수행해야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인 규범몰입이 높다고 해석 할 수 있겠다. 근속몰입에서는 사내결

혼한 남성이 β=.208(p<.05)로 정(+)의 영향관계에 있으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내부부는 어느 한 사람이 직장

을 그만두더라도 소득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경제적인 몰입

이라고 할 수 있는 근속몰입과의 영향관계가 낮은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 사내결혼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와 가설 2. 사내결혼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의 경우

더 긍정적일 것이다. 는 조직몰입의 하위영역에 따라 [표 4-17]와 같이 일

부는 채택되고 일부는 기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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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가설검증 결과 요약

가설번호 가설 내용 결 과

1 사내결혼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사내결혼은 정서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사내결혼은 근속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3 사내결혼은 규범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
사내결혼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의 경우

더 긍정적일 것이다.

2-1
사내결혼이 정서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의 경우

더 긍정적일 것이다.
채택

2-2
사내결혼이 근속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의 경우

더 긍정적일 것이다.
기각

2-3
사내결혼이 규범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의 경우

더 긍정적일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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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 사내결혼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말부부 여부, 결혼기간, 연령, 자녀의 수, 급여수

준, 근무지, 재직기간 및 직급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K공사에 재직 중인 사내부부와 사내부부가 아닌 일반 맞벌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48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SPSS 22.0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은 t-test, 세 집단 이상 비교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사내결혼 여부, 성별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사내결혼 여

부, 성별, 성별에 따른 사내결혼 여부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내결혼을

한 집단이 비 사내결혼 집단에 비하여 조직몰입이 높았고, 남성이 여성

에 비하여 조직몰입이 높았다. 주말부부 여부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는

주말부부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조직몰입이 높았으며 결혼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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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와 조직몰입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자녀연

령이 많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은 결과를 보였고, 급여가 많을수록, 재직기

간이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근무지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성별에 따른 사내결혼 여부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황에서 사내결혼(남), 사내결혼(여),

비 사내결혼(남), 비 사내결혼(여)의 네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사내결혼을 한 남성은 정서몰입과 규범몰입에서 정(+)의 영향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내결혼을 한 남성, 여성 모두는 규범몰입과

정(+)의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결혼 집단이 비 사내결혼

집단에 비하여 규범몰입이 높은 이유는 사내결혼 부부는 조직 내에서 일

반 직원에 비하여 관심이 집중 되는 만큼 타에 모범을 보여야하기 때문

에 조직에 대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에 대한 의무를 성심

성의껏 수행해야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인 규범몰입이 높다고 판단되며 사

내결혼과 근속몰입과의 관계가 유의미 하지 않은 이유는 사내부부는 어

느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소득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경제적인 몰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근속몰입과의 영향관계가 낮은 것

이라고 판단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 사내결혼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와 가설 2. 사내결혼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의 경우 더

긍정적일 것이다. 는 조직몰입의 하위영역에 따라 일부는 채택되고 일부는

기각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기관에서

사내결혼의 비율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사내결혼이 조직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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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따라 사내결혼을 단순

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조직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해 두 영역을 분리하여 접근하였으나

후기 산업사회에 진입 후 일과 가정간의 조화는 개인 뿐 아니라 조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가족의 균형은 조직 구성원들의 외적,

내적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추원준 황호영 최인태 박정일, 2014).

김준기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차원의 지원은 중요하며 배우자의 직장생활에 대한 지지는

일과 가정에 대한 갈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생활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사내결혼의 경우 서로가 동등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입장으로

지지수준이 높고 이로 인해 본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조직몰입이 높아지게

되므로, 조직은 직원의 가정생활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문화를 통하여

인적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조직차원에서

사내결혼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조직몰입의 효과성과 성취동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다고 사료 된다.

사내결혼이 조직몰입 중 정서몰입과 규범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의

경우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조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조직몰입을 살펴본 연구에서 여성 공무원에 비하여

남성 공무원의 조직몰입도가 높은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이인선, 2009)와

일치한다. 사내결혼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데 사내결혼을

한 남성과 여성 간에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고 할 수 있겠다.

기혼 여성은 가정과 직장의 조화를 위해 가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되고(조혜선, 2001) 여전히 조직 내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와 구조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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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차지하는 위상이 남성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원숙연 전소

연, 2010)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이해 가능하며, 또한 업무에 있어서도 여

성이 남성에 비하여 하위직에 분포되어 있어 한정된 업무에 국한되어 있

는 등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라 볼 수 있다(함수진, 2000).

사내결혼 남성이 사내결혼 여성에 비해, 또한 비 사내결혼을 한 집단에

비하여 조직몰입도가 높다는 점을 볼 때 여성 기혼자 입장에서 가장 필

요한 것은 가족 친화정책의 강화라 할 수 있다. 육아와 가사에 많은 시간

을 할애 할 수 없는 사내부부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

제도 등 가정 친화정책의 확대는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족 친화정책을 도입하여 조직 구성원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가족 친화적 조직분위기의 조성과 사내부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긍정적 인식이 조성될 때 조직몰입에 대한 효과

성이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직 구성원들은 가족 친화 관련 프로그램이 존재 하더라도 그것만으

로는 조직몰입이 높아진다고 인식하지 않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생각

해주는 조직적인 분위기 즉,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 할 때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정진철 김성만, 2008).

여성 근로자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인 제도와 더

불어 반드시 상사의 후원의식이 결부되어야 하고(권혜원 권순원, 2013)

상사나 동료 등의 비업무적 지원이 필요하며(최은영, 2009), 조직에서 관

계적 요인의 차별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멘토링이나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마민지, 2014).

본 연구는 사내결혼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서 기존의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들이 직무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인 것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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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 사내결혼이라는 개인 관련 변인을 가지고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직무관련 변인에 비하여 개인 관

련 변인이 조직몰입에 약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

만(Morris & Sherman, 1981), 본 연구는 개인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의

하나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표집에 있어 K공사에 근무하는 사내결혼 대상자 남녀와 비

사내결혼 대상자 남녀를 편의 표집 하였으므로, 타 공기업에 종사하는 대

상자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

성과 관련하여 타 공기업 뿐 아니라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의 대상

범위와 표집을 확대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인 간 영향이 일관성

있게 검증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대상을 사내부부와, 기혼자 중 맞벌이를 하고

있는 비 사내부부로 한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설문의 응답률이 낮은

편으로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에는 기

혼자 뿐 아니라, 미혼자까지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연구하고 분석 해 볼

필요가 있다.

사내결혼 여부에 따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수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으로

변수를 채택하였으나 향후 추가 적인 연구를 통해 더 많은 변수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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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보다 세부적인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사내결혼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사내결혼이 조직몰입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몰입이 사내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역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사내결혼 여부에 따른 성별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차이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

문화적 배경 등 다른 원인에서 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한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설문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최소화 하고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별 면담과 같은 방법을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연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외국 문헌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

에 한국에 적합한 조직몰입의 척도가 개발된다면 이에 따른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사내결혼과 조직몰입 간에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관계성이

있으며 남녀 간의 성별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사내부부들은

본 연구결과에 따라 조직몰입이 높고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라 이전한 지

방에서 실제로 정주해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조직차원에

서 이들을 잘 활용한다면 조직의 생산성은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조직 차원에서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 내 사내결혼 대상자들을 긍정적인 시각

으로 바라보고 성별 차이를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적

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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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정년까지 지금의 직장에서 보내고 싶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나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가족애를 느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나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4.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대해 정서적으로 강한 애착을 느끼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5.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면 인생의 많은 부분이 곤란해질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6. 현 시점에서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 때문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7. 현 시점에서 직장을 옮긴다면 이 조직에서 누리고 있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받지

못할 것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8. 지금의 직장은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할 만한 가치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9.현 직장에 남아야 할 아무런 의무감도 느끼지 않는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0. 나는 조직의 업무수행을 통해 공익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느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1. 현 시점에서 직장을 옮기는 것은 조직에게 미안한 일이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2. 사내결혼 여부?

① 사내결혼임 ② 사내결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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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14. 주말부부 여부?

① 주말부부임 ② 주말부부 아님

15. 결혼기간은?

① 5년 이하 ② 6년-10년 ③ 11년-20년 ④ 20년 이상

16.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17. 자녀의 수는?

① 1명 ② 2명 ③ 3명이상 ④ 자녀 없음

18. 가장 어린자녀의 연령은?

① 5세 이하 ② 6세-10세 ③ 11세-15세 ④ 16세-20세 ⑤ 21세 이상 ⑥ 해당 사항 없음

19. 현 급여 수준은?

① 250만원이하 ② 251만원-350만원 ③ 351만원-450만원 ④ 451만원이상

20. 귀하의 근무지는?

① 본사 ② 지역본부 ③ 지사 ④ 기타

21. 현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은?

① 5년 이하 ② 6년-10년 ③ 11년-20년 ④ 20년 이상

22. 귀하의 직급은?

① 6급 이하 ② 4-5급 ③ 3급 ④ 2급 ⑤ 1급

“바쁘신 중에도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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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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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the view that Work and Family are interactive and impact

each other is more dominant than the previous assumption they were

separate. Support on the corporate level for balancing both Work and

Family improves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employees.

As Work and Family become an area of harmony and coexistence, as

well as the rise of female workers, the rate of marriage in the

workplace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 relocation of government

agencies in Korea is expected to add to this trend.

As marriage within public enterprise increases, their work

relationship will have an effect on other staff member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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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 one way or another. This research will review how

marriage in the workplace between company workers will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public corporation K, and based

on this research find ways to enh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relation to marriage between company workers.

In this research the independent variable is marriage in the

workplace, and dependent variable is organizational committment. A

survey was conducted on married couples or dual income couples

working for public corporation K, analyzing the data of a total of 248

people.

For the analysis of actual proof, the statical program SPSS 2.0

Package has been used for analysis of frequency, factors, reliability,

t-test,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difference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due to demographic

factors indicated tha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same

company marriage group is higher than the other. Males showed a

higher organizational commitment than Females. Also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long-distance couples showed a higher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did groups with a longer marriage and

older age. Moreover, groups with older children, longer tenure of

office, and higher rank showed a higher organizational commitment,

consistent to precedent studies.

Second, the analysis controlling the demographical factor showed

that being married within the compan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commitment to norms among organizational commitment indicators.

Third, the analysis controlling the demographical factor showed that

the male employee married within the company had a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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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ing relationship of emotion committment and norms

commitment.

Based on this research, the suggestion is as follows;

The rate of marriage within public enterprise increases will increase

continuously, and as same company marriage has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should be observed not just on an

individual level but on a corporate level.

Since couples in same company work as equals, their support level

is high. Therefore, a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 the

corporation can secure efficiency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by

considering and respecting the family life of employees.

It is fact that the formal support for the couple in same company is

insufficient despite the high probability that couples that have

relocated due to corporate relocation will settle down in the new

location. So to enh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at the corporate

level, the following things should be considered: a positive view of

marriage in the workplace, resource management based on Gender

differences, and continuous policy efforts.

keywords : marriage in the workplace, organizational commitment,

public enterprise

Student Number : 2014-2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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