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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통계청의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고용형태가 임금근
로자인 청년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하며,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는 62.8%에 달한다. ‘좋은 일자리’에 취업
하기도 어렵지만, 취업이 된 청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반 이상
이 회사를 떠나는 것이다.
이처럼 신입사원의 높은 이직률은 청년 실업률의 구조적 요인이며,
그중 직무 불일치(job mismatch)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는 매년 대
졸자가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청년층의 직무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제도 등의 능력중심 채용정책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추진 확산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하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채용단계에서 직무일치도를 높이면 신입사원의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가?’이며, 둘째는 ‘신입사원이 속한 조직유형에 따라
직무일치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한가?’이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017년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민간조직과 공공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졸 신입사원 응답자를 분류하고, 연구에 필요한
주요변수들의 결측치를 제외한 9,812명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일치, 교육수준 일치, 기술수준 일치 등의 직
무일치도가 신입사원의 이직활동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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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세 가지 직무일치도 모두 이직
의도를 낮추는데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신입
사원의 직무일치도가 증가할수록 이직활동을 안 할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이다.
한편 공공조직의 신입사원이 민간조직에 비해서 이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직무-전공일치도가 올라갈수록 조직유형간 이직
의도의 차이를 상쇄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전공일치도가 특히
공공조직에서 신입사원의 이직활동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 일치도와 조직유형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직무일치도가 증가해도 공공과
민간의 이직의도 차이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로지스틱은 종속변수의 변화를 회귀계수를 통해 직접적
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가적으로 한계효과를 분석하고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신입사원이 이직활동을 할 상대적 확률을
계산하여 직무일치와 조직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률로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GOMS’라는 대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일반
적인 대졸 청년층의 직무일치와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특히 전공일치도가 공공기관 신입사원의 이직의도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블라인드 채용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직무일치, 신입사원, 이직의도, 블라인드 채용
이항 로지스틱, 한계효과
학 번 : 2018-2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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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작년
동기간보다 0.8% 증가한 11.5%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치를 기
록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과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시족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숨어 있는 실업
자까지 모두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확장실업률이 25.2%로 청년 4명 중
1명은 결국 실질적 실업 상태라는 점이다.
직업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를 가진 졸업 예정자들이 누구나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불필요한 스펙을 쌓지만, 기업들은 기업이 원
하는 직무능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업
하기도 어렵지만, 취업이 된 청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현실이다. 직무 불일치(job mismatch)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는 매년 대
졸자가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첫 일자리 고용형태가 임
금근로자인 청년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하며,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는 62.8%에 달했다. 이처럼 신입사원의 높은 이직
률은 청년 실업률의 구조적 요인이기도 하다.
청년층의 직무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에 NCS1) 기반
1) NCS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약자로서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
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자격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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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블라인드 채용 등의 능력중심 채용정책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
확산되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은 학벌, 외모, 성별, 가정환경 등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차별적 요소를 서류전형에서 폐지하고 직무 중심의 능력과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림 1-1]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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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블라인드 채용 입
사지원서’를 보면 그림 [1-1]과 같이 간단한 인적사항, 교육사항, 자격사
항, 경험 및 경력사항을 적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그중 교육사항은 지원
직무 관련 과목수강 내용 정도이며 학교명과 전공 등 학력사항을 작성하
지 못하게 되어있다.
공정한 취업기회 제공의 차원에서 불필요한 스펙을 보지 않는 것은 바

람직하나 직무에 대한 전공 여부나 직무가 요구하는 교육수준 등은 학벌
과 무관하게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학 전공과 취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전공과 유관한 분야의 직
무로 구직을 했을 때 취업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이지영, 2007)와 전공
과 직업이 일치할수록 정규직에 종사하고 직무만족이 높다는 연구(손정
선, 2008), 개인이 직무와 부합할 때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이 증가하고 이
직의도가 감소한다는 연구(유태용․현희정, 2003)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직무의 일치 정도는 개인의 직무만족과 기업의 채용성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직무능력중심 채용제도의 취지 역시 구직자가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가
지고 목표중심적인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기업은 그러한 직
무 준비도를 평가하여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에 있다. 입사자의 직
무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채용정
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따라서 대졸 청년층의 직무일치와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
공하고, 특히 전공일치도가 공공기관 신입사원의 이직의도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블라인드 채용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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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017년 대졸자직업이동경
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대졸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직무일치가 이직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이
하 GOMS라고 표기)는 매년 대졸자의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개인신상정보 및 가계배경 등의 항목들을 1회 횡단적
으로 조사하고 있다. 2013년 이전까지 장단기 패널조사였으나 빠르게 변
화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조사결과의 신속한 활용을 위
해 횡단면조사로 변경되었다(한국고용정보원, 2018).
이 자료는 대학 재학 중 교육경험뿐만 아니라 졸업 후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성과분석 등을 통해 관련 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

초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특히 졸업 이후 약 18개월 시점에 조사하므로 대졸 청년층의 졸업 이

후 조사 시점까지 입사 초기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시의성을 반영하기 위해 공개
된 원자료 중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7년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는 2015년 8월과 2016년 2월에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졸업자
모집단 520,547명 가운데 학과를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표본추출된 18,199
명(약 4%)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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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직무일치가 신입사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경험
적 자료를 통해 실증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우선 관련 이론들과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분석의 틀을 정립하고, 한국고용
정보원의 GOMS 자료를 가설검증에 활용하겠다.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용
단계에서 직무일치도를 높이면 신입사원의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가?
둘째, 신입사원이 속한 조직유형에 따라 직무일치도가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력이 상이한가?
연구모형에서 전공 일치, 교육수준 일치, 기술수준 일치라는 직무일치
요인을 독립변수로, 신입사원의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조절
변수인 조직유형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으로 구분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AS 9.4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한계효과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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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인적자원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지식정보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조직 상호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

쟁우위의 확보와 유지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확보가 중요
한데, 가치가 있고(valuable), 희소하며(rare), 모방이 어려워야(inimitable)
하는 경쟁우위전략은 결국 ‘사람’인 것이다(Barney, 1991).
따라서 다른 조직과 차별화되는 우수 인력의 확보와 조직구성원에 대
한 전략적 관리가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의 확보, 개발,
보상, 유지, 이직 및 통합을 여러 환경적 조건과 관련하여 계획, 조직, 지

휘 및 통제하는 관리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신유근, 1996).
이를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결국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 직무에 배치되어 일하다가 조직 밖으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는 인재를 조직 외부로부터 확보하는 채용관리
에서 시작되고 조직 외부로 내보내는 이직관리에서 종결된다.
노동이동(labor turnover)의 관점에서 보면, 조직 내부에서 이동하는
배치전환과 승진이 있다. 조직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되는 입직(채용)이
있으며 조직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되는 이직이 있는데, 협의의 노동이동
은 [그림 2-1]와 같이 입직과 이직만을 말한다(이재규 외, 1996).
조직몰입과 직무성과가 떨어지는 구성원의 이직을 통해 새로운 능력과
의욕을 가진 인적자원을 충원함으로써 전체적인 조직성과가 오히려 높아

져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역량이 뛰어난 인력이 나가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이를

- 6 -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이직은 신규채용, 교육훈련 등을 고
려할 때 조직의 비용증가를 초래하고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므로 인적자
원관리 측면에서 이직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근본적이고 사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의 이직을 초래하는 요인은 복합적이므로 이직에 대한 대책도

복합적이어야 한다(이재규 외, 1996). 좋은 근무조건, 적절한 평가와 보상
등의 대책도 필요하나 이직관리는 채용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집에 있어 직무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NCS 기반 채용, 블라인드 채용과 같은 능력중심 채
용제도가 필요하다.
이처럼 인적자원이동의 관점에서 이직과 채용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신입사원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 채용단계에서 직무일치도를 높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림 2-1] 인적자원이동의 체계

*자료 : 이재규(1996), 최신 인적자원관리론, 198p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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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직무일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직무일치
직무일치는 노동시장의 성과를 검증하는 질적인 지표로서 중요하게 논
의되는 주제이다(OECD, 2013). 그동안 노동시장에서의 직무불일치 문제
는 주로 거시적 차원에서 노동의 수요공급관점에서 논의되어왔으며, 개
인 차원의 직무일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직무일치는 개인의
직무만족뿐 아니라 조직성과,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
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류기락, 2014).
직무일치란 일반적으로 직무 수행자가 지닌 교육수준, 숙련도, 전공분

야 등이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과의 일치수준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직무일치에 대한 연구는 교육수준, 기술수준, 전공과의 불일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손정선, 2008).
이와 같은 직무와 교육 및 기술, 전공 간의 불일치 문제는 최근 실업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일자리 미스매치란 고용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이를 수용할 사용
자 간의 일자리에 관한 의사와 조건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송부용 외, 2011).
직무일치 관련 연구는 크게 불일치에 영향을 주는 원인에 관한 연구와
직무일치의 결과로서 조직 내에서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직무일치의 특정 부분만을 다루거나 직무
만족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 관점에서 전공, 교육수준, 기술
수준 등 3가지 직무일치를 모두 포함하고,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 등의
매개변인 없이 직무일치와 이직의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검증해 보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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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직무일치
전공일치는 개인의 전공 분야와 업무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의미하는데, 이와 유사하게 현재 직무가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여 전공
지식이 직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전공 적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이만기, 2013).
주로 고등교육을 통해 형성된 전공학습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인적자본 활용 측면에서 유용한 연구분야로 자리잡고 있으나,
다른 직무불일치 관련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연구성과가 미비
한 편이다(김기헌,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불일치의 영역은 직무
자의 전공과 직무 내용 간 일치수준을 검토하여 고등교육과 직무적합성
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Wolbers, 2003).
개인이 가진 기술 또는 능력 중 하나로서의 전공은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므로, 전공과 직무가 일치할수록 그 적합도는 높아져
개인의 직장생활에서 높은 생산성과 임금을 보장하게 한다(어윤경,
2010). 다시 말해서 전공-직무일치는 향후 신입사원의 직무수행과 업무
성과를 예측하는 의미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전공-직무 불일치 그룹은 전공 선택 시 성적을 비롯한 상황적
요인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했다는 비율이 높고, 전공-직무 일치 그룹은
본인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학과의 진출 직업과 취업전망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최영순, 2008), 전공-직무 일치
여부는 취업 단계 혹은 취업 후 개인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대학 전
공 선택 단계에서부터 개인의 대학생활과 삶의 만족에 있어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공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성별과 교육인데, 여
성이 남성보다 전공 무관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이 높고, 인문계열 등 일
반적인 전공 분야일수록 일치 가능성이 낮다(김기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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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수준-직무일치
교육수준-직무일치는 근로자가 보유한 학력과 직무에서 요구되는
교육수준의 차이로 규정되며, 이 기준은 주로 학력을 포함하여 자격, 경
력 등을 포함한다(McGuinness, 2006).
교육 불일치의 영역은 연구초점에 따라 학력불일치, 학력과잉, 과잉교
육, 하향취업 등의 용어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의 실업 문
제와 함께 학력과잉과 교육실패의 측면에서 접근한다(김기헌, 2005).
교육수준 불일치의 요인들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주섭
(2005)은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학력과잉 발생확률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과잉이 될 가능성이 크고, 재학생보다
졸업생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학력과잉이 될 확률이 낮다고 밝혔다.
그리고 과잉교육이 취업 이후의 직무만족도, 이직의도 등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천수(2004)는 과잉교육자의 90%가 현재 자신의 일자리를 평생
직장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과잉교육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김주섭(2005) 역시 학력과잉과 직장만족도는 강력한 부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학력과잉이 직장 몰입도를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기업의 경

쟁력을 저하하고,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성일과 전재식(2011)의 연구에서는 2008 GOMS 자료를
분석하여 현재 직장이 하향취업이라고 인식하는 신규 취업자의 경우 이직
계획이 47.9%에 이르고 있어, 그렇지 않은 취업층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을 밝혔다. 더욱이 2005년 졸업자보다 2008년도 졸업자의 경우 하향취
업이 이직성향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연도가 흐를수록
하향취업으로 인한 이직의 유인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남성
일ㆍ전재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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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수준-직무일치
기술수준 불일치(skill mismatch)는 일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 관련 기술과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차이에 대한 개념이
다(Allen & Weert, 2007).
교육수준 일치가 주로 교육에 대한 투자와 회수의 관점이라면, 기술수
준 일치의 초점은 교육의 내용과 직업에서 요구되는 직무 내용의 일치에
있다. 기술 일치는 주로 교육 일치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거나 같이 연
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이나 학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고 주장하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교육수준이 적합이거나 과잉수준일 때도 기술 불일치가 발생하는 현상
이 이러한 점을 검증하며, 기술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OJT의 필요성
을 강조한다(김기헌, 2005). 그리고 차성현과 주휘정(2010)은 과잉교육과
과잉기술은 모두 임금,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 관계에 있
으며, 과잉교육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과잉기술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기술 일치의 측정을 객관적 지표로 할 것인지 주관적 지표로
할 것인지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NCS 매뉴얼 같은 객관적 척도는
필요 기술 수준을 정의하는 장점이 있으나 기술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개별 직무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
고 동일 직무로 분류된 사람들이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측정도구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채창균 김안국 오

호영, 2005).
그러므로 직무가 전문화된 사회에서 직무와 기술의 일치수준을 살펴보
고자 한다면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기술 적합도를 측정하
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차성현․주휘정,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평가하는 직무일치도를 사용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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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직과 이직의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이직의 개념
이직은 인력이 조직 밖으로 나가는 인적자원관리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직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Macy & Mirvis(1976)는 이직을 조직의 경계를 넘어서는 영구적인 이
동으로, Mobley(1978)는 조직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개인이 자
의로 조직에서 그 구성원의 자격을 종결짓고 조직을 떠나는 것이라 정의
하였으며, Price(1977)는 사회 시스템 구성원 자격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동으로 보았다. 국내연구에서는 이성윤(2002)이 조직을 떠나 개인이 조
직 외부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이직의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의
선행변수인 이직의도를 통하여 이직을 예측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자 한
다. 따라서 이직은 ‘개인이 조직에서 외부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직을 위해 실제로 준비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통해 이직의도를 측
정하기로 한다.

2. 이직의 유형과 원인
이직의 유형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크
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이직 결정의 주체에 따라 ‘자발적 이직과 비자

발적 이직’으로 구분하며(Price, 1976), 두 번째로 조직에서 통제가 가능
한지의 여부에 따라 ‘회피 가능 이직과 회피 불가능 이직’으로 분류되고
(Pigors and Myers, 1973), 마지막으로 이직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의 기
능적인 차이에 따라서 ‘순기능적 이직과 역기능적 이직’(Dalton, Todor

& Krackhardt, 1982)으로 나눌 수 있다(김수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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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직을 결정하는 원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Cutton & Tuttle(1986)의 이직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에 기초하여 개인특성요인, 직무관련 요인,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
한다(이영민·임정연, 2010).

Hom & Griffeth(1995)은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특성요
인, 외부시장요인, 작업환경요인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며, 개인특성요
인에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등이 포함되며, 외부시장 요인에는 실업률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 작업환경요인에는 임금만족, 직무만

족, 역할모호성 등이 하위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탁진국 외, 2008).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주로 이직률과 전반적인 경제활동수준, 고용수준
및 실업률과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미시적 관점에서는 행동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개별 조직차원 또는 개인 차원에서 이직의 발생 요인과
그 결정과정에 대하여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이기리, 2002).

3. 이직과 이직의도
Mobley(1982)는 이직을 조직으로부터 노동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조직구성원 개인이 자발적으로 조직에서 구성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란 자발적인 이직 여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의사라고 설명하였다.
이직과 관련된 연구들 대부분은 이직 자체를 측정하기보다는 이직의도
를 종속변수로 측정하고 있다. 이는 이직 후의 이직자를 대상으로 심층
연구가 어렵고, 문헌 연구를 통하여 이직의도가 이직행위의 훌륭한 예측
치가 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Porter & Steers, 1973).
아울러 이직이 아닌 이직의도 자체도 조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주장
이 있는데, 이직의도가 높은 조직 구성원이 많을 경우 조직 내 분위기가

저해되어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낮춤으로써 조직 내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강제상ㆍ고대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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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의 연구들은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로 조
직과 일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데 집중해왔다(설홍수, 2005). 이런 변수들
이 이직에 유의미한 반면에 그 설명력은 그다지 크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이직의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Hom & Griffeth(1995)의 연구에서는 기존에 많이 연구되어온 태도 변
수들이 이직의 분산 가운데 약 4%~5% 정도만을 설명함을 제시하며, 이
직에 대한 설명력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기존 이직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입사 이후 조직적 특성인 직
무만족, 직무몰입 등의 태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무일치와 같은 입사 이전의 변수에 관한 영향력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조직 진입 이전의 변수는 상대적으로 통제 가능한 부분이며, 이는
조직과 구직자 모두에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발생할 기회비용을 줄여
줄 수 있으므로 그 효과성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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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직무일치와 이직의도의 관계
직무일치는 대부분 직무만족이나 직무몰입처럼 이직의도의 선행변수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이직의도와의 직접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전공과 직무가 일치할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
행연구(손정선, 2008)를 통해 전공-직무 일치는 높은 직무만족을 예측하
는 변인이 되고, 전공과 직무의 불일치는 직장인의 낮은 임금, 높은 비정

규직 종사 가능성, 낮은 직무만족도 그리고 높은 이직의사에 대한 예측
변인이라 추측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부분적인 직무일치와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일부

발견된다. 이상정(2006)은 개인과 직무의 적합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
력, 경력, 자격증, 능력, 전공 5가지 요인으로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그중
전공요인은 이직의도와 유의한 부(-)의 상관을 보였음을 밝혔다.
문영만 외(2017) 연구에서는 청년패널 데이터를 병합하여 청년취업자
의 기업규모별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기
업규모가 클수록 이직률이 낮았고, 직장만족도와 직무-전공 일치성이 낮
을수록 이직률이 높았다.
이만기(2013)는 대졸 초기경력자들의 일자리적합, 전공적합, 임금복지
수준, 직무만족 등의 선행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
는 연구에서 교육 및 기술의 적합은 이직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전공적합은 직무만족을 통해 이직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정성석·이기홍(2008)의 연구에서는 이직의도 영향요인으로 직무에 대
한 교육 및 기술수준, 전공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전공 일치도를 제외한
교육 및 기술수준 일치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와 교육 및 기
술수준 간의 불일치 정도, 즉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되면 이직의도가 높
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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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무일치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특정 기업의 직위나 근무연수가
다양한 근로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신입사원을 대상
으로 한 심층연구는 많지 않다.
Schneider(1987)의 ASA(Attraction-Selection-Attrition) 모델에 따르면, 개
인들은 자신의 가치, 성격, 흥미, 목표 등에서 부합되는 조직 혹은 직무
에 더 매력을 느끼고, 그러한 조직에 선발되어 입사할 확률이 높고 더
오랫동안 그 조직에 머물면서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
다고 한다. 개인들은 한 조직 내에서도 자신에게 더 적합한 직무를 찾아
가는 경향이 있으며, 조직도 이를 지원한다(Schneider, 1987).
그러므로 입사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개인들은 이미 직무순환과 승진
등을 통해, 수직적 혹은 수평적으로 여러 직무를 거쳤고, 직무와 조직 간
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게 된다. 즉, 재직자와 비교하면 근무기
간이나 직무순환 경험이 적은 신입사원들은 조직과 직무를 보다 잘 구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신입사원의 직무일치와 이직의도를 분석하는 것은 전반적인 직
장인의 연구와는 다르게 조직과 직무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다수의 연구에서 직무일치가 직․간접
적으로 근로자의 이직의도에 대체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 본인이 조직에 진입하기 전 입사를
위해 투입한 노력인 전공, 교육, 기술 습득 등이 입사 후 적합한 직무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경우 근무연수가 높은 직원에 비해서 이직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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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신입사원의 직무일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1과 하위가설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가설 1. 직무일치가 높을수록 신입사원의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1-1. 전공-직무일치도가 높을수록 신입사원의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1-2. 교육수준-직무일치도가 높을수록 신입사원의 이직의도는 낮아

질 것이다.
가설 1-3. 기술수준-직무일치도가 높을수록 신입사원의 이직의도는 낮아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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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
행정학과 경영학에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한

논의는 오랜 세월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관리기법상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공공과 민간조직의 차이
보다 유사점이 많다고 본다. Waldo(1980)는 공공과 민간의 분리가 현대사
회의 특징 중의 하나이지만 이러한 구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으며, 두
조직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조직유형이 점차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경계가 흐려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영한(2009)은 공공과 민간조직 비교연구의 메타분석을 통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은 모든 중요하지 않은 점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하
다”라는 Sayre(1953)의 주장을 증명하며, 공공과 민간조직 간에는 이론
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은 시장의 부재, 공공재와 무임승차문제, 고객에 대
한 평등성, 법적 규제, 조직구성원의 신분보장, 정책결정의 공개 등으로
조직의 특성이 구분된다고 하였다(정우일, 2005).

Rainey(2003)는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조직환경과 조직목표, 조직구조
와 역할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환경에서
가장 큰 차이는 시장의 존재여부이다. 공공조직은 시장메커니즘의 영향
보다는 법적 규제, 정치적 상황에 의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둘째, 공공조직의 목표는 민간조직에 비해 더 모호하고 다양하며 이에
따라 공공조직의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 셋째, 공공조직은 민
간조직에 비해 더 많은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성을 위해 사
회적, 정치적 이해관계 집단과의 긴밀한 협조와 조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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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유형 특성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공공조직과 그 구성원이 이
더 강한 제도화 경향을 보이며, 더 관료주의적이고 집권적인 조직구조로
되어있고, 외재적 유인보다 내재적 유인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더

강한 공공봉사동기를 갖고 있지만,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수준이 더 낮고
리더십과 관리역할 수행에 있어 환경적 제약이 심하며, 조직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 덜 유연하다고 볼 수 있다(전영한, 2009).
이러한 조직의 차이점은 각 조직 구성원의 이직의도에서도 차이가 발

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들을 바탕으로 기존에 밝혀진 관계성에 기초하여 직무일치도와 이직의도
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직무 일치와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조직유형이
공공인지 민간인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효과를 검증
하고자 한다.

가설 2. 직무일치가 신입사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유형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1. 전공-직무일치도가 신입사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조
직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1. 교육수준-직무일치도가 신입사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1. 기술수준-직무일치도가 신입사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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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의 개념틀
본 연구의 목적은 직무일치가 신입사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직무일치와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조직유형의 조절효과를 확
인하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입사원의 이직의도를 통제할 수 있는 채
용제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입사원의 직무일치 하위요인인 전공, 교육수
준, 기술수준과 직무의 일치 정도를 독립변수로, 이직활동 여부를 통해
측정한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조직
유형에 따라 직무일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
하기 위해 조절변수로 조직유형을 설정하였다.
한편 통제변수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요인들 중에서 개인적 특성인 나이, 성별, 결혼 여부와 조직적 특성인 고용
안정성과 임금수준을 포함했으며, 이를 토대로 도식화한 본 연구의 개념
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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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모형
직무일치

전공 일치도

조직유형

이직의도

공공조직/민간조직

교육수준 일치도
기술수준 일치도

통

이직활동

제

여부

[개인적 특성]
나이, 성별, 결혼여부
[조직적 특성]
고용안정성, 임금수준

제 2 절 연구대상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료는 정부승인 통계로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GOMS 데이터로, 매년 전국 대학졸업자의 4% 정도인 18,000
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정제하여 조사 2년 후 2월경에 연구자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가장 최신자료인 2017년도 조사자료를 활용하되, 현재 민간조직과 공
공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졸 신입사원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므로 미취
업자나 다른 유형의 일자리를 가진 경우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채용제도에 연구의 초점이 있으므로 대상을 청년층으로 한정하기
위해 34세 이하2)의 응답자로 제한하고, 주요 변수들의 응답 결측치를 제
2)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청년의 기준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이지만, 채용시 고
려되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15세 이
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어 이를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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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최종 분석사례 9,812명이 도출되었다.
표본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3-1]과 같이 공공조직 표본은 1,429개로

남성 887명, 여성 542명의 성별 구성을 보이고, 민간조직 표본은 총
8,383개이며 남성 4,715명, 여성 3,668명으로 민간과 공공조직 모두 남성
이 다소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졸업대학의 유형은 2년제 대학졸업 2,629명, 4년제 대학졸업
7,183명으로 4년제 대졸자가 2.7배 정도 많이 구성되어 있다.

[표 3-1] 표본 구성
성 별
조직유형

학력 구분

N
남성

여성

2년제

4년제

N

9,812

5,602

4,210

2,629

7,183

공공조직

1,429

887

542

168

1,261

민간조직

8,383

4,715

3,668

2,461

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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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이직의도는 현재의 일자리를 떠나기 위한 의도적인 준비활
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직의도의 측정은 단일문항으로 사용된

A51) ‘귀하는 현재 직장을 옮길(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를 사용하
였다. 이에 ‘예’라고 응답하는 경우 ‘이직의도 있음(=1)’, ‘아니오’라고 응
답하는 경우 ‘이직의도 없음(=0)’으로 구성하고 더미 변수화(dummy

variable)하여 분석하였다.
보통 이직의도를 연구하는 설문이 기회가 된다면 조직을 떠날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에 반해 GOMS는 구체적인 이직활동3)을 하고 있
는지 묻고 있어 좀 더 이직행동에 가까운 의사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는 대체로 이직의도가 있는 사

람보다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종속변수가 1의 값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적고 0의 값을 가진 경우가 지나치게 많게 된다.
이렇게 한쪽으로 응답이 편향되면 일반적인 OLS(ordinary least square

linear model, 최소자승회귀분석)의 경우 종속변수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고, 분포의 왜도가 매우 큰 경우에는 회귀계수의 추정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빈도를 일정하게 줄여도 오
즈비가 동일하게 나오므로 불균등한 종속변수 값의 분포로 인한 추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고길곤, 2018).
3) GOMS 설문지에서 “이직활동이란 현재 일자리를 시작한 이후 다른 일자리
를 찾기 위한 활동. 직업소개소 등록, 원서접수 또는 취직시험 응시, 구인광
고 탐색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창
업 또는 개인사업 준비도 포함되며, 비임금근로자는 다른 사업체 취업 또는
업종 변경준비도 포함됩니다.”라고 자세한 설명을
임으로써 구체적 활동
을 하는 경우에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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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직무일치란 일반적으로 직무 수행자가 가진 교육수준, 기술숙련도, 전
공분야 등이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과의 적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근로자의 직무일치를 전공과의 불일치, 교육수준, 기술수준 등으로
구분한 손정선(2008)의 선행연구에 따라 세 가지 직무일치도를 독립변수
로 구성했다.
우선 전공-직무일치도는 A35)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의 내
용이 자신의 전공과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을 활용해

파악할 수 있다. ‘전혀 맞지 않는다’는 1점, ‘맞지 않는다’는 2점, ‘보통이
다’는 3점, ‘잘 맞는다’는 4점, ‘매우 잘 맞는다’는 5점으로 측정하는 리커

트 5점 척도의 문항이며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직무의 일치 정
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직무일치도의 경우 A33)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의

떻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어 습니까?”라는 문항을, 기술수준직무일치도는 A34) 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의 기술(기능) 수준

떻

이 자신의 기술(기능)수준과 비교하여 어 습니까? 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만 전공일치도 문항과 다르게 자신의 수준과 직무의 수준을 비교해
‘수준이 매우 낮다’ 1점, ‘수준이 낮다’ 2점, ‘수준이 알맞다’ 3점, ‘수준이
높다’ 4점, ‘수준이 매우 높다’ 5점으로 응답하는 방식이다. 구성되어 있
다. 따라서 일치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맞추기 위해 1점과 5점을 ‘매우

딩

낮은’ 1점으로, 2점과 4점을 ‘낮은’ 2점으로 통합하여 3점 기준으로 코
하였다.

세 개의 독립변수 모두 단일문항의 응답으로 분석함으로써 문항간 요
인분석은 하지 않는다. 단일문항으로 되어있다는 것이 측정의 한계가 있
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자료가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표본이

쳐 정제된 만큼 활용 가

큰 조사자료이며, 체계적인 자료수집 과정을 거
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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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직무일치도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과
실제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학력을 직접 비교하는 응답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주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직무불일치를 주관적 지표로 측정할 경우 일반
적으로 자신의 학력수준이 직무가 요구하는 학력수준 보다 높다고 평가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김주섭, 2005). 그리고 현재 직업에 대한 불만
이 높은 개인은 실제 학력과 직무 간 일치와 관계없이 직무에 대한 불만
을 과잉교육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Hartog, 2000).
반면, 우리나라는 직종 내 직무의 분포가 다양하고, 동일 직종에서도
기업별로 직무 성격이 다르므로 객관적 지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여
전히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김주섭, 200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으로 측정한 지표를 활용하여 직무일치
관련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3가지 변숫값을 활용하였다.

3. 통제변수
칠 것 같은 변

통제변수는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관계에 영향을 미

인들을 개인과 조직,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연구모델에 포함했다.

친

우선 개인적인 특성 중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 다
고 밝혀진 나이, 성별, 결혼 여부를 선정했다.

조직적인 특성 중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나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효과가 아니므로 통제하였다.
고용안정성은 문항 A9)에 해당하는 변수로, 현재 일자리 종사상 지위에
대한 응답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정규직(1)으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인 경

딩

우를 비정규직(0)으로 더미 코 했다.
그리고 일자리의 사업체 유형은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이라고 선택하고
고용형태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 맞지 않은 응답을 한 표본
들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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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임금수준은 문항 A31)의 월평균 근로소득금 을 사용하였고, 다른 변
수에 비해 값의 편차가 큰 경우 자연로그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액

가 많지만 금 이 만원 단위로 되어있어 자연로그로 변환하지 않고 그대
로 사용하였다.

4. 조절변수
공공조직은 공기업과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민간조직은 국내 민간회사
와 개인사업체로 한정한다. 조직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현재 직장의 사업
체종류 A8) 문항을 활용하였다. 사업체 종류의 경우 총 9개의 유형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직장경력이

짧은 청년층이

조직유형을 정

확히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과 공공이 명확히 구분되는
응답만을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내국인이 운영하는 국내외의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를 선

택한 응답자를 민간조직 근로자로 하고, ‘정부기관(공무원,

/

/

군인

등)’과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을 선택한 응답자를 공공조직
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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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변수명
유 형

변 수

종속변수

이직의도

전공 일치도

독립변수

교육수준
일치도
기술수준
일치도

개인
특성

(아니오=0, 예=1)
직무와 전공 적합도 설문
(1=전혀 맞지 않음. 5=매우 잘맞음.)
직무와 교육수준 적합도 설문
(1=매우 낮음. 2=낮음. 3=알맞음.)
직무와 기술수준 적합도 설문
(1=매우 낮음. 2=낮음. 3=알맞음.)

turnover

major

education

skill

조사 당시 나이(34세 이하)

age

성별

여성=0, 남성=1

sex

미혼=0, 기혼=1

marriage

여부
고용
조직

안정성

특성

임금
수준

조절변수

이직활동 여부

변수명

나이

결혼
통제변수

조작적 정의

조직유형

현재 일자리 고용형태
(비정규직=0, 정규직=1)
월평균 근로소득(만원)

민간조직=0, 공공조직=1

- 27 -

fulltime

income

organization

제 4 절 분석모형 및 방법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SAS 9.4를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독

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다음으로 직무일치 요인들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연속형 변수가 아닌 명목척도(이직의도 있음=1, 이직
의도 없음=0)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적용하기가 어
렵다.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통상최소제

곱

회귀분석(OLS)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에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의 크기를 확인하거나, 종속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진 확
률을 예측하는데 주로 사용된다(고길곤, 2018).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종속

변수의 기준사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예, 아니오
두 개의 범주를 갖기 때문에 기준사건을 ‘이직활동을 할 확률(π1)’로 정
하고 이직활동을 하지 않을 확률(1-π1)과의 상대적 비율을 비교하려고
한다. 여기서 모형식에 오차항이 없는 이유는

잠재변수를 변환한 모형으

로서 이미 오차항 가정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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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가설1 검증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식
  
ln                    
    
  이직활동을 하는 그룹에 속할 확률
  이직활동을 안하는 그룹에 속할 확률
  전공 일치도
  교육수준 일치도
  기술수준 일치도
  개인적 특성 나이 성별 결혼여부 
  조직적 특성 고용안정성 임금수준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조직유형이 신입사원의 직무일치도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공공
과 민간으로 구분되는 조직유형 더미변수와 세 가지 직무일치도 사이의
상호작용항을 고려한 가설2 모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겠다.

[표 3-4] 가설2 검증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식
  
ln                       
    
        
  이직활동을 하는 그룹에 속할 확률
  이직활동을 안하는 그룹에 속할 확률
  전공 일치도
  교육수준 일치도
  기술수준 일치도
  개인적 특성 나이 성별 결혼여부 
  조직적 특성 고용안정성 임금수준 
  조직유형 더미변수 공공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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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17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토대로 표본
9,812명의 대졸자 청년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 분

빈 도

비율(%)

공공조직(공무원, 공기업)

1,429

14.6

민간조직

8,383

85.4

20세~24세

3,187

32.5

25세~29세

6,291

64.1

30세~34세

334

3.4

여 성

4,210

42.9

남 성

5,602

57.1

결혼

미 혼

9,547

97.3

여부

기 혼

265

2.7

2년제 대졸

2,629

26.8

4년제 대졸

7,183

73.2

고용

비정규직

1,550

15.8

안정성

정규직

8,262

84.2

746

7.6

100만원~200만원

4,463

45.5

201만원~300만원

3,485

35.5

300만원 초과

1,118

11.4

조직유형

나이

성별

학력

월평균
임금
수준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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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현재 일자리 조직유형은 공공조직 1,429명(14.6%), 민간조직
8,383명(85.4%)로 민간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나이는 24세 이하 318명
(32.5%), 25~29세 6,291명(64.1%), 30세 이상 334명(3.4%)으로 20대 후반이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성 4,210명(42.91%), 남성 5,602명(57.09%)으로 남성이 다소

많았으며, 결혼 여부는 기혼 265명(2.7%)보다 미혼이 9,547명(97.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학력의 경우 2년제 대학졸업자 2,629명(26.8%), 4년
제 대학졸업자가 7,183명(73.2%)이다.
고용 안정성 부분은 현재 직장의 종사지위가 비정규직 1,550명(15.8%),
정규직이 8,262명(84.2%)으로 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월평균 임금수준은
100만원 이하 746명(7.6%), 100만원대 4,463명(45.5%), 200만원대 3,485명
(35.5%), 300만원 초과 1,118명(11.4%)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주요 변수의 일반적 특성
1.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종속변수는 이직의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직활동 여부’를 묻는 명목

척도로서 전체 9,812명 중에서 이직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가 2,465명으
로 25.1%를 차지했다. 이직활동이 바로 이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만, 신입사원 4명 중 1명은 이직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비율이라 할 것이다.

꽤

[표 4-2]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변 수

구 분

예

아니오

이직의도

빈도(명)

2,465

7,347

(이직활동 여부)

백분율(%)

25.1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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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그리고 이를 조직유형별로 살펴보면 [그림 4-1]과 같다. 이직활동 여
부에 ‘예’라고 대답한 신입사원의 비율은 민간조직이 26.4%로 공공조직
보다 8.6% 높다. 상대적으로 공공조직이 안정적이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이므로 이직의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비율만
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아

야 한다. 이는 4장에서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림 4-1] 조직유형별 신입사원의 이직활동 여부

2.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전공-직무 일치도의 평균은 5점 척도의 중간인 3점보다 높은 3.11로
나타났고, 3점 척도인 교육수준과 기술수준도 2.5 이상의 높은 평균을 보
였다. 나이는 평균 26세이고 월평균 임금수준은 215만원이었다.

솟

임금수준의 최 값이

–1인 것은 임금을 모르거나 무응답한 유형으로서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제거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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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변 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전공 일치도

9,812

3.11

1.33

1

5

교육수준 일치도

9,812

2.57

0.59

1

3

기술수준 일치도

9,812

2.60

0.58

1

3

나이

9,812

26.02

2.08

20.8

34.9

임금수준

9,812

215.48

85.73

-1

1,000

3. 조직유형별 차이검증
조절변수인 조직유형에 따라 주요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독립표본 t-test는 연속형 변수만 가능
하므로 각각의 직무일치도와 통제변수 중 나이와 임금수준만을 포함하기
로 한다.
그 결과 신입사원 직무일치도의 경우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모두 5점

또는 3점 척도의 50% 수준을 상회하였다. 세부적으로 전공일치, 교육수

뢰

<

준 일치, 기술수준 일치 모두 높은 신 수준(p .0001)에서 조직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세 가지 모두 공공이 민간보다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공조직의 신입사원이 민간조직의 신입사원
보다 더 높은 직무일치도를 보였고, 그중 가장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전공-직무일치도였다.

뢰

나이는 95% 신 수준에서 공공 26.1세, 민간 26.0세로 공공조직의 신
입사원이 평균 0.1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임금수준은 평균만
보면 공공이 216.7만원으로 민간의 215.3만원에 비해 다소 높아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조사대상이 입사 1, 2년
차의 신입사원들이므로 조직에 따른 임금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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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조직유형별 차이검증
공공조직

민간조직

변 수
N

평균

1,429

3.27

1,429

표준

t-test
표준

t

p

1.34

5.10***

<.0001

2.56

0.59

5.69***

<.0001

8,383

2.58

0.58

7.64***

<.0001

2.06

8,383

26.00

2.09

2.42**

.0155

65.11

8,383

215.3

88.77

0.70

.4815

N

평균

1.23

8,383

3.08

2.65

0.54

8,383

1,429

2.69

0.51

1,429

26.14

1,429

216.70

편차

편차

전공
일치도
교육수준
일치도
기술수준
일치도
나이
임금
수준

***p

<0.01 **p <0.05 *p <0.1

제 3 절 상관관계 분석
데이터 분석에서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는 상관계수 값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4-5]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 및 통제

낸 것이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나타

+

대체로 직무일치도 3개는 서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특히 기
술일치도와 교육수준 일치도의 상관계수가 0.7로 가장 높은 편이다. 통제
변수 중 나이 요인은 3개의 직무일치도와 약한 부(-)의 상관을 나타내고

+

있으며, 임금수준도 직무일치도와 모두 정( )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나이와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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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변수 간 피어슨 상관계수
1
1. 전공 일치도

2

4

5

1

2. 교육수준 일치도

0.21

***

3. 기술수준 일치도

0.19

***

4. 나이

-0.02

5. 임금수준

0.17

***p

3

1
0.70

**

***

-0.02

***

0.11

1

**

-0.03

***

0.12

***

***

1
0.33

***

1

<0.01 **p <0.05 *p <0.1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7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팽

VIF)를

데 공차한계와 분산 창계수(
평가해볼 수 있다. 보통

뢰

통해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한지

VIF 값이 10 이하이고 공차가 0.1 이상인 경우

회귀분석의 결과를 신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표 4-6]에 따르면 각 변수간

VIF 값이 2 미만이고 공차한계

가 0.5 이상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의 변수 설정 및 분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6]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간 다중공선성 진단
변 수

공차한계(TOL)

분산팽창요인(VIF)

전공 일치도

.91414

1.09392

교육수준 일치도

.50274

1.98910

기술수준 일치도

.50538

1.97871

나이

.69921

1.43018

임금수준

.71770

1.3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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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모형 평가 및 가설 검증
1.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모형 평가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입사원의 직무일치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조직유형에 따라 조절효과를 갖는
지 검증하는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통제변수를 단계적으로 투
입하여 회귀모형을 검증하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회
귀분석을 하는 이유는 통제변수로 고려한 특성들을 순차적으로 대입해보
면서 모형적합도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통제변수가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회귀계수를 갖는 설명변수를 찾기 위함이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만을, 2단계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중 개인적
특성(성별, 나이, 결혼 여부)을,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전부
를, 마지막 4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조절변수까지 포함하여

[표 4-7]과 같이 4가지 모형을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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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단계적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 검증결과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기준
범주)

β

상수

1.270

전공
일치도
교육수준
일치도
기술수준
일치도

β

exp

exp

0.175

β

exp

β

exp

-0.602

-0.369

-0.164***

0.849

-0.161***

0.851

-0.109***

0.897

-0.104***

0.901

-0.424***

0.654

-0.429***

0.651

-0.393***

0.675

-0.392***

0.676

-0.319***

0.73

-0.323***

0.724

-0.270***

0.764

-0.257***

0.774

0.030**

1.031

0.063***

1.065

0.064***

1.066

-0.221***

0.802

-0.166***

0.847

-0.163***

0.850

-0.368***

0.692

-0.345***

0.709

-0.352***

0.704

0.292***

1.340

0.296***

1.345

-0.002***

0.998

-0.002***

0.998

-0.202***

0.817

나이
성별
(남)
결혼여부
(기혼)
고용
안정성
(비정규)
임금수준
조직유형
(공공)
Max-re
scaled R2
HL

***p

.0692

.0815

.1094

.1136

p=0.0389

p=0.0313

p=0.0775

p=0.0305

<0.01 **p <0.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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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2은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값인데, 아무래도 종속변수가 범
주형 자료이다보니 일반적인 회귀분석보다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는
하다. 본 연구에서도 R 2값이 높지는 않으나 변수가 추가될수록 .0692에
서 .1136으로 점차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이는 종속변수인 이직의도
를 설명하는 통제변수의 설정이 타당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램쇼(Hosmer

그리고 로지스틱의 경우 호스머-

w

and Lemesho , HL)

통계량을 이용하여 모형 적합성을 주로 판단한다. HL 통계량의 귀무가

찰

설은 “기대빈도와 관 빈도가 큰 차이가 없다”이며, 이를 기각하지 못할
경우 모형이 적합함을 의미한다(고길곤 2018, p91).
단계적 모형의 HL 통계량을 보면 모형3만 p값이 0.05 이상으로 기각
되어 예측모형과 실제모형 간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모
형1과 모형2처럼 직무일치도만으로는 이직의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조직적 특성을 통제해야 모형
이 적합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실제로 모형3은 가설1의 회귀모형이다.
한편 모형4는 조직유형 변수만 포함하고 독립변수와의 상호작용을 고
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의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직무일
치도와 조직유형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형은 가설2 검증모형으로서
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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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2.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1 직무일치가 신입사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우선

–2 Log L 값이 변수를 넣기 전과

후가 10 이상 차이가 나고, HL 통계량이 0.05 이상으로 기각되었으므로
가설1의 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8] 가설1 모형의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변 수

β

표준편차

Exp(B)

p

전공 일치도

-0.109***

0.019

0.897

<.0001

교육수준 일치도

-0.393***

0.056

0.675

<.0001

기술수준 일치도

-0.270***

0.056

0.764

<.0001

나이

0.063***

0.014

1.065

<.0001

성별(남)

-0.166***

0.028

0.847

<.0001

결혼여부(기혼)

-0.345***

0.091

0.709

0.0002

0.292***

0.034

1.340

<.0001

-0.002***

0.000

0.998

<.0001

(기준범주)

고용안정성
(비정규직)
임금수준

-2 Log L

11061.55 → 10307.80

HL

 =14.166 (p=0.078)

모형적합

Max-rescaled R2

***p

.1094

<0.01 **p <0.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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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오즈비(odds ratio,

x

e p)를 활용하는데 오즈비가 1보다 크면 독립변수가 증가할 때 종속변수
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1보다 작을 경우 독립변수가 증가할 때 종
속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우선 전공 일치도의 회귀계수가 음(-)이고 오즈비가 0.897이므로, 직무
일치도가 증가할수록 이직활동 여부에 ‘예’라고 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
로 작아진다는 의미이다.
교육수준과 기술수준 역시 회귀계수가 음(-)이고 오즈비가 1 이하이므

짐

로, 직무와의 일치도가 증가할수록 이직의도가 낮아 을 의미한다. 특히
교육수준 일치도의 오즈비가 0.675로 가장 낮다.

범주형 변수는 해석할 때 기준범주에 유의해야 한다. 성별의 경우 기
준이 남성이므로 오즈비가 0.847이라는 것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해석하면 남성, 기

혼, 정규직일수록 이직의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신입사원의 직무일치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조직유형이 유

칠 것이라는 가설2의 검증을 위해 직무일치도와 조직유

의미한 영향을 미

형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4-9]와 같다. 조직유형 변수를 위주로 살펴보면 공공조직
의 신입사원이 민간의 신입사원에 비해서 이직활동을 할 오즈가 1.392배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민간조직 신입사원의 이직활동
비율이 공공보다 높았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라서 매우 흥미롭다. 회귀분
증가한다. 이것은

석은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적인 비율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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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가설2 모형의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변수(기준범주)

β

표준편차

Exp(B)

p

전공 일치도

-0.160***

0.030

0.852

<.0001

교육수준 일치도

-0.440***

0.093

0.644

<.0001

기술수준 일치도

-0.308***

0.096

0.735

0.0014

나이

0.066***

0.014

1.068

<.0001

성별(남)

-0.164***

0.029

0.849

<.0001

결혼여부(기혼)

-0.354***

0.091

0.702

0.0001

고용안정성
(비정규직)

0.302***

0.034

1.353

<.0001

임금수준

-0.002***

0.000

0.998

<.0001

조직유형(공공)

0.331*

0.196

1.392

0.0910

전공일치도
×조직유형

-0.070**

0.030

0.932

0.0207

교육수준일치도
×조직유형

-0.061

0.093

0.941

0.5117

기술수준일치도
×조직유형

-0.064

0.096

0.938

0.5063

-2LL

11061.55 → 10267.89

HL

 =13.1386 (p=0.1072)

모형적합

Max-rescaled R2

***p

0.1149

<0.01 **p <0.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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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직유형과의 상호작용항을 보면 오즈는 0.932배로 줄어들고

뀐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직무-전공일

회귀계수의 방향이 음(-)으로 바

치도가 공공조직에서 신입사원의 이직활동 가능성을 상쇄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공일치도가 1일 때 공공과 민간의 신입사원 이직의도 차이가
0.331이라면 일치도가 1

씩 증가할 때마다 그 두 그룹의 차이가 0.07만큼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는 전공과 직무의 일치도를 높인다면 공공조직 신
입사원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의도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과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직무일치도가 증가해도 공공과 민간의 신입사원 이
직의도 차이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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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한계효과 분석결과
앞에서 제시한 [표]의 회귀계수는 로그-오즈(로짓)에 대한 회귀계수이

므로 일반적인 회귀분석처럼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
이 있다. 회귀계수의 크기를 이용해 바로 종속변수의 선택확률을 직접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신입사원이 이직활동을 할 상대
적 확률을 계산하여 이를 한계효과 그래프로 시각화해보았다.

떻

로지스틱처럼 비선형모형의 경우 다른 변수 값의 크기를 어 게 고정
하는지에 따라 확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독립변수는 평균값으
로 고정하고, 관심 있는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이직활동 확률값을 계
산하였다. 범주형 통제변수의 경우는 평균이 아닌 기준범주를 지정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이직활동을 할 확률이 높은 그룹인 여자, 비정규직, 미

혼으로 설정하게 되면 좀 더 확실한 감소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본 연
구는 성별과 정규직 여부보다 조직유형의 차이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기준범주를 남자, 정규직, 미혼으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4-2] 전공일치도의 한계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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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교육수준 일치도의 한계효과 분석

짐

전공, 교육수준, 기술수준 직무일치도가 높아 에 따라 신입사원이 이
직활동을 할 확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세 가지
변수 중 교육수준-직무일치도가 가장 큰

폭으로

확률이 줄어들었으며,

이직의도 감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4] 기술수준 일치도의 한계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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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조직유형에 따른 전공 일치도의 한계효과 분석

전공일치도가 신입사원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효과는

앞서

확인한 바

있다. 한계효과 그래프를 보면 이러한 효과는 공공조직에서 더욱 두드러
지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공공과 민간 모두 전공일치도가 가장 낮은 1점일 때는 이직활동을 할

슷

확률이 20% 초반으로 비 한 수준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전공일치도가
5점으로 높아지면 공공조직 신입사원의 이직활동 확률이 민간조직보다
10% 정도 낮아진다.
이는 전공과 직무의 일치도를 높인다면 공공조직 신입사원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의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채용제도에 적용한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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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고용안정성에 따른 전공 일치도의 한계효과 분석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이지만 이직의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고용
안정성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왼쪽 그래프의

비정규직이 오른쪽인 정규직보다 이직활동을 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규직은 전공일치도가 5점일 때도 이직활동을 할 확

폭 낮아진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전공일치도가 높아질수록 이직
활동을 할 확률이 감소되는 폭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이직
률이 소

의도가 높은 그룹인 비정규직에서 전공일치도가 이직의도를 낮추는 효과
가 더 선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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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신입사원의 직무일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설 검증결과는 [표 5-1]과 같다.

[표 5-1] 가설 검증결과
구분

내

용

검증결과

가설 1-1. 전공-직무일치도가 높을수록 신

채택

입사원의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1

가설 1-2. 교육수준-직무일치도가 높을수록
신입사원의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 1-3. 기술수준-직무일치도가 높을수록
신입사원의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 2-1. 전공-직무일치도가 신입사원의

채택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유형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2. 교육수준-직무일치도가 신입사원
가설2

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유형에

기각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3. 기술수준-직무일치도가 신입사원
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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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고

우선 전공과 직무의 일치도는 이직의도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교육수준과 기술수준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결국, 본인이 하고 있는 직무와 전공, 교육수준, 기술수준이 일치
할수록 이직활동을 할 확률, 즉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은 모두 채택되었다.
신입사원의 직무일치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조직유형이 유의미한 영

칠 것이라는 가설2의 검증을 위해 직무일치도와 조직유형의 상호

향을 미

작용항을 포함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공공조직의 신입사원이 민간조직보다 상대적으로
이직활동을 할 확률이 높았는데, 전공 일치도가 높아질수록 민간조직과
의 차이가

완화되는 효과를 보였다. 즉 전공-직무일치가 신입사원의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조직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반면에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과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직무일치도가 증가해도 공공과 민간의 이직의도

차이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2와 2-3은 기각
되었다.

- 48 -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를 통해 전공, 교육수준, 기술수준의 직무일치도를 높이면 신입
사원의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음을 검증하고, 민간에 비해 공공조직 신입
사원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의도를 전공-직무 일치도가

완화할

수 있

다는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직무일치에 대한 연구는

텔 종사원(문강인, 2013), 외식업 종사자(이상정, 2006) 등과 같은 특정
직업군에 한정하거나 또는 특정 기업의 설문조사를 통한 경우가 대부분
호

인데, 본 연구는 다양한 직무에 종사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에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용이하다는 가치를 지닌다.

또한, 근무연수가 혼재된 일반 직장인 조사가 아닌 신입사원에 연구대
상을 한정하였고, GOMS라는 대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대졸 청
년층의 직무일치와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공했다는 점이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가 주로 리커트 5점 척도의 설문조

친 것에 반해, 본 연

사 데이터로 회귀분석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그

구는 이직의도를 좀 더 구체적인 이직활동 여부로 변수를 채택함으로써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직활동을 할 확률을 계산
하고 이를 시각화한 한계효과 그래프를 제시할 수 있었다. 직무일치와
조직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률로 예측하고 시각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이직의도를 분석할 때 보통은 입사 이후의 요인 즉 직무만족이나
보상 등 조직적인 요소를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입사 전의 요인에

힌

대한 인과결과를 밝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직무일치는

채용단계에서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므로 기업과 입사자 모두에게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인적자원관리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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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공과 직무의 일치도를 높이는 것이 특히 공공조직 신입
사원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의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채용

단계에서 이직관리가 가능함을 검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대학의 전공 선택이 성적순이거나 취업의 도구화가 되었다는 비관론이
있으나 김우영(2017)은 전공만족도와 직장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며, 대

학졸업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직업이나 취업전망보다 적성과
흥미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처럼 여전히 전공이 본인의 적성을 반영하고 취업시 주요한 고려요
소가 되며, 본 연구에서 이직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확인
하였다.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선입견과 편견 없는 공정한 채용을 지향하는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불필요한 스펙과 함께 전공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까지 함께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블라인드 채용과 같은 능력중심 채용제도가 직무 중심의 선발을 통해
입사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블라인드 채용전형에 전공 요소를 포함하
는 것은 특히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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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위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들이
있다. 첫째, 패널자료가 아닌 특정 시점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내생성과 동일방법 편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GOMS는 총 50p 정도의 많은 질문을

담은 복합적인 조사이므로

특정 연구를 위해 직무일치와 이직의도만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했을

때보다 연구자의 의도대로 대답하거나 바람직한 대답만 하는 문제점은

완

일부 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양적연구로서의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직무일치와 이직의도에
관하여 양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수치와 확률로 표현할 수
는 있었지만 이에 대한 해석과 추론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민간보다 이
직률이 낮은 공공조직에서 신입사원의 이직의도가 왜 더 높은지, 공공조
직에서 전공일치도가 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원인분석에는 한계가

뷰

완

있었다. 이를 위해 해당 그룹 인터 나 질적 연구가 보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를 위해 별도로 설문을 구성하여 조사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조사된 공개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블라인드 채용제도 입사여부 항목과
같은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채용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비교가 가능했을

텐데 본 연구의 관심 사항을 다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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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Job Match on the
New Employee’s Turnover Intention

- Focusing on the Public-Private Distinction 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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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Statistics Korea’s 2018 Economic Census Survey,
average job tenure of first-time employee

wage

x

earner is only one year and si

whose employment type is

months. And 62.8% of those

quit their first jobs. While it is difficult to get a ‘good job’, more
than half of the young people
company for various reasons.

w

High turnover rate of ne
high

youth

unemployment

who

have been employed leave the

recruits is being a structural cause of
rate,

and

the

unemployment due to job mismatch is getting

w graduates move to labor market.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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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worse

of

youth

every year as

Also from government side, ability-based recruitment policies such
as the Blind Re cruitment policy are being promoted by public

enterprises to solve this job mismatch problem of the young people.
Given this social background, research subjects of this study are as

w First is, ‘If we increase level of job match at the recruitment
stage, can we weaken turnover intention of the new employees?’
Second is, ‘Is there any difference in the effect of job match on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organization in which new
follo s.

employees are involved?

For

this study,

I

I

used 2017 GOMS data provided by the Korea

w

Employment nformation Service to classify ne

college graduates

who currently work in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9,812 individuals excluding
missing values of the main variables required for the study.

Specifically, the effect of three job match variables such as majors,

education level, and skill level on turnover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 F

was

verified through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 s. irst of all, all three of job

w

match sho ed a significant effect on

weakening

the turnover

intention. As job match increases, employees are more likely to
belong to a group that does not have a turnover activity. Especially

education level match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turnover intention.

weakening

the

w employees in public organizations are more likely to have
a turnover activity than those in private organizations. As the degree
And ne

of job-majors match increases, difference in turnover intention

w

z

bet een organi ational types is dimi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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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we

can see job-majors match is likely to reduce turnover

w employee in public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ducation/skill
match and the type of organization.
In addition I visualized the logistic by analyzing marginal effect
because it is difficult to directly explain the change of dependent
variable through regression coefficient. I predicted probability of job
turnover and organizational type impacting on turnover intentions by
calculating relative probability of new employees‘ turnover.
activity of a n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w

bet een job match and turnover intentions of general college

graduates in Korea using representative data from

'GOMS'

and

suggests an implication on unemployment rate caused from job
mismatch and successful settlement of Blind Re cruitment system.

Keywords : job match, new employee, turnover intention,
logistic, marginal effect, blind recru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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