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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

회화 및 이직의도의 구조적 관계와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및 조직사회화와 이

직의도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있었다. 연구 목적

의 달성을 위해 첫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

사회화 및 이직의도의 인과모형을 설정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

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하였다. 

셋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주도적 행

위와 조직사회화의 매개효과를 구명하였다. 넷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

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및 조직사회화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의 조

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대학을 졸업한 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입사 5년 미만의 

초기경력자 전체이었다. 이 연구의 모집단인 중소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종사 분야, 

업체 등을 목록을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경력 5년의 초기경력자에 관한 정

보를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 또한 기업규모, 매출액 등의 편차가 커, 하나의 동일 특

성을 가진 집단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후 강소기업에 근무하고 있

는 입사 5년 미만의 초기경력자를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집크기는 층화표

집, 군집 표집, 비율 표집을 활용하여 총 46개 기업, 430명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도구

는 이직의도,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 및 일과 삶의 균형 측정도구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연구 목적에 맞게 선정하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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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으며,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배포된 430부의 설문지 중 327부

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327부 중,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를 제거한 308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0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

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t검정, F검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Mplus 

6.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잠재조절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

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및 조직사회화는 이직의도를 예측하는데 적합

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부

적 영향을 미쳤으며, 주도적 행위 및 조직사회화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이직의도에 

간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주도적 행위는 이

직의도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조직사회화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이직의

도에 간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쳤다. 넷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사회화는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일과 

삶의 균형은 조직지원인식 및 조직사회화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소기

업 이외의 다양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소

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 및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바탕으

로 한 연구모형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직업세계 진입, 

적응, 유지에 관한 질적 연구도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의 현장 

활용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주도적 행위 발

현 및 안정적인 조직사회화를 위해 조직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대

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 감소를 위하여 조직적, 개인적 노력을 병행하고, 셋째, 일

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

력자 중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자료 수집과 이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어: 이직의도,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 일과 삶의 균형, 중소기

업 대졸 초기경력자, 잠재조절 모형

학  번: 2015-3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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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힘겹게 입사한 직장을 떠나려는 초기경력자의 이직 문제는 사회경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한 취업포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에 취직한 초기경력자 다섯명 

중 네명은 이직을 희망하며, 세명 중 한명은 실제 이직을 위해 구직정보를 수집하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등 이직을 위한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실행하고 있다(중앙일보, 2019). 회사를 다니면서 구직을 하는 ‘취업반수생’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이다. 이와 같이 초기경력자가 현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소

속된 조직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조직 생활을 지속해나가는 것은 개인은 물론 동료 

및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초기경력자의 잦은 

이직은 신규 직원의 모집, 선발 및 초기 훈련 비용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우리나라 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심각한 인재난을 

경험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졸자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한국중소기업학회, 2017), 중소기업의 

이직률은 전통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한국고용정보원, 2018). 특히 중소기

업 근로자 중 초기경력자의 평균 퇴사율은 37.2%로, 대기업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잡코리아, 2018).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조직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부족

한 근로자의 이직은 기업에게 신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해 주기도 한

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인적자원의 질이 높지 않다고 평가받는 중소기업의 실정에

서, 상대적으로 높은 역량을 가진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은 조직의 역량과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강인주, 정철영, 2015). 이러한 악순환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다.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

자와 이들의 이직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주홍

석, 정철영, 2015; 황영훈, 2017; Nolan & Garavan, 2016), 중소기업의 이직은 당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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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가피한 현실로 치부되어, 관련 연구는 대기업에 치중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

한다.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실제 이직 행동(actual 

turnover behavior)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이직 행동을 연구하는 데에

는 표집, 측정, 통계 분석 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직 행동에 관한 연구는 이직자와 

비이직자를 구반하여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표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무선 표집

과 익명성 담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Cohen, Blake, & Goodman, 2016; Dalton, 

Johnson, & Daily, 1999). 이직을 결과변인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직을 완료

한 구성원을 추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 자신의 이직에 영향

을 미친 선행요인을 회고하여 측정하는 관계로, 신뢰성 있는 결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문영주, 2010). 이직 행동은 이직과 잔류라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 이

분 변수이기 때문에 통계 분석의 활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한이 있다. 이로 인해 이

직 관련 연구에서는 이직 행동의 대리 변인(surrogate variable)으로 이직 의도

(turnover intention)를 활용하고 있다. 

이직의도가 실제 이직 행동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이직의도 자체가 야기하는 부정

적인 영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직의도는 실제 이직 행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라는 것이 관련 이론과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

다(Hom, Mitchell, Lee, & Griffeth, 2012; Tett & Meyer, 2006). 계획된 행동이론

(planned behavior theory)에 따르면, 의도는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최선의 단일 변

인으로 여겨진다(Ajzen, 1991; Fishbein & Ajzen, 1975). 경험적 연구에서도 이직의도

는 개인의 이직 행동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o & Lewis, 

2012; Griffeth, Hom, & Gaertner, 2000; Lee & Whitford, 2007). 이직의도가 이직 행

동으로 직접 발현되지 않더라도, 이직의도를 가진 조직 구성원은 조직에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친다. 이직의도가 높은 근로자는 결근, 지각과 같은 철회 행동(withdrawal 

behavior)이 자주 발생하며(Hom et al., 2012), 조직시민행동이 감소하고(Coyne & 

Ong, 2007), 반생산적 업무 행동이 증가한다(Kim & Kao, 201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

면,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직의도도 높다는 점, 이직의도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문제가 된다는 점,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 

관련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직의도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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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직의도 자체가 개인 및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이직의

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조직사회화이론(organizational socialization theory)은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와 직무

태도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 중 하나이다(Ashforth, Sluss, & Harrison, 2008; Chao, 

O’Leary-Kelly, Wolf, Klein, & Gardner, 1994). 직업세계에 처음으로 진입한 초기경

력자는 직무 수행과 조직 생활에 필요한 요령을 터득(learn the ropes)하는 조직사회

화의 시기를 경험한다(Wanberg, 2012). 초기경력자의 적응 실패가 조직 내에서의 반

생산적 업무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궁극적으로 이직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조직사회화는 이직의도 및 이직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oltom et al., 2008). 

국내에서 조직사회화와 이직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김상표, 김태열, 2004; 박

지희, 백지연, 2016; 오진주, 김진모, 2015; 주홍석, 정철영, 2015; 황영훈, 2016), 중소

기업 근로자의 조직사회화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 연구의 필요성이 지적(주홍석, 정철

영, 2015; 황영훈, 2016)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 조직사회화가 이직의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관련 변인이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개인의 조직사회화에는 기업과 개인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졸자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감안하여볼 때, 조직이 구성원들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구성원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믿음을 

의미하는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직

지원인식은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잔류의도를 증진시키는 반면, 이직의도는 감소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hoades, Eisenberger, 2002). 또한 조직지원인식은 조직

사회화에 있어 필수적인 적극적인 사회화 행동(Ashford & Black, 1996)을 촉발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도적 행위(proactive behavior)는 적극적인 사회화 행동의 한 유형으로,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사회화를 촉진할 수 있는 주요 개념이다. 입사 후에는 입사 

전에는 확보하기 어려웠던 양질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새로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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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조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해 간다. 주도적 행위는 정

보탐색행위의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초기경력자의 조직사회화를 통한 직장 및 

직업 적응 뿐만 아니라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Kammeyer-Mueller & Wangberg, 2003).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인 중소기업의 대졸 초기경력자의 ‘일’에 대한 인식은 기존 

세대와는 크게 다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선정되었으며(강우란, 배노조, 정지영, 2006), 젊

은 세대의 직장인일수록 일을 위해 삶을 희생하기보다 진정한 성공은 삶 전체의 행복

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김정운, 박정열, 2004). 이러

한 점을 감안하여볼 때,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는 조직 및 개인 차원에서의 조직사

회화 노력을 통한 이직의도의 감소 뿐만 아니라 개인이 일과 일 이외의 영역에서 시

간과 에너지를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삶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고 삶에 대해 만족스러

워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일과 삶의 균형이 확보되었을 때, 현재의 조직에 잔류하며, 

만족스럽게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연구는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구명함으로써, 대기업에 치중되어 왔던 이직의도 관

련 연구 분야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변인 간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의 조

절효과를 구명하여,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가 일과 그 외의 삶의 영역에서도 만족하

는 초기경력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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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

회화 및 이직의도의 구조적 관계와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및 조직사회화와 이직

의도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있다. 연구 목적의 달

성을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 및 이직

의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한다.

둘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 및 이직

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주도적 행

위와 조직사회화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넷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및 조직사회화와 이

직의도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의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3. 연구 가설

이 연구의 목적 및 목표에 따라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

은 연구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 1.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 일과 

삶의 균형 및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구조관계를 예

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가설 2.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 및 이직

의도는 서로 간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은 주도적 행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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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2.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사회화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주도적 행위는 조직사회화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은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주도적 행위는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6.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사회화는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 및 이직의

도 간 관계에서 주도적 행위 및 조직사회화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3-1.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주도적 행위는 조직지원인식과 조직사회화

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2.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사회화는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3.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사회화는 주도적 행위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4.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은 주도적 행위와 조직사회화

를 이중매개하여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일과 삶의 균형은 조직지원인식과 주도적 행위 

및 조직사회화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1.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일과 삶의 균형은 조직지원인식이 이직의

도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강화할 것이다.

가설 4-2.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일과 삶의 균형은 주도적 행위가 이직의도

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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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3.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일과 삶의 균형은 조직사회화가 이직의도

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강화할 것이다.

4. 용어 정의

가.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

중소기업이란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대상 및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란 

35세 미만이고, 4년제 일반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현재 직장에 근무한 경

력이 5년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나. 이직의도

Tett와 Meyer(2006) 및 Giffen(2015)의 이직의도 개념을 종합하여, 이직의도란 ‘개인

이 재직 중인 조직을 떠나려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의지의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직의도는 Mobley(1982)가 개발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조직지원인식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는 조직이 구성원들을 가치있게 여

기며,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수단적, 정서적 지원의 수준에 대한 구성원들의 믿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조직지원인식은 수단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의 두 가지 하위변

인으로 구성되며, Eisenberger, Fasolo, Davis-LaMastro(1990)가 개발한 도구를 토대로 

김은광(2012)이 사이버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활용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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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도적 행위

주도적 행위(Proactive Behavior)는 대졸 초기경력자가 통제력에 대한 느낌을 증대

시키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적극적인 사회화 행동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Ashford와 Black(1996)이 개발한 도구를 주홍석(2014)이 번안한 도구에 응

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조직사회화

조직사회화(Organizational Socialization)는 초기경력자가 직무능력, 조직에 대한 이

해, 동료와의 지원적 관계를 확보하고, 조직의 경력경로를 수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조직사회화는 Taormina(1997)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조직사회화 도구를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실정에 맞게 연구자가 번안 및 타당화한 도구

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바.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은 개인이 일과 일 이외의 영역에서 시간과 에

너지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삶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고,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김정운, 박정열, 2008). 이 연구에서 김정운, 박정열(2008)이 개발 및 

타당화한 일과 삶의 균형 도구에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

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개별 중소기업의 특성을 통제하고, 표집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전

체 중소기업 중 재직자 100인 이상의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표집을 실시하였다. 따라

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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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개념 및 특성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라는 개념은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라는 세 단어의 

합성어로써, 이를 풀어쓰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대졸의 학력을 가진 경력 초기 단계

에 해당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대상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 가지 내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소기업의 개념과 범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 둘째, 대졸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대졸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서 겪게 되는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경력의 초기 단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초기경력단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가? 이 절에서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대졸자 및 초기경력자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고

자 한다.

가. 중소기업의 개념 및 특성

1) 중소기업의 개념

중소기업의 개념은 대기업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

한 정의는 각 국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차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범위는 

경제구조,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차별화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쉽

지 않다. 일반적으로 국외에서는 주로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액 또는 둘 중 어느 하

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국내·외 중소기업 범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2018, pp. 9-15) 참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마찬

가지로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액이라는 이원화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 1월 1일부터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개편되었다(표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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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우리나라는 관련 법령(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과 요건을 정의하고 있다(중소기업기본법, 201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상법상 회사) 또는 개인 사업자, ②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③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서는 업종별 매출액, 자산 총액 등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 적용대상 요건을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용대

상의 요건은 ①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고(예: 기업의 주된 업종

이 1차 금속 제조업일 경우, 평균매출액 기준은 1,500억 원 이하), ②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 중,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 기업은 제외되며, ④ 영리

기업인 경우에는 관계기업 적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중소기업중앙회, 2018).

구분 전체 기업
중소기업

개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및 요건을 충족한 기업

사업체
수 3,550,929 3,547,101

비율 (100.0) (99.9)

종사자
수 17,468,405 14,357,006

비율 (100.0) (82.2)

주: 전체 산업 및 중소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중소기업중앙회(2018)에서 작성한 2016년 
기준 경제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편 및 가공하였음.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18). 2018년 중소기업 현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표 Ⅱ-1> 중소기업의 개념 및 일반 현황 (단위: 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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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인력 현황 및 인적자원개발 특성

중소기업 인력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Ⅱ-2>와 같다. 중소기

업 당 상시근로자의 평균 인원은 제조업이 17.2명, 건설업이 11.6명, 서비스업이 11.2

명이며,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근로자의 비율은 업종별로 59.6%에서 72.1% 사이이

다. 대졸 학력(전문대학 및 4년제 일반대학)을 가진 근로자의 비율은 43.3%(제조업)에

서 72.1%(서비스업) 가량이고, 30대 이하의 비율은 약 30% 가량이다. 중소기업의 이직

률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보면 서비스업이 18.2%로 타 업종(건설업: 11.7%, 제조업: 

11.5%) 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18a, 2018b, 2018d).

인적자원개발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은 대기업의 축소판으로 여겨지고 있다(Hill & 

Stewart, 2000). 그러나 중소기업의 독특한 특성은 대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단순히 

대기업 인적자원개발의 무엇으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선행연구에서는 인적자원개발

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의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

은 대기업에 비해 가용 자원에 제약이 존재한다(Garavan, Watson, Carbery, & 

O’Brien, 2016; Hill & Stwert, 2000; Nolan & Garavan, 2016). 중소기업의 제한된 자

원으로 인해 형식적인 교육훈련(Formal Training & Development)에 투여할 시간과 인

력, 예산이 충분하지 못 하다(박윤희, 2012).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은 일터 중심의 무형식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나, 이러한 형식성(fomality)의 부족은 

구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평균 인원 17.2 11.6 11.2

재직 기간 5년 이하 
근로자 비율

63.4 59.6 72.1

대졸자 비율 43.3 76.1 55.6

최근 1년간 이직률 11.5 11.7 18.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2018a). 2017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 건설업 -. 서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2018b). 2017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 서비스업 -. 
서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2018d). 2017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 제조업 -. 서울: 
중소벤처기업부.

<표 Ⅱ-2> 중소기업 인력 현황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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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의 실천가 및 연구자로 하여금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을 열

등하거나, 간간히 이루어지는 과업으로 간주하게 만든다(백평구, 2016; Bryan, 2006; 

Nolan & Garavan, 2016). 또한 중소기업 내에 인적자원개발 전문가가 일반적으로 부

재하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실천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Hill & 

Stewart, 2000). 

둘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복잡성이 낮고, 소유 경영자(owner manager)와 경

영진(이하의 내용에서는 별도의 표시가 없을 경우 경영진으로 통칭)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Hill, 2004; Hill & Stewart, 2000; Nolan Garavan, 2016).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

해 내부의 불확실성이 낮으며, 소유 경영자 및 경영진이 근로자와 보다 가깝게 연결

되어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와 의사결정이 근로자에게 개별적이고, 일

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피드백은 보다 즉시적이고, 과업의 진행 과정을 근거리

에서 확인할 수 있다(Hill & Stewart, 2000). 따라서 중소기업에서 경영진의 경영 능력

과 리더십, 특히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인식, 관심 및 태도는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의 

실천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받는다(Garavan et al., 2016; Nolan & 

Garavan, 2016). 

셋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시장의 상황에 반응적(reactive)이기 때문에 장기

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인적자원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Beaver & 

Hutchings, 2004; Hill & Stewart, 2000; Taylor, Shaw, & Thorpe, 2004). 과정적인 관점

에서 볼 때, 중소기업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은 기업 활동의 주변부에 위치하며(백평구, 

2016), 교육훈련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선별적으로 이루어지

고, 교육훈련 실시 성과를 평가할 자원이나 전문성도 부족하다. 따라서 교육훈련의 

계획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며, 조직의 계획 및 목표와 인적자원개발 활동 간의 연계

도도 낮은 편이다(Hill & Stewar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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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졸자의 개념, 현황 및 특성

1) 대졸자의 개념

대졸자란 대학졸업자의 약어로, 일반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를 의미한다(고등교육법, 201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는 대학(전문대학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이하의 내용에서는 별다른 표기가 없을 경우 ‘4년제 일반대학’으로 통칭함), 산업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

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가 있다. 국내 대졸 초기경력자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연구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육대학의 경우, 대학 설립과 운영의 목적이 상대적으로 뚜

렷하고(초·중등 교원 양성), 그 외의 대학(산업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

교)의 경우, 재학 및 졸업자의 특성이 대학 및 전문대학에 비해 매우 다양(예: 재직자

가 전문기술 함양을 위하여 기술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은퇴자가 교양을 쌓기 위하여 

원격대학을 등록하는 경우 등)하기 때문이다.

대졸 초기경력자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대졸자의 범위는 전문대학 졸업자(이하 전

문대졸자)를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4년제 일반대학을 졸업한 자로 한정(장원섭, 김민영, 2008; 주홍석, 2014)한 반면, 여러 

연구에서는 전문대졸자를 포함(이영민, 임정연, 2010; 임정연, 이영민, 2013; 장서영, 

장원섭, 2008; 장원섭, 김소영, 김민영, 김근호, 2007)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연

구 목적과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중소기업 재직 대졸자 중 전문대졸자의 비중이 40% 이상

으로, 전문대졸자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대졸자 전체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

다. 또한 전문대졸자와 대졸자 간에 입직 전의 경력에 관한 인식과 입직 후의 경력발

달에 큰 차이가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대졸자’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서 정의하는 고등교육기관 중 4년제 일반대학(대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의

미하며,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둘 간의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4년제 

일반대졸자’와 ‘전문대졸자’를 별도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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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졸자의 현황 및 특성

2017년 기준 4년제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는 총 328개교(4년제 일반대학: 191

개교, 전문대학: 137개교)로, 대졸자의 수는 492,515명이다(교육부, 2018). 2017년 고등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1)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의 취업률은 62.6%, 

전문대학의 취업률은 69.8%로,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4년제 일반대학에 비해 7.2% 가

량 높다. 전체 취업자 276,777명 중, 중소기업 취업자는 133,17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8.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조직사회화 이론에 따르면 입사할 조직에 대한 기대와 지식은 경력 초기의 직장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소기업은 대졸자에게 그리 선망받는 직장으로 인식되지는 

않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

기관(25.4%), 공기업 및 공사·공단(19.9%), 대기업(15.1%)의 순인 반면, 중소기업을 선

호하는 청년층의 비율은 3.7%에 불과하다(통계청, 2017). 국내 주요 대학에 재학 중인 

취업 준비생 4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은 취업 가능성은 가장 

높지만, 취업하고 싶지는 않은 직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없는 응답자들은 급여가 낮고(1순위), 근무환경이 열악하며(2순위), 사회적 인정을 받

기 어렵다는(3순위) 이유로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다(한국중소기업학회, 2017).

대졸자는 일과 생활의 양립(Work-Life Balance)을 위하여 적정 시간 동안 근무하고, 

근무 중에는 수평적인 문화 속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 전국의 취업 준비생 2,0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구직자는 적절한 근로시간, 복리후생, 고

용안정성을 중요한 직장 선택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야근과 회식이 없고(25.0%), 

권위적이지 않고 수평적인(24.6%) 기업 문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정책연

구원, 2017).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일과 가정생활의 우주도에 있어 일을 우선시한다

는 응답자의 비율이 절반 이하(43.0%)로 감소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우주도가 비슷하

다는 응답 비율(42.9%)이 크게 상승한 통계청(2017)의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34세 미만의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는 산술적으로 보았

을 때, 1984년에서 1998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로 한정된다. 학자별로 이 시기에 태어

1)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본교, 분교 및 캠퍼스만 운영되는 전국의 561개 고등교
육기관의 2016년 8월 및 2017년 2월 졸업자를 전수조사한 결과임(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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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르나, 일반적으로 밀레니얼스(millennials) 또는 밀레니

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으로 통칭된다(Kuron, Lyons, Schweitzer, & Ng, 2015).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재호, 2018), 2020년까지 직장 내 밀레니얼 세대의 비율은 50%가 넘을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PWC, 2011). 따라서 이 시기에 태어난 세대는 세대 차 연구(generational 

difference research) 및 조직 연구 분야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정보 

기술의 진보와 글로벌화의 영향을 받은 세대로써, 학교 교육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한 

첫 번째 세대로, 기술 친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세대는 지속적이고 급격한 

변화에 강한 안정감을 느끼며, 혁신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Lyons, Duxbury, & Higgns, 2007).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베이비부머, X세대)와는 구분되는 직업 가치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캐나다 성인 근로자의 세대별 직업 가치(work value)를 비교 

분석한 Kuron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직무의 

비물질적 측면(immaterial aspects)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낮아진 반면, 실제적 측면

(practical aspects; 예: 임금, 감독, 직업 안정성, 근무 시간)과 내재적 측면(intrinsic 

aspects; 예: 지속적인 학습, 승진, 능력 발휘)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아

졌다. 교차 시간적(cross-temporal) 메타분석을 통해 심리 척도의 세대간 차이를 연구

한 Twenge와 Campbell(2008)의 연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베이비부머에 비해, 

높은 자존감(self-esteem)을 가지고 있으며, 진정성(authenticity)을 중요하게 여긴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적 인정에 관한 욕구(need for social approval)와 사건 또

는 성과의 원인(cause)이나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가 스스로에게 있다는 내적 통

제 소재감(internal locus of control)이 베이비부머보다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90년대생이 갖는 일반적 특징과 일과 관련된 특징을 종합한 임홍택(2018)은 기업에서 

90년대생 인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 바 있다. 90년대생은 회사에 대한 충성

이 곧 자신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여기지 않으며, 이른바 ‘워라밸

(Work-Life-Balance의 줄임말)’로 대변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또한 같은 책에서 90년대생은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조직 생활에

서 경험하는 형식주의, 비효율성에 대해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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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기경력자의 개념, 현황 및 특성

초기경력자란 경력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초기

경력자의 개념 및 특성은 경력의 개념과 초기경력자 관련 이론(경력단계이론, 경력개

발이론)에 따른 경력단계의 구분, 그리고 초기경력자의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구명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첫째, 경력의 개념, 둘째, 경력단계 

및 경력개발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종합하여 초기경력자의 특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1) 경력의 개념 

경력(career)은 다음과 같은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국어 단어로는 ‘경력’은 ‘겪

어 지내 온 여러 가지 일’로 정의된다. 영어 단어 ‘career’는 “개인적으로 중요

한 시기에 수행되고,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an accupation undertaken 

for a significant period of a person’s life and with opportunities for progress)”을 

의미하며, 바퀴가 달린 탈 것이 달리는 길을 의미하는 라틴어 ‘carrus’에서 유래하

였다(Oxford Dictionary, 2018). 학술적인 의미에서 경력은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된다. Super(1957, 1980)는 경력을 “일생에 걸쳐 개인이 보유하는 일련의 직위(a 

sequence of positions occupied by a person during the course of a lifetime(Super, 

1980, p.283)”로 정의하였다. Lent & Brown(2013)은 경력을 “개인이 직업 생활의 기

간 동안 소유하는 직무의 연속적 사건 또는 집합(a sequence or collection of jobs 

one has held over the course of one’s work life(p. 8)”로 정의하였다. Hall(1976, 

2002)은 경력을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일과 관련된 경험 및 활동을 인식하는 일련

의 태도 및 행동(the individually perceived sequence of attitudes and behaviors 

associated with work-related experiences and activities over the span of the 

person’s life(Hall, 2002, p. 4))”로 정의하였다. 사전적 정의와 연구자에 따른 경력

의 정의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경력은 개별성, 연속성, 일 맥락성을 가진

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경력은 개인과 관련된 것이다(개별성). 둘째, 경력은 일생 또

는 직업 생활에 걸쳐 일어난다(연속성). 셋째, 경력은 일의 수행과 관련되어 있다(일 

맥락성). 따라서 경력에 대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의하면, 경력은 ‘개인이 전 생에

에 걸쳐 수행하는 일과 관련된 경험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시간적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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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다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면 ‘개인이 직업 생활 기간 동안 수행하는 일과 

관련된 경험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 

2) 초기경력자 관련 이론

경력은 개인의 일생에 걸쳐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는 특정한 단계를 거쳐 

경력이 발달한다는 경력개발이론(career development theory; Super, 1957, 1984, 1990; 

Savickas, 2002) 및 경력단계이론(career stage theory, 이하 경력발달이론은 별도의 표

기가 없는 경우 경력단계이론으로 통칭)을 주장하였다(Dalton, 1977; Feldman, 1988; 

Levinson, 1986; Schein, 1971). 경력단계이론은 경력단계 구분 기준에 따라 연령(age) 

기반의 이론(Feldman, 1988; Levinson, 1986; Super, 1957, 1984, 1990; Savickas, 2002)

과 재직 기간(tenure) 기반의 이론(Dalton, 1977; Feldman, 1988; Schein, 1971)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가) 연령 기반 경력단계이론

연령(age) 기반의 경력단계이론은 경력에 관한 광의의 개념(개인이 전 생에에 걸쳐 

수행하는 일과 관련된 경험의 총체)에 부합한다. 개인은 자신의 나이를 기준으로 타

인과의 경력을 비교한다. 즉, ‘나는 나의 연령대에 맞는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지’

를 자문하는 것이다(Lawrence, 1984). 연령은 일정한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는 기준이 

되며, 사회는 개인에게 연령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기대한다. 연령 기반의 경력발달

이론 및 경력단계이론은 개인이 스스로의 경력을 인식하는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Super(1957)는 Buehler(1933)가 주장한 심리학적 생애 단계의 개념을 차용하여, 경력

단계를 성장 단계(growth stage, 출생-14세), 탐색 단계(exploratory stage, 15-25세), 확

립 단계(establishment stage, 25-45세), 유지 단계(maintenance stage, 45-65세), 쇠퇴 

단계(decline stage, 65세 이후)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Super(1990)의 경력단계이

론을 계승·발전시킨 Savickas(2002)는 진로구성이론에서 Super(1957, 1990)의  연령 

구분 기준을 유지하였으나, 네번째 단계인 유지 단계(maintenance stage)는 유지 또는 

관리 단계(maintenance or management stage)로, 마지막 단계인 쇠퇴 단계(decline 

stage)는 이탈 단계(disengagement stage)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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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dman(1988)은 경력단계를 사전경력 단계(pre-career, 15-22세), 초기경력단계

(22-38세), 중기경력단계(early career, 38-55세), 후기경력단계(late career, 55-70세)의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다. Feldman(1988)은 경력단계 중 초기경력과 중기경력 및 

후기경력단계를 각 2개의 하위 단계로 구분하였다. 초기경력단계는 시도기(trial, 22세

-30세)와 확립기(establishment, 30-38세), 중기경력단계는 전환기(transition, 38-45세)와 

성장기(growth, 45-55세), 후기경력단계는 유지기(maintenance, 55-62세)와 철회기

(withdrawal, 62-70세)로 구분된다. 

Levinson(1986)은 성인의 발달단계를 성인 초기(era of early adulthood, 17-45세), 성

인 중기(era of middle adulthood, 40-65세), 성인 후기(era of late adulthood, 60세 이

후)로 구분하였다. Levinson(1986)은 각 시기(era)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 5년 간의 전

환기(transition)가 중첩되고, 각 시기에는 생애 구조(life structure)에 진입(entry)하며, 

마무리(culminate)되는 하위 단계로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나) 근속기간 기반 경력단계이론

근속기간(tenure) 기반의 경력단계이론은 경력에 관한 협의의 개념(개인이 직업 생

활 기간 동안 수행하는 일과 관련된 경험의 총체)에 부합한다. 근속기간의 개념은 조

직 내에서 개인이 얼마나 오랫 동안 일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 때의 경력은 

개인이 조직에 입사하여 이동하고, 궁극적으로 조직을 떠나게 되는 일련의 경험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Schien, 1971). Schien(1971)의 경력이동 3차원 모형에 따르면 조

직구성원은 수직적(vertical), 방사적(radial), 주변적(circumferential)으로 이동한다. 수

직적인 경력이동은 조직 내에서 직위나 직급 등이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것을, 방사적

인 경력이동은 조직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또는 그 반대로 이동하는 것을, 주변적인 

경력이동은 기능(function)이나 부서(department)를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속기간 

기반의 경력단계이론은 주로 Schein(1971)이 제시한 경력이동 유형 중에서 수직적이

고 방사적인 유형으로, 근속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 내에서의 직위나 직급이 상승

하고,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근속

기간(tenure) 기반의 경력단계이론에는 Schein(1971), Dalton, Thompson과 Price(1977) 

및 Feldman(1988)의 이론이 있다.

Schein(1971)은 경력단계가 기본적인 단계와 전환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총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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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 가지의 경력단계를 주장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입사 전(pre-entry)과 입사(entry), 

두 번째 단계는 기본적인 훈련과 수습 기간, 착수 및 첫 번째 계약,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 정규 과업 수행과 승진 또는 유지, 네 번째 단계는 두 번째 과업 수행, 다섯 

번째 단계는 종신 재직권 부여와 임기 종료, 여섯 번째 단계는 퇴사 후(post-exit)로 

구분된다(Schein, 1971). 

Dalton, Thompson과 Price(1977)는 550명의 전문직 근로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력

단계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Dalton, Thompson과 Price(1977)는 각 

경력단계를 별도로 명명하지 않고, 핵심 활동(central activity), 주요 관계(primary 

relationship) 및 심리적 이슈(psychological issues)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상급

자의 일을 돕고, 학습하며, 지식를 따르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조직 내의) 독립적인 

기여자로 자리매김하는 것, 세 번째 단계는 훈련시키고, 연결시키는 것, 네 번째 단계

는 조직의 방향을 만들어나가나는 것이 주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Dalton, 

Thompson, & Price, 1977). 

Feldman(1988)은 조직 내에서의 초기경력자의 경력단계를 총 세 가지 단계로 구분

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조직을 마주하는 단계로, 초기경력자는 조직과 직무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예비 사회화(anticipatory socialization)를 수행한다. 두 번째 단계는 

조직의 일원으로 합류하는 단계로, 초기경력자는 새로운 과업과 조직의 규칙 및 대인

관계를 맞닥뜨리게(encounter)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조직에 정착하는 단계로, 초기경

력자는 직무의 요구사항을 숙달하고, 편안하고 신뢰로운 작업 환경을 확립하며, 일과 

가정 생활의 문제 및 과중한 업무의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을 탈바꿈하게

(metamorphosis)된다(Feldman, 1988).

3) 초기경력자의 특성 종합

35세 미만의 근속기간 5년 이하의 초기경력자의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대졸 초기경력자는 자신에게 맞는 직업과 직장을 찾기 위해 시도한다. 이 시기에 

대졸 초기경력자는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과정에서 현실을 시험(reality testing)

하게 된다(Super, 1953). 대졸 초기경력자는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Greenhaus et al., 2010). 조직사회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는 예비

적 사회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Mill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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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조직에 입사한 대졸 초기경력자에게 학습은 가장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이다

(Chao et al., 1994; Feldman, 1981, 1988; Greenhaus et al., 2010; Schein, 1968, 1988). 

대졸 초기경력자의 첫 직장에서의 학습은 직장과 직무에 필요한 요령을 터득하는 것

(learn the ropes)으로 대표된다. 대졸 초기경력자는 조직에 입사한 후, 직무와 조직의 

규칙 및 규범을 학습한다(Greenhaus et al., 2010). 또한 대졸 초기경력자는 조직의 역

사와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직무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익히

며, 조직의 체제에 익숙해져야 한다(Chao et al., 1994). 초기경력자의 학습은 주로 상

사의 과업 수행을 도와주면서 이루어지며, 이 때의 핵심 역할은 견습생이라고 볼 수 

있고, 상사와의 관계는 주로 의존적으로 이루어진다(Dalton, Thompson, & Price, 

1977). 

셋째, 대졸 초기경력자는 학습을 통해 업무를 숙달함으로써 상사와 동료로부터 유

능하며, 조직에 공헌하는 유능한 인재로 인정받아야 한다(Feldman, 1988). 상사 및 동

료로부터의 인정은 대졸 초기경력자가 경력을 확립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Dalton, Thompson, & Price, 1977). 이 때부터 대졸 초기경력자는 역량

을 발휘할 분야를 선택하며(Feldman, 1988), 독립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과업 수행

에 따른 성과를 창출하게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졸자, 초기경력자의 개념 및 특성에 관한 이론 및 경험적 연구

를 종합하여,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개념 및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는 조직 내의 다른 경력단계에 있는 구성원보다 높은 

이직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도가 실제 이직 행동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

다. 둘째, 세대차 연구 결과를 통해 보았을 때,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는 조직지원

인식과 같은 외재적 직업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자신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보장받기를 원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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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직의도

가. 이직의도의 개념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은 조직과 개인은 물론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에서 근 한 세기 동안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및 실천가의 관심을 받아 왔다(Hom, 

Lee, Shaw, & Hausknecht, 2017). 이직의도는 이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측변

인이자, 직무태도 및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는 이직(turnover)과 의도(intention)의 합성어로, 사전적

인 정의에 따르면 이직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직장을 옮기거나 직

업을 바꿈을 의미하는 이직(移職)은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가 현재의 직장을 떠나

기 전,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적 대안을 마련하고, 현재의 직장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직장이나 직업을 그만둔다는 의미의 이직(離職)은 새로운 직

장이나 직업적 대안의 확보 여부와 상관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전적인 개념에서 이직은 직업생활의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현

재의 직장을 이탈한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의도는 사전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무엇을 하려고 꾀함’으로 정의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사전적인 개념에서 ‘이직의도’란 ‘현재의 직장을 떠나려는 생각, 계획 및 시도’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 연구에서 이직의도의 개념은 이직의 개념에서 파생되었다. 이직의 개념적 정

의와 관련된 관점은 자발성(voluntariness), 기능성(functionality), 회피가능성

(avoidability)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Hom et al., 2012). 자발적 이직은 일반적으

로 조직 구성원에 의해 촉발되는(employee-initiated) 이직을 의미하며, 해고, 폐업 등

과 같이 고용주에 의해 발생하는 이직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Campion, 

1991). 이직의 기능성은 이직자의 질(quality)과 관련된 개념으로(Dalton, Todor, & 

Krackhardt, 1982), 성과가 높고 대체 불가능한 조직 구성원의 이직은 조직의 입장에

서 역기능적(dysfunctional) 이직으로 여겨지는 반면(Ton & Huckman, 2008), 성과가 

낮은 조직 구성원의 이직은 기능적(functional) 이직으로 여겨진다. Abelson(1987)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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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차원에서 회피 가능한(organizationally avoidable) 이직과 회피할 수 없는 이직을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근무 환경으로 인한 이직은 조직에서 근무 환경을 조정하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회피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Hom et al., 2012), 조직 

외적인 비직업적 요인(non-work factors; 예: 가족의 이사, 결혼 등)은 조직에서 회피

하기 어려운 이직으로 여겨진다(Maertz & Campion, 1998).

학술적인 관점에서 이직의도는 다음의 <표 Ⅱ-3>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

나, 의도(intention)가 행동을 수행하려는 개인의 동기와 노력이라는 점(Ajzen, 1991; 

Sheeran, 2002)에서, 선행연구에서 이직의도 정의는 공통적으로 자발성을 전제로 한

다. Bigliardi, Petroni와 Dormio(2005)는 이직의도를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p.428)’으로 정의하여, 개인의 주체성을 가장 적게 포함하였다. 

Giffen(2015)의 정의 역시 ‘가까운 미래에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개인의 인식(p.6)’

이라고 다소 중립적으로 정의하였으나, ‘가까운 미래’라는 시간적 조건을 포함하였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Long, Leen과 Ismail(2016)은 이직의도를 ‘현재 재직 중인 

조직을 떠나려는 근로자의 계획(p. 157)’으로 정의하여 이직의도가 계획적으로 이루

어짐을 강조하였으며, Tett와 Meyer(2006)의 조직의도에 관한 정의(‘조직을 떠나려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의도(p. 262)’)는 이직이 개인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행동임을 

알려준다. 한편 Windon(2017)은 이직의도를 ‘자발적이고 영구적으로 조직을 이탈하

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의 상대적인 강도(p. 16)’로 정의하여 이직행동의 불가역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직의도의 사전적 개념과 Tett와 Meyer(2006) 및 

Giffen(2015)의 학술적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이직의도를 ‘개인이 가까운 미래에 재

직 중인 조직을 떠나려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의지의 수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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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Bigliardi, Petroni, & Dormio

(2005, p.428)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Tett & Meyer 

(2006, p.262)
조직을 떠나려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의도

Giffen

(2015, p. 6)
가까운 미래에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개인의 인식

Long, Leen, & Ismail

(2016, p. 157)
현재 재직 중인 조직을 떠나려는 근로자의 계획

Windon

(2017, p. 16)

자발적이고 영구적으로 조직을 이탈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의 상대적인 강도

자료: Bigliardi, B., Petroni, A., & Ivo Dormio, A. (2005).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career 
aspirations and turnover intentions among design engineers. Leadership &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26(6), 424–441.
Tett, R. P., & Meyer, J. P. (2006).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and Trunover: Path Analyses Based on Meta-Analytic Findings. Personnel 
Psychology, 46(2), 259–293.
Giffen, R. (2015). Organizational culture and personality type: Relationship with 
person-organization fit and turnover inten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Long, C., Leen, M., & Ismail, W. (2016). Perception of training and turnover intention. In G. 
Saridakis & C. L. Copper (Eds.), Research handbook on employee turnover (pp. 154–165). 
Massachusetts: Edward Elgar Publishing, Inc.
Windon, S. (2017). Examining Ohio State University Extension Program Assistants’ Turnover 
Intention through Job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Superviso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University.

<표 Ⅱ-3> 이직의도의 정의 

나. 이직의도의 측정

이직의도는 다음의 <표 Ⅱ-4>와 같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되고 있다. 이직

의도의 측정은 이직에 관한 생각(예: 나는 종종 이직에 관해 생각해보고 한다(Mobley, 

1982)), 계획(예: 나는 내년에 새로운 직업을 찾을 것이다(Chang et al., 2013)) 및 행동

(예: 나는 종종 다른 회사의 구인광고를 검색해 본다(Mobley, 1982)을 포함한다. 또한, 

직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예: 현재의 직장이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만족시키고 있

는지(Giffen, 2015)) 역시 이직의도의 측정문항으로 포함되기도 한다(Becker, 1992; 

Giffen, 2015; Mobley, 1982). 이직의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며, 측

정도구별로 적게는 세 문항(Chang et al., 2013)에서 여섯 개의 문항으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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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이직의도 측정도구는 국외의 이직의도 측정도구를 번역, 일부 수정 또는 보

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Mobley(1982)는 자신의 저서인 ‘Employee 

Turnover: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에서 측정도구를 제시하였으며, 이

는 단일요인으로 전체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국내외 이직의도 관련 

연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도구로 알려져 있다(강인주, 정철영, 2015). 또한 이 

도구는 기업규모(대기업: 황영훈, 2016; 중소기업: 진양호, 조승균, 김준희, 2013), 

공공 조직(이기은, 2007)에 상관없이 활용되고 있으며, 각 연구에서 모두 높은 구

성타당도와 신뢰도(cronbach α=.90)를 확보하였다.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Becker(1992)의 이직의도 측정도구는 ‘나는 내년

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을 것이다’ 등 4개 문항의 7점 likert 척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신뢰도(cronbach α)는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소매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Chang et al.(2013)의 이직의도 측정도구는 ‘나는 종종 이

직을 생각해보았다’ 등 3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cronbach α)는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Giffen(2015)는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직의도 측정도구는 ‘당신은 자신의 욕구에 적합한 직업을 찾기를 얼마나 

자주 희망합니까?’ 등 6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cronbach α)는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 측정도구를 종합하면, 첫째, 이직의도의 개념 자체가 학자들 간에 차

이가 그지 않을 만큼 직관적으로 이해되어,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이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직의도 측정 도구에는 대체로 현 직장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태

도와 현 직장에서의 퇴사 또는 이직 가능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 

직장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태도에는 직무와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포함하

고 있었는데, 이는 직무만족 또는 조직몰입의 개념과 일부 중복되는 점으로 판단

될 수는 있으나, 보다 이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강한 어휘(예: 후회, 좌절, 다

시는 선택하지 않을 것 등)를 사용함으로써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이직행동의 사이

에 위치할 수 있는 개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현 직장에서의 퇴사 또는 이직 

가능성을 묻는 문항은 보다 이직 행동에 직결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

으며, 이직 계획 및 노력의 수준과 함께 구인광고 검색과 같은 구체적인 이직준비

행동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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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obley

(1982)

Becker

(1992)

Chang et al.

(2013)

Giffen

(2015)

조사 대상 근로자 대기업 근로자
프랜차이즈 

소매점 근로자
호텔 종사자

구성

문항 수 6 4 3 6

요인 구성 단일 요인 단일 요인 단일 요인 단일 요인

응답 범위
1-5점

(Likert Scale)

1-7점

(Likert Scale)

1-5점

(Likert Scale)

1-5점

(Likert Scale)

채점 방식 평균 합계 평균 평균

신뢰도 .90 .81 .85 .70

자료: Mobley, W. H. (1982). Employee Turnover: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
Becker, T. E. (1992). Foci and Bases of Commitment: Are They Distinctions worth Making?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5(1), 232–244.
Chang, W.-J. A., Wang, Y.-S., & Huang, T.-C. (2013). Work Design-Related Antecedents of 
Turnover Intention: A Multilevel Approach. Human Resource Management, 52(1), 1–26.
Giffen, R. (2015). Organizational culture and personality type: Relationship with 
person-organization fit and turnover inten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표 Ⅱ-4> 이직의도 측정도구

다. 이직의도 관련 이론

1) 기대충족모형(Porter & Steers, 1973)

Porter와 Steers(1973)는 조직 구성원 누구나 보수(pay)나 승진(promotion), 상급자와

의 관계(supervisory relations) 및 동료집단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 각각 그 가치를 

평가하지만 이직과 관련하여 동일한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각 개인들은 직

업과 관련하여 독특한 일련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대수준에 따라서 만약 조직이 

각 개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불만족하게 되고, 따라서 이직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이직에 영향을 미칠만한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s)

들이 직무만족이라는 개념을 매개변수로 하여 작용한다는 점에서 March와 

Simon(1958)의 이론과 동일하지만, 개인적 차원의 기대를 중요한 축으로 하여 조직균

형이론(March & Simon, 1958)에서 제시한 보상과 기여 간의 균형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은 이 현상을 “바라고 있는 기대와 인지되거나 혹은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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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보상(reward) 간의 균형과정”이라고 보았다(Porter & Steers, 1973). Porter와 

Steers(1973)는 보상에 대한 기대가 고용의 시작에서부터 어느 정도 기간까지 유동적

(fluid)이라고 본다.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기대가 충족되는 방식

은 다르다고 본 것이다. 즉, 처음 시작은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하지만, 보상이 기대

한 정도, 혹은 그 이상인 경우는 만족하게 되어 계속 남아있게 되지만, 그 직업이 그

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될 경우에는 불만족하게 되어 이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2) 전개모형

Lee와 Mitchell(1994)이 제안한 전개모형(unfolding model)은 이직에 대한 이론적 확

장과 실무적 의의를 부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Holtom et al., 2008). 이 모형에 의

하면 이직은 개인의 태도와 같이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 하나의 충격(shock)이

나 사건(event)에 의한 심리적 충동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

은 Forrier와 Sels(2003)의 고용가능성 프로세스 모형에서 제시한 중대사건(shocking 

event)과 같은 의미이다. 중대사건은 자신의 직무에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즉 이

직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사건이며, 이는 조직 구성원에게 부정적, 긍정적, 중

립적 효과를 준다. 이러한 중대사건의 예로는 동료의 이직, 개인 및 가족 관련 사건, 

M&A나 부도와 같은 회사 관련 사건 등이다.

3) 사회교환이론

사회교환이론의 역사는 19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인류학, 사회심리학, 사회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 분야를 연계하는 주요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Cropanzano & 

Mitchell, 2005). 이론적인 측면에서 사회교환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사회

교환이 의무감(obligation)을 창출하는 일련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

다(Emerson, 1976). 사회교환이론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은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이며, 타인의 행위 여부에 따라 발생한다. 

사회교환의 주요 가정 중 하나는 상호 간의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롭고

(trusting), 충실하며(loyal), 상호 간에 몰입하는(mutual commitment) 관계로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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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Cropanzano & Mitchell, 2005). 교환 관계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교환 원

칙을 채택하는데, 이 원칙은 상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관한 규범적인 정

의를 제공한다(Emerson, 1976). Cropanzano와 Mitchell(2005)은 사회교환이론 관련 문

헌 고찰을 통해, 사회교환의 원칙을 호혜성(reciprocity)과 협상(negotiation)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호혜성은 첫째, 상호의존적인 교환의 거래 패턴으로써의 호혜성, 사람들간의 믿음

으로써의 호혜성, 도덕적 규범으로써의 호혜성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

다. 교환(exchange)은 쌍방향의 거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호의존성은 사회 교환

을 규정짓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Molm, 1994). 호혜적인 의존성은 

대인관계에서의 교환을 전제로 하며, 이는 개인의 행위를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혜택을 준다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의존성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협력을 증진한다(Molm, 

1994). 

호혜성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개인이 희망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사람들 간의 믿

음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개인 간의 관계는 쌍방의 거래가 계속되면 궁극적으로는 공

정한 평형(fair equilibrium)을 이루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처벌을 받고, 도움을 

제공한 사람은 미래에 도움을 받는다는 믿음을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도덕적 규

범으로써의 호혜성은 사람들간의 믿음보다 강도가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

간의 믿음으로써의 호혜성이 호혜적인 것이 좋다(ought)를 의미하는 반면, 도덕적 규

범으로써의 호혜성은 호혜적이어야 한다(should)라는 의무를 의미한다는 차이점이 있

다(Cropanzano & Mitchell, 2005).

사회교환과 관련한 두 번째 원칙인 협상의 원칙(negotiated rules)은 호혜성의 원칙

보다 명시적인(explicit) 것으로서, 개인 또는 집단 간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할 것을 수락한다면, 그는 그 직무에 따른 임금 수준

을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거래에는 조직 내에서 팀원 간에 직무와 책

임을 협상하는 것도 포함한다(Molm, 200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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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지원이론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조직지원이론

(organizational support theory)은 조직지원인식의 발달, 속성 및 결과 변인을 구명하

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Aselage & Eisenberger, 2003; Rhoades & Eisengerger, 

2002; Shore & Shore, 1995). 조직지원이론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회-정서적 요구

(socio-emotional needs) 및 조직의 보상 준비(readiness to reward)에 따라 조직지원인

식이 발달하며,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조직에 대한 기여를 증진하다고 여겨진다

(Eisenberger et al., 1986; Rhoades & Eisengerger, 2002; Shore & Shore, 1995). 이 이

론은 사회교환이론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 적용한 것으로, 사회교환이론의 기

본 가정인 호혜성 및 협상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Baran, Rhoades와 Miller(2012)는 조직지원이론의 핵심개념인 조직지원이론 관련 선

행연구를 종합하여 다음의 [그림 Ⅱ-1]과 같은 조직지원인식의 선행변인 및 결과변인

을 종합하였다. 조직지원이론에 따르면 조직지원인식의 선행변인은 공정성, 조직의 

보상 및 직무환경, 상사 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인구통계학 및 성격 

특성도 연구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유형의 변인에 비해서 매우 작은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Rhoades & Eisenbgerger, 2002). 조직지원인식에 따른 결과변

인은 몰입, 성과, 조직시민행동, 이직 행동, 직무 관련 정서(job-related affect), 부담

(strain)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조직의 지원을 인식한 근로자는 

조직을 호혜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된다. 둘째, 조직지원인식은 자존

감, 인정, 소속감(affiliation)과 같은 사회-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조직의 일원

이 되어 사회적 정체감을 형성하며, 직업과 관련된 부담은 감소되는 반면, 안녕감

(well-being)은 증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Baran, Shanock, & Mill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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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조직지원인식 관련 변인

자료: Baran, B. E., Shanock, L. R., & Miller, L. R. (2012). Advancing Organizational Support Theory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World of Work.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7(2), 123–147.

5) 조직사회화이론

조직사회화이론(organizational socialization theory)은 사회학 분야에서 연구되는 사

회화의 개념을 조직의 관점에 도입한 것으로, 생애사회화(life course socialization), 직

업사회화(occupational socialization), 기관사회화(socialization in total institutions) 이론

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생애사회화의 관점에서 볼 때, Jablin(2001)은 다양한 사회

적 영역(social domain)이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며, Bush와 

Simmon(1981)은 성인 생애의 특징을 연속성과 불연속이라고 규정하며, 역할 획득(role 

acquisition)이 사회화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는 생애 

처음으로 직업 세계에 진입하여 새로운 역할을 획득한다는 측면에서 조직사회화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생애사회화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사회화는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성인의 사회화

는 맥락과 관계된 구체적인 기술을 학습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Lutfey & 

Mortimer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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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업사회화는 특정 직업에 관한 민족지(ethnographic) 연구를 통해 주로 질적

으로 연구되었다. 하나의 직업은 직업과 관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직업생

활 주기의 패턴, 직업의 이데올로기, 가치 체계, 의식, 전문 용어 등을 포함한다. 직업

세계에 진입한 근로자는 직업사회화를 통해 해당 직업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을 

학습하여 습득하게 된다. 또한 하나의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적절

한 정체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영혼의 변화(change of soul)이라고 인

식되기도 한다(Ashforth, 2001).

셋째, 직장사회화는 직장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에 초점을 맞춘다. 따

라서 교정기관, 군대와 같은 사회적으로 격리된 장소를 대상으로 연구가 주로 이루어

져 왔다(Asforth, Sluss, & Harrison, 2008). 중소기업 근로자는 직장사회화에서 가정하

는 교정기관이나 군대와 같이 완전히 사회적으로 격리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 지방에 위치한 제조업의 경우, 대졸 초기경력자는 기숙사

에서 생활하는 등, 생활근거지와 유리된 채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대졸 초기

경력자의 사회화는 직장의 상황 변인(situational variables)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Asforth, Sluss, & Harrison, 2008).

조직사회화 연구는 1968년부터 수행되어왔기 때문에 이후 경영학, 심리학 분야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수많은 연구가 수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를 모두 리뷰하

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특정 변인과 관련된 문헌을 가급적 총체적으로 

리뷰하기 위해서는 해당 변인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이나 메타분석 연구를 참고하

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박종선, 2015). 이에 이 연구에서는 조직사회화에 관

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한 Bauer 외(2007)의 연구와 통합적 문헌고찰을 실시한 오진주

와 김진모(2014)를 중심으로 조직사회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Bauer 외(2007)는 초기경력자의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조직적응과의 관계를 다

룬 70개의 연구를 가지고 메타분석 방법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일반적인 메타분석 연구와는 달리, 메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유의한 효과크기

를 보인 경로들을 연결시켜 구조화된 모형을 제시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Bauer 외

는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전 초기경력자의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조직적응은 정보탐색

활동과 조직사회화 전략이 조직사회화의 원거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매개할 것

이라는 개념적 모형을 상정하였다. 이 때 조직적응의 선행변인으로는 Ostrof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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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zlowski(1992)와 Miller와 Jablin(1991) 등의 연구에 따라 초기경력자의 정보탐색활동

을, Jones(1986) 등의 연구에 따라 조직사회화 전략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조직사회화 

또는 조직적응의 결과 변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직무성과, 직무만족, 조

직만족, 잔류의도 및 이직행동을 설정하였다([그림 Ⅱ-2] 참조).

[그림 Ⅱ-2]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적응의 선행사건과 결과에 대한 개념적 모형

자료: Bauer, T. N., Bodner, T., Erdogan, B., Truxillo, D. M., & Tucker, J. S. (2007). Newcomer 
adjustment during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 meta-analytic review of antecedents, outcomes, 
and method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3), p708 발췌

메타분석에 이은 메타경로분석의 결과는 [그림 Ⅱ-5]와 같이 나타났다. 연구 결과, 

초기경력자의 정보탐색행동은 역할 명확성과 사회적 수용에 영향을 미쳐 결과 변인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정보탐색행동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사회화 전략은 역할명확성, 자기효능감, 

사회적 수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결과 변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사회화 전략은 직무만족과 잔류의도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었다.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조직사회화 전략은 정보탐색행동에 비해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이직의도(Bauer 외

의 연구에서는 잔류의도)에 중간 이상 수준(효과크기 .29)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사회화 전략은 조직구성원의 이직의도뿐만 아니라, 직무성과, 직

무만족, 조직몰입, 이직행동 등 다양한 인적자원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는 [그림 Ⅱ-3]에 나타난 개념적 모형 전체를 조직사회화 

과정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일터학습의 개념은 초기경력자 정

보탐색행동(무형식학습의 정보 탐색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조직사회화 전략(집합

교육, 멘토링과 같은 형식학습과 다양한 무형식학습 방법)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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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Ⅱ-3]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조직적응 관련 변인의 메타분석 결과

주)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생략되어 있음
자료: Bauer, T. N., Bodner, T., Erdogan, B., Truxillo, D. M., & Tucker, J. S. (2007). Newcomer 

adjustment during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 meta-analytic review of antecedents, outcomes, 
and method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3), p713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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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직의도 관련 변인

가. 조직지원인식

1) 조직지원인식의 개념

조직지원인식(PO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은 사회교환이론을 바탕으로 

Eisenberger 등(1986)에 의해 개발된 개념으로, 조직이 자신의 공헌을 가치 있게 여기

고 복지를 염려하는가에 관한 조직 구성원의 믿음으로 정의된다. 이는 구성원들의 조

직에 대한 공헌도와 복지에 대해 구성원이 어느 정도 포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하는 경향이다(박계두, 2001). 다시 말해,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몰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도 개인에게 몰입하여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사용자 몰입(employer 

commitment) 수준에 대한 구성원의 지각을 의미한다(서경민, 2010). 이는 거래적 관점

에서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몰입과 관심, 배려 등은 다시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조직의 지원은 조직 전체는 물론 조직을 대리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도 조직의 지원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김은석, 2011; 

박계두, 2001). 이런 점에서 조직 입장을 대리하고 있는 상사의 지원은 조직지원인식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항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지원인식은 일반적으로 조직에 대한 태도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성원에 

대한 조직의 태도를 구성원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초점이 있다. 또한 조직의 행위가 

실제적인 효과를 가지는가 보다는 구성원들이 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

니라 구성원들이 조직의 지원을 어떻게 인지하는지가 구성원들의 정서적몰입 수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조직의 지원은 객관적인 지원과 인식된 지원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지원은 조직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지원을 의미하

며, 인식된 지원은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나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

다는 주관적인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실제로 제공되는 객관적 지원보다는 개인이 
인식한 지원이 조직의 적응 등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객관적인 지원이 

존재하는 것과 실제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며, 지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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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지원을 받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지원이 아니라는 의미

이다(Kessler, Price, & Wortman,1985).

Eisenberger등(1986)에 따르면, 조직으로부터 승진, 임금인상, 칭찬, 인정 등의 공식

적·비공식적 보상을 받으면 조직지원인식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조직몰입의 

증가로 이어져 그들의 태도와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상은 공식

적이고 단기적인 보상은 물론, 개인이나 조직 가치에 기반을 둔 비가시적이고 장기적

인 보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조직 구성원은 조직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보상과 

애착 정도에 상응하는 태도를 갖거나 행동을 함으로써 조직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추

구한다(Wayne, Shore, & Liden, 1997). 이런 점에서, 조직지원을 높게 인식하는 구성

원은 정서적 몰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조직지원인식의 개념은 3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일반화된 규범 

하에서 양 당사자가 호혜성에 대한 믿음으로, 조건적 교환패턴인 사회적·경제적 교

환이다. 둘째, 몰입의 개념으로 구성원에 대한 조직의 몰입을 의미하며, 조직지원인식

은 사용자 몰입 수준에 대한 구성원의 주관적 판단을 의미한다. 셋째, 상사-부하 간 

교환관계(LMX)로 상사는 조직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교환관계의 관점

에서 상사의지원에 대한 신뢰는 곧 조직지원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김은광, 2012; 양현교, 2009).

2) 조직지원인식의 측정

Guzzo, Noonan, Elron(1994)은 조직지원인식의 구성 요소로는 크게 재정적 유인(세

금감면, 주택제공, 교육비 제공 등), 일반적 지원(어학교육, 클럽멤버십, 경력개발, 휴

가 등), 가족 지원(자녀/가족 교육훈련 등)의 3가지로 나누고 있다. McMillian(1997)은 

조직지원을 수단적 지원(instrumental support)과 정서적 지원(socio-emotional support)

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단적 지원은‘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으로 

직무 수행에 있어 물질적·비물질적 지원을 이용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을 뜻하며

정서적 지원은‘조직이 구성원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도움을 주는 무형의 지원’으로 개념화하였으며(김은광, 2012), 조직지원인식에 대한 

분류 및 구성 요소는 <표 Ⅱ-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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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초 분류 2가지 분류 4가지 분류

연구자 Eisenberger et al.(1986)

McMillan(1997)

김윤식(2008)

김은광(2012)

이종찬(2005)

하위요인

최초 36개 문항으로 
개발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주로 
17개 문항으로 측정

수단적 지원
능력발휘 지원

난관 상황에서의 지원

정서적 지원
업적에 대한 관심

직무만족에 대한 관심

<표 Ⅱ-5> 조직지원인식의 분류 및 구성 요소

한편 이종찬(2005)도 Eisenberger 등(1986)의 연구를 바탕으로 조직지원인식을 직무

만족에 대한 관심, 업적에 대한 관심, 능력발휘 지원, 난관 상황에서의 지원의 4가지

로 분류하였으나, 이 역시 McMillian의 2개 하위요인을 4개로 세분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김은광, 2012). 국내 선행연구(김윤식, 2008; 김은광, 2012)에서는 주로 

McMillian(1997)의 분류를 활용하였으며, 측정도구는 Eisenberger 등(1986)은 36개 문항

으로 구성된 Survey of Perception Organizational Support(SPOS)를 개발하였으나, 17개 

문항으로도 조직지원인식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은 연구목

적과 대상에 따라 17개, 16개, 10개 문항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김은광(2012)은 

사이버 대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POS 10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신뢰도는 수단적 지원 .865, 정서적 지원 .887로 나타났다. 박계두(2001)

와 김은석(2011)도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POS 10문항 하위요인 분

류 없이 단일 요인으로 측정하여 .904 및 .903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나. 주도적 행위

1) 주도적 행위의 개념

개인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노력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 정보수집활동은 입사 전부터 입사 후까지 지속적으

로 이뤄진다. 그리고 입사 후에는 입사 전에는 확보하기 어려웠던 양질의 정보를 확

보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조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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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형성해 간다.

Van Maanen과 Schein(1979)은 사회화 이론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가정으로 ‘초기

경력자는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들었다. 불확실성 감소이론

(Uncertainty Reduction Theory)(Berger, 1979)에서 개인은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응행동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Falcione & Wilson, 1988). Saks와 

Ashforth(1997)가 강조한 것처럼 불확실성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제공받거나 습득하

는 정보들을 통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정보습득은 주로 상사 및 동료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뤄진다. Louis(1980) 역시 Sense-Making Process에서 핵심적인 

투입요소로 조직 내부자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들었다. 현실성 검증은 감각을 익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초기경력자들이 접하는 내부자는 자신의 생각과 

결정에 대한 검증을 해주는 대상이 되고, 초기경력자들이 접하게 되는 예상 밖의 상

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배경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보탐색을 유형화하여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Miller와 

Jablin(1991)은 정보탐색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서 초기경력자가 조직에 적응과정에서 

행하는 정보탐색활동을 세 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관련 정보

(referent information)’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에 대해 이해하는 것

들을 포함하는 정보다. 이 정보는 초기경력자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다. 두 번째 유형은 ‘평가 정보(appraisal information)’로서 역할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의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된 정보들이다. 이러한 정보는 

초기경력자의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관계 정보(relational 

information)’로 조직 내부자와의 관계의 질과 관련된 정보들이다. 이 정보는 조직 

내부자들이 초기경력자를 얼마나 수용하는지와 관련된 정보들이다.

최근에는 정보탐색행위의 개념을 포함하는 주도적 행위(proactivity)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적응도를 주도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초기경력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 

중 Kammeyer-Mueller & Wangberg(2003)는 주도적인 성격이 역할 명확성, 과업 숙달, 

사회적 통합과 같은 적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초기경력자는 조직의 초기 진입단계에서 방향감각의 상실로 인해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결핍과 분노, 걱정,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된

다(Katz, 1985).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황에 대한 통제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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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감정 경험을 하게 된다(Ashford & Saks, 

1996). 따라서 초기경력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개인적 동기와 

진입상황의 통제 불가능성 간의 괴리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인지부조화는 초기경

력자들이 조직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김상

표, 김태열, 2004; 전이영, 2005; Ashford & Saks, 1996; Reichers, 1997; Greenberger 

& Strasser, 1986).

주도적 행위는 초기경력자를 조직에서 제공되는 적응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수동적

인 존재이기보다 그들 스스로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본

다. 즉, 조직사회화 전략과는 달리 주도적 행위는 개인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적응

활동과 관련 된다(김상표, 김태열, 2004). Ashford와 Black(1996)은 이러한 주도적 행위

를 크게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로 긍정적 틀이 있다.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예상 밖

의 사건들을 적대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

진 일을 위협으로 인식하기보다 기회나 도전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을 해결함에 있어

서 보다 효과적이다(김상표, 김태열, 2004). Ashford와 Black(1996)은 긍정적 틀을 갖고 

있는 신입 사원은 새로운 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려는 마음을 갖고 조직에 성공적

으로 적응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성과와 직무 만

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Wanberg와 Kammeyer-Muller(2000)도 사

물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초기경력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

신의 업무에 더욱 만족한다는 것을 실증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두 번째는 의미형성(sense making)이다. 의미형성(sense making)은 정보탐색과 피드

백 추구 두 가지를 포함한다(Ashford & Black, 1996). 초기경력자는 의미형성 활동을 

통해 새로운 작업 상황과 기존 조직 구성원들의 사회적 기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함

과 동시에 자신의 성과와 행동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를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조직 

상황에서 대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임과 동시에 조직 내에서 올바르게 처신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Morrison, 1993).

정보탐색과 피드백 추구와 같은 의미형성행동이 역할 명확성, 직무만족, 조직 몰입

에 유의한 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실증연구를 통해 밝혀졌다(Wanberg & 

Kammeyer-Muller, 2000; Ashford & Black, 1996; Morrison, 1993). 국내 연구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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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진규와 김창욱(1993)은 새 직책을 맡은 6개월 이하의 장교를 대상으로 정보탐색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장교가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윤종록, 김형철, 유희찬(2006)은 초기경력자의 정보 추구 행동이 역할 명

확성, 성과 효능감,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세 번째는 관계 증진이다. 관계 증진을 위한 주도적 사회화는 네트워킹, 상사와의 

관계 형성, 일반적사회화를 포함한다(Ashford & Black, 1996). 이러한 상호작용행위는 

초기경력자들이 상황 정체성 확보와 함께 우호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에 도움이 된다(Nelson & Quick, 1991). 우호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신입 사원들

은 과업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과 역할 기대에 대해 전달 받고, 조직의 방침과 정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Ashford & Black, 1996; Morrison, 2002).

초기경력자가 동료와 상사 등 조직 내부 구성원과의 네트워크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조직의 문제와 규범, 조직의 정치적 관계, 정책 등과 같은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특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정보, 역할 기대와 책임

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Morrison, 2002; Ostroff & Kozlowski, 

1992). 조직에 대한 정보는 초기경력자들이 조직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관계 증진으로 얻은 정보를 통해 신입 사원은 자신의 역

할에 부과되는 책임과 제약 조건을 보다 쉽게 학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조직

의 일원으로서 느껴지는 일체감과 사회적 통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주도적 행위의 측정

Ashford와 Black(1996)은 경영학을 전공한 대졸자 103명을 대상으로 조직사회화의 

영향요인과 결과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서 주도적 행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주도적 행위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주도적 행위의 측정 

도구는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의미 형성, 관계 증진, 직무조정 협의, 긍정적 

틀 형성이라는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78, .84, .80, .90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Seibert 외(1999)는 주도적 행위와 경력성공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에서 주도적 행위

를 측정하기 위해 17문항으로 구성된 Bateman, Crant(1993)의 주도적 행위 도구를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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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여 사용하였다. Seibert 외(1999)는 Bateman, Crant(1993)가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도구로 3차례의 걸친 종단연구를 수행할 때, 3차례의 연구동안 평균적으로 높은 비중

을 차지한 10개의 항목을 추출하였다. 이후 181명의 대학생에게 17개 항목 도구와 10

개 항목의 도구에 응답하도록 한 후, 이 두 도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96의 상관관계를 가짐이 확인되었고, 17 항목일 경우 내적일치도 계수가 .88, 10 항

목일 경우 내적일치도 계수가 .86인 것으로 확인돼 17항목 도구의 축약된 도구

(Shortened Version)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주홍석, 정철영(2015)은 Ashford와 Black(1996)의 주도적 행위 측정 도구를 번역하여 

대졸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였다. 이 도구는 4개 하위요인,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체 요인의 신뢰도는 .90이며,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75에서 .91 사이인 것

으로 나타났다.

다. 조직사회화

1) 조직사회화의 개념

조직사회화는 Schein(1968)이 사회학 분야에서의 사회화 개념을 공공 또는 민간 

조직에 적용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조직사회화 연구는 조직사

회화의 개념 구명과 조직 내 사회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는 과정

에서 발전하게 되었다(Taormina, 2004). Schein(1968)은 조직사회화 연구를 시작하

면서 조직사회화를 ‘조직사회에서 필요한 요령과 조직의 관습을 배우고 조직에서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도록 학습시키고 훈련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

다. 이후 조직사회화의 개념은 이를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정의가 

내려졌는데, 신규 조직구성원이 그들의 업무를 익히고 직장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조직차원의 지원과정(Ashforth, Sluss, & Saks, 2007; Ostroff & Kozlowski, 1992)으로 

본다. 또한 이들은 외부인(outsider)에서 효과적인 조직 내부인(insider)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직의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역할을 학습하는 것으로도 정의

될 수 있다(Feldman, 1976, Jex & Britt, 2008, Morrison, 2002). 한편 국내 연구에서 

조직사회화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내 조직사회화의 초기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이

진규와 김창욱(1993)은 신·구 조직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신규 구성원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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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가치관, 업무기술 등을 익혀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학습 

과정으로 정의하였다(<표 Ⅱ-11> 참조).

조직사회화는 개인과 조직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개인의 관점

에서 조직사회화는 신규 조직구성원 또는 초기경력자가 성공적으로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및 사회적 지식을 학습하는 것(Louis, 1980)이며, 조직의 관점에서 

조직사회화는 조직의 문화를 학습하는 문화적 적응(acculturation)의 과정을 총칭하는 

개념이다(Van Maanen , 1979). 이에 개인과 조직의 관점을 모두 포함하여 조직사회화

의 개념을 파악하면, 업무관련 지식 및 기술 학습, 조직문화 대한 지식 및 태도의 학

습 및 전달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Chao et al., 1994). 

연구자 조직사회화의 정의

Weiss

(1978)

조직 구성원으로서 기대되는 규범적 행위, 태도, 가치에 대한 
초기경력자의 업무내외적 학습 과정

Van Maanen & 
Schein (1979)

조직 및 하부조직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실제로도 의미 있게 
느끼도록 훈련하고 학습하는 과정으로,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가치관, 직무수행능력 및 기대되는 행위, 사회적 
지식에 대한 학습

Louis

(1980)

개인이 조직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역할수행에 필요한 가치관, 능력 및 
기대되는 행위, 조직문화적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

Reichers

(1987)

조직가치관과 개인가치관이 서로 일치를 이루도록 하여 개인이 
조직에 적응을 잘하게 하는 과정

이진규, 김창욱

(1993)

신·구 조직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신규 구성원이 바람직한 
가치관, 업무기술 등을 익혀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학습 과정

Chao 외

(1994)

개인이 조직에 맡은 역할의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

Ashforth, Saks, & 
Lee (1997)

초기경력자가 효과적으로 조직 내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신념, 기술, 행동 등을 배우는 과정

Kline & Weaver

(2000)

새로운 직원이 조직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다양한 정보를 얻고, 효과적인 조직 구성원이 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Haueter, Macan, 
& Winter

(2003)

직원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새로운 
직무와 역할, 업무 그룹 그리고 조직의 문화에 적응하고 지식을 얻는 

과정

<표 Ⅱ-6> 조직사회화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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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직사회화의 개념을 개인의 관점과 조직의 관점에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주홍석, 정철영, 2015). 우선 개인의 관점에서 조직에 갓 입사한 초기경력

자는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여 이를 업무에 적용하여 수행하도록 기

대 받는다(Jex & Britt, 2008). 이 때 이들은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조직에 대한 

기대 수준을 조정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긍정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개인은 직무 및 조직 맥락에 대한 지나친 기대 등으로 인해 부정적이고 반조직

적인 행동(counter-organizational behavior)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입장에서 위

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사회화가 긍정적인 방향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경력자가 조직의 현재 업계에서의 위치, 

조직 내부 상황, 조직 문화 및 역사, 업무 역할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매우 필요하다. 초기경력자는 이러한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자신의 현재 직장에서

의 미래 모습을 그리게 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이 자신과 얼마나 적합하며, 

자신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Jex & Britt, 2008). 

조직 관점에서 조직사회화란 개인이 조직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초

기경력자들을 빠른 시간 내 적응시키고 조직에 헌신하여 조기전력화 할 수 있도록 

한다(강대석, 2007). 즉,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초기경력자는 자신의 성과에 대한 평

가 기준을 파악하고, 주위 조직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생각

을 교환하며 생각을 조정하며, 본인이 자신의 조직과 팀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느

낌을 받게 된다. 조직은 조직 내부의 기준에 따라 초기경력자에게 요구하는 조직사

회화 단계를 설정하고, 초기경력자가 특정 단계를 통과하도록 하는 전략을 활용한

다(Jex & Britt, 2008). 따라서 조직사회화는 초기경력자에 대한 조직의 조기전력화 

전략으로, 초기경력자가 조직이 기대하는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직사회화는 주로 신규 조직구성원을 조직의 유무형적 제

도(institution)에 적응시키고 업무 관련 역량을 제고하여 조직에 조기전력화 시키며 

미래 귀중한 인적자원으로의 개발을 위해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한편 조직사회화는 

사회화를 원류로 한다는 이유로 인해 적응이라는 용어와 유사하게 활용되기도 한다. 

신규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사회화 관련 연구는 동일한 대상으로 조직적

응(newcomer adjustment) 또는 직업적응(work adjust ment)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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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기도 함에 따라, 적응이라는 개념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사회화 및 조직

사회화의 개념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적응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

게 됨’이다(국립국어원, 2016). Allport(1961)는 적응을 ‘환경에 대한 자발적이고 창

조적인 행동이며, 필수조건으로 행동과 결과가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회의 가치, 

규범, 질서와 합치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Dewey(1966)는 적응은 ‘유기체와 환경 

간 관계에서 개인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개인이 단순히 환경의 요

구에 응하는 순응(conformity)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적응의 

개념을 조직사회화가 발전하였듯이 조직과 일터 현장에 적용시켜 조직적응과 직업적

응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적응이란 ‘고용된 조직에 처음으로 입

사한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조직, 업무환경 및 직무 요구사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하는 과정’으로 정의되며(Bauer, Bodner, Erdogan, 

Truxillo, & Tucker, 2007), 직업적응은 ‘개인이 작업환경과 조화를 이루거나 유지하

려고 하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정의된다(Dawis & Lofquist, 1984).

위의 개념을 비교하였을 때, 조직사회화와 조직 및 직업적응 간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사회화와 조직 및 직업 적응의 학문적 근간에 차이가 있다. 조직사

회화는 사회학에서의 사회화 개념을 조직학, 조직행동, 산업심리와 같은 학문 분야

에서 도입하여 발전된 개념이다. 그러나 조직 및 직업적응은 개인에 초점을 맞춘 

진로발달 및 경력개발, 그리고 직업심리와 같은 학문 분야에서 주로 발전된 개념이

다. 둘째, 조직사회화는 조직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조

직의 시각에서 개인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서 연구가 시작된 반면, 조

직 및 직업적응은 개인이 직업환경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발전하는 과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주홍석, 2014). 즉, 조직사회화는 조직의 

시각에서 초기경력자를 효과적인 조직구성원으로 변화하는 양상과 방법에 관심을 

두었다면, 조직적응 및 직업적응은 개인적 관점에서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만족이

라는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Dawis & Lofquist, 1984).

현재는 초기경력자라는 적용가능 연구 대상과 개념 자체의 유사성으로 인한 다학

제적 연구로 인해 조직사회화와 조직적응(또는 직업적응)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 조직사회화는 초기경력자가 조기전력화와 조직에 대한 



- 43 -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일터에서의 학습을 통해 업무 지식 및 경험, 대인관

계, 조직 내부 정보, 역사, 목적 및 가치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2) 조직사회화의 측정

조직사회화는 조직에 진입한 개인에게 조직의 명시적 지식뿐만 아니라 조직 내 

역할 수행에 필요한 암묵적 지식을 익히게 하고, 이에 따라 조직의 기대에 맞도록 

개인을 변화 및 성장하게 한다(Nonaka, 1994). 따라서 조직사회화는 자신의 업무

에 대한 숙련과 조직의 역사와 가치를 습득하고 타 조직구성원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박경규, 윤종록, 임효창, 1999). 이러한 조직사회화를 측정하

는 도구는 Chao 외(1994)의 조직사회화의 6가지 내용 영역(content dimensions of 

socialization)에 관한 측정도구가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외 

Taormina(1994), Thomas와 Anderson(1998), 그리고 Haueter, Macan과 Winter(2003)

의 도구가 다른 연구들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우선 Chao 외(1994)는 Schein(1968, 1971)과 Feldman(1981), Fisher(1986)의 연구

를 바탕으로 개념적 틀을 구성하고 후속연구를 통해 총 6개의 조직사회화 내용을 

구명하였다. 6개의 학습 내용은 업무수행 효율성, 대인관계, 조직 내 정치, 조직 

언어, 조직 목표 및 가치, 조직의 역사이다. 첫째, 업무수행 효율성(performance 

proficiency)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수준을 의미한다. 

Fisher(1986)는 사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업무 수행을 위한 학습을 언급하였으며, 

Feldman(1981)도 성공적인 사회화를 위해서는 업무 수행 기술을 충분히 가져야 한

다고 하였다. 둘째, 대인관계(people)는 조직의 구성원과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업무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조직사회화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져 왔다. 

이는 개인의 성격, 집단의 역동성, 구성원들 간 관계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사회적 

능력과 행동이 다른 멤버들에게 얼마나 잘 받아들여지는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Chao 외, 1994). 셋째, 조직 내 정치(politics)는 조직 내 개인의 적응과 성공을 위

한 요소로, 공식적, 비공식적 업무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와 조직 내의 권력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넷째, 조직언어(language)는 조직 특유의 언어와 

은어, 두문자어에 대한 지식과 전문용어 이해 및 습득에 관한 내용이다. 다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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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목적과 가치(organizational goals and values)는 사회화의 정의에 포함된 개

념으로 조직의 목적과 가치를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조직의 역사

(history) 조직의 내력과 역사에 대해 학습하는 것으로 특정한 조직 구성원의 개인

적 배경과 조직의 역사를 아는 것은 구체적인 상호관계와 환경에서 어떤 행동이 

적절하고 부적절한지에 대한 학습을 제공한다(Schein, 1968). 따라서 Chao 외(1994)

의 연구에서는 조직사회화를 측정하기 위해 조직사회화에서 주요하게 배우는 여

섯 가지의 조직사회화 결과 영역을 습득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조직사회화의 달성 

수준을 밝힐 수 있다고 보았다. 여섯 가지 영역을 기반으로 측정도구를 제시하였

으며(부록 참고), 도구는 3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5점 척도(1: 전

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를 사용한다.

Thomas와 Anderson(1998)의 연구는 군 입대자의 사회화 과정에서의 정신적 계약

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사회화 내용 영역을 (1)사회, (2)역할, (3)상호

지원, (4)조직으로 분류하였다. 네 영역이 8개, 6개, 3개, 4개 문항으로 총 21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영역은 입사자들이 기존 재직자들에 수용되고 그들과 

동지애를 느끼는 정도를 묻는다. 입사자들이 함께 일하고 훈련 중 함께 지내는 사

람들과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구명한다. 역할 영역은 입사자가 기술을 완전히 습

득하고 수행 요구를 이해하는 것을 구명한다. 상호지원 영역은 입사자들이 향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구명한다. 조직 영역은 조직의 구조적, 문화적 측면에 대한 지식이나 이에 대

해 친숙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구명한다. 모든 질문은 리커트 척도 1(전혀 아니다)

부터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국내 조직사회화 관련 연구에서 이 도

구를 활용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Haueter, Macan과 Winter(2003)는 조직사회화를 세 영역으로 나누고 (1)과업, (2)

집단, (3)조직으로 분류한다. 측정도구인 입사자 사회화 질문지(Newcomer 

Socializaiotn Questionnaire: NSQ)는 영역별 각 11개, 12개, 12개로, 총 35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사실적 정보와 기대되는 역할 행동을 측정한다. 리

커트 척도로 1(전혀 아니다)부터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94였다. 초기 타당성 검토에서 Haueter 외의 도구는 그 척도가 직무 만족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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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과 관계가 있으나 실제 수행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밝혔다. Boswell, 

Shipp, Payne과 Culbertson(2009)는 Haueter 외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사회화 수

준과 직무만족 간 관계 연구를 수행하면서, 그들은 사회화가 직무 만족과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국내 연구에서 Haueter 외의 도구를 사용한 국내연구로는 조직구

성원의 경력적응성과 조직사회화 간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 손수진, 김수영과 김은

지(2013)의 연구와 신입여성비서의 조직사회화 전략의 효과성에 관하여 연구한 조

영아(2008)의 연구가 있었다. 한편 이들 연구는 기존의 35문항인 도구에서 12개 문

항을 추출하여 조직사회화를 측정하였다. 

Taormina(1997)는 조직사회화의 영역을 훈련, 이해, 동료 지지 및 미래 전망이라

는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업 재

직자를 대상으로 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결과,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76, .79, 

.81, .76으로,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 일과 삶의 균형

1) 일과 삶의 균형의 개념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며(Lewis, 

2003)이전에는 일과 가정(family)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과 가정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산업화 이후부터 시작되었는데 여성의 사회진출

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을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 

인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 일과 삶을 동시에 책임

지는 다중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 속에서 발생하는 역학관계가 학계의 주요 관심

사가 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두 역할 간의 관계를 갈등의 관점(Role Conflict 

Theory)으로 보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전이의 관점(Spillover Theory)으로 보는 입장이 

대두되었다.

역할 갈등은 ‘개인이 자신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역할 간에 충돌이 발생할 때 느끼

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Kahn et al., 1964; House & Rizzo, 1972; 

Robbins & Judge, 2011). 갈등의 관점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자 역할 간의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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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전이의 관점은 일에서의 경험과 가정에서의 경험을 분리

하기 보다는 직장에서의 경험이 가정생활에, 반대로 가정에서의 경험이 직장 생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이다(Staines, 1980; Lobel, 1991).이

러한 관점은 2000년대 이후 더욱 가속화되어, Frone, Hammer, Parasuraman, 

Greenhaus 등이 더욱 발달시켰으며, 특히 Frone(2003)은 일-가족의 양 역할 간의 긍정

적인 상호작용을 일컬어 촉진화(Facilitation)라 명명하였고, Rothbard(2001)는 비옥화

(Enrichment)라고 이름하여 호혜적 측면을 강조하였다(김주엽, 2008).

갈등의 관점을 좀 더 살펴보면, Kahn 외(1964)와 같은 학자들이 이러한 관점을 지

지하였는데, 특히 Greenhaus와 Beutell(1985)은 일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의 역할 수행

에서 오는 갈등에 주로 집중하였다. 갈등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에

너지는 한정적이고 역할 하나가 더해질수록 긴장, 역할 압력, 비양립성 등으로 표현

되는 갈등이 심화된다고 보았다. 즉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역할 간 갈등을 초

래하는 관계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Marks(1977)의 자원결핍이론(Resource Scarcity)

을 근거로 일과 가정에서의 자원은 양립할 수 없고, 두 영역은 별개의 영역이라고 보

는 입장이었다. 이 관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자원은 ‘시간’이었고, 초과 근무, 

야근 등 시간과 관련된 갈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따라서 갈등 관점의 연구에서는 

주로 여성, 특히 워킹맘 또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Settles, 

Sellers, Damas(2002)는 여성이 양육자와 추가적인 고용을 경험하면서 부정적인 결과

를 경험하고 갈등을 지각하게 된다고 하였다(이혜정, 2012).

전이의 관점을 좀 더 살펴보면, 일과 가정의 균형은 단지 갈등의 최소화로만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 사이의 호혜성을 높임으로써 균형이 더욱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Greenhaus와 Powell(2006)은 일에서의 경험이 가정의 질

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동시에 가정생활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직장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기도 하는 등 양방향성을 지닌다고 하였다(김주엽 외, 2011; 이자명, 2013).이러한 

긍정적 관점에서는 시간과 에너지는 사용하면 고갈되는 자원이 아니라 두 영역에서 

공유될 수 있으며 확장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한 가지 역할을 수행할 때보다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 상호 시간 및 에너지 등의 자원이 다른 역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

여, 금전적 보상, 심리적 만족도, 자기효능감의 향상 등 다양한 부수적인 혜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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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중 역할 수행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보는 입장이다(이혜정, 2012; 

Frone, 2003).

종합하건대, 갈등적 관점은 두 역할 사이에서 개인의 심리적 과정이나 역할에 대한 

가중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호혜적 관점은 상호 호혜적 성과를 

이루어낸다는 실증연구가 부족하고 직무에 따라 호혜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일과 가정, 삶의 두 영역의 경험은 때로는 상충되기도 하

고 때로는 서로를 향상시키기도 하는 특징의 조합이다. 예를 들면, Rothbard(2001)는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향상(Enrichment)이 결코 서로 반대의 개념이 아니며, 이 두 

현상은 개인의 감정적 반응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순환적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어

느 한 역할 수행이 만족스러울 경우 그에 따른 긍정적 감정반응을 이끌어내고, 이러

한 반응은 또다시 다른 역할에 대한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결국 

둘 사이에는 선순환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Rothbard(2001)는 일-가족 갈등을 

부정적 또는 긍정적 측면 한 가지만을 고려하기보다는 두 측면을 연속선상에 놓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체적 관계로 보기를 제안하였다(이자명, 2013). 결국 균형

의 문제는 갈등의 관점과 전이의 관점의 두 측면의 통합적인 연구를 통해 제대로 이

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하다.

일과 삶에 대해서 연구된 것은 지난 30여 년이지만 초기에는 일과 가정에 대한 연

구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에 여기에서는 최근 20년 사이 이루어진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연구자마다 내린 정의를 살펴보면, ‘균형’을 바라보는 관

점에 따라 달라진다. 사전적으로 ‘균형’이란‘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

니하고 고른 상태(표준국어대사전, 2014)’를 의미한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연구
하는 학자들의 입장을 보면, 크게 시간, 자원, 에너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강조

하는 양적 균형 관점과 개인마다 생각하는 가치, 영역별 가중치, 개인의 지각을 강조

하는 질적 균형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Marks와 MacDermid(1996)는 일

과 삶의 균형이란 서로 다른 삶의 역할들에 대해 동일하게 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고, Kirchmeyer(2000)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이루는 것, 

Greenhaus(2003)는 일과 삶의 두 영역에 같은 양의 시간, 심리적 관여, 만족감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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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등 양적 균형의 관점에서 일-삶의 균형을 정의하였다.

한편, 질적 균형의 관점에서 정의 내린 연구자들을 보면, Tausig과 Fenwick(2001)은 

일 이외의 가족/개인 영역 간의 지각된 균형감이라고 정의하였고, Guest(2002)는 시간

과 에너지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신체와 마음의 평정상태를 유지하며 삶의 각 영역

에 대한 압력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개인적인 통제감을 확보하는 것이라

고 정의하였다. Lewis와 Cooper(2005)는 일과 삶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일과 삶

이 상호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방향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 

Voydanoff(2005)는 두 역할에서 효과적으로 일과 삶의 요구에 대한 충족이 얼만큼 되

느냐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Visser와 Williams(2006)는 외적인 임금노동과 내적인 책

임을 다하도록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어진 일을 할 것인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통

제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Greenhaus(2006)는 이후 양적 관점에서 변화되어 

Allen과의 연구에서는 주어진 시점에서 일과 삶 역할에서의 효과성과 만족의 정도라

고 질적 관점으로도 정의했으며, Bird(2006)는 친구와 자아관계를 고려하여 시간보다

는 성취감과 즐거움을 강조하여 일-삶 균형을 직장, 가정, 우정, 그리고 자아 돌봄

(Self-Care)영역에서 성취감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Valcour(2007)는 

일과 삶에서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성공적인지에 대한 개인의 일반적인 지각

이라고 정의했으며, Pichler(2009)는 다양한 삶 영역을 성공적이고 균형 있는 방법으로 

조합하는 개인의 성취라고 정의하였다(이혜정, 2012; 설승환, 2013).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일-삶 균형의 정의보다는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이 무엇인지와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또는 실시해야 할 정

책이나 제도의 효과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많았다(박예송, 박지혜, 2013).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김정운(2005)은 일과 일 이외 영역에서 시간

과 심리적·신체적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삶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고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고, 강우란(2006)은 일과 삶을 모두 잘 해내

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 정영금(2006)은 일에서의 역할과 삶에서의 역할에 자신의 자

원을 골고루 배분하는 것, 이혜정(2012)은 개인이 일과 삶의 두 역할에서 요구되는 바

를 잘 해내고 있다고 느끼는 개인적인 지각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인사조직적인 차원에서 일-삶 균형을 정의한 내용을 보면, 조경호(2009)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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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내 개인의 삶의 질 개념을 개인 전체 삶의 질 차원으로 확대한 개념이라 정의하

였고, 이선우, 박성훈(2010)은 일-삶 균형이란 직장에서의 삶, 개인의 성장 및 자기개

발 등과 같은 일 이외의 영역에 시간과 심리적·신체적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함으로

써 삶을 스스로 통제·조절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이 전반적인 자신의 삶에 대

해 만족스러워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박천오(2012)는 일과 삶이 다양하게 연결되

어 있으며 일과 삶의 영역을 넘나드는 개인이 적절한 균형을 취하면서 두 영역에서 

최고의 만족을 느끼면서 생활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박천오 외,2012).

선행연구를 통해 보면, 초기의 ‘균형’은 양적이고 물리적인 균형이었으나 일과 

삶의 관계가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조화의 개념으로 이해되면서 질적인 균형으

로 의미가 변화되었다(오헌석, 2009).

일에 가중치를 두고 일에서 보다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일이 곧 가

족같이 친근하고, 여가이자 성장 및 자기계발일 수 있다.단,이러한 가중치와 가치가 

너무 편향되어 자신의 일 이외의 삶, 즉 가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선

에서 개인이 만족감을 느낀다면 이것도 역시 ‘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마다 가중치와 삶의 가치를 두는 영역이 다른데 양적으로 동일한 시간과 에너지

를 분배하는 것을 ‘균형’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질적인 

관점에서 일-삶의 균형을 정의하고자 하며, 특히 김정운(2005)이 정의한 내용을 토대

로 일-삶의 균형이란 일과 일 이외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만족감을 가지는 상태로 정

의하고자 한다.

2) 일과 삶의 균형의 측정

1970년대 일과 가정에서 시작된 연구는 주로 맞벌이, 워킹맘 등 기혼 여성과 남성

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져 미혼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1990년대부터 점차 일 이외의 영역을 삶 전반으로 확대하게 되었고 

가정이나 가족 대신 좀 더 포괄적으로 ‘개인 생활’또는‘생활’,‘삶’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삶 균형, 일-생활·개인-생활균형, 일가정·가족균형

등의 용어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용어의 혼재를 막기 위해 같은 

맥락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통일하여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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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였다.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일 이외의 영역에 대한 

문제이다. 즉,‘삶’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또한 연구자마다 다른데, Thomson과 Bunderson(2011)은 일, 가정, 공동체, 지역, 여가 

등을 일 외의 영역에 포함하였고, Cummings(2001)는 재정적 자원, 여가, 이웃, 우정, 

사회적 참여, 건강을 포함하였다. Quick(2004)은 일, 가정, 자아의 균형모형을 제시하

였고, Marks와 MacDermid(1996)는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역할로 구분하여, 근로자,

부모, 배우자, 시민, 자아 등의 다양한 역할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는 임희섭(1996)이 일, 재정, 직업영역·자아실현, 가족생활, 여가생활, 지

역사회의 6가지로 구분하였고, 박정열, 손영미(2005)는 일, 가족, 여가, 자기계발(성장)

로 구분, 김정운, 박정열(2008)은 일, 가족, 여가 및 건강, 개인의 성장 및 자기개발로 

구분, 김종관, 이윤경(2008)은 일, 가정, 자신, 놀이 및 여가(관계 및 친구,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여가활동 및 놀이)로 구분하였으며(김명희, 2014), 이희미와 김영진(2009)은 

개인의 성장과 여가생활은 사실상 개인의 실제적 생활에 있어 구분되기 어렵다고 보

고, 일, 가정생활, 여가생활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다. 여기서 여가생활은 자

기개발, 취미활동, 개인의 휴식을 모두 포함한다(설승환, 2013). 이혜정(2012)은 가정, 

여가, 레저, 자아 성장으로 구분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포함되는 영역은 가족, 여가, 자신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과 삶이라고 했을 때, 삶의 영역을 김정운과 박정열의 연구

결과를 따라 가족, 여가, 성장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가족 영역은 일-삶 균형의 모든 연구에서 삶의 하위 영역으로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던 항목이며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영역이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근로

자의 사회참여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가사분배, 육아문제가 개인과 가정의 문

제 뿐 아니라 고용주와 정부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두 번째, 여가 영역은 일과 

독립된 주체이며, 개인의 심리적 잠재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삶의 독특한 영역이다

(김정운 외, 2005).이 영역에는 건강관리, 문화생활, 취미생활, 놀이, 친구,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모두 아우른다. 세 번째, 성장 영역은 자기계발, 자아실현을 포함한다. 

과거의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지면서 경력계발의 주체가 고용주에서 근로자 개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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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회사의 부분적인 지원 하에 자신의 

경력계획, 자기계발을 스스로 계획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샐

러던트(saladent)-봉급생활자를 뜻하는 샐러리맨(salary man)과 학생을 뜻하는 스튜던

트(student)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조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직장인들에

게 지속적인 학습과 평생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 관련 개념 및 영역 고찰 결과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근무하는 직장인 990명을 대상으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척도를 개

발하여 타당화한 김정운과 박정열(2008)의 측정도구는 일-가족균형, 일-여가균형, 일-

성장균형, 전반적 평가의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요인별 신뢰도는 .68, .80, 

.85, .74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절대 아니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의 7점 척도로 

측정되는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4. 이직의도와 관련 변인 간의 관계

가. 조직지원인식, 조직사회화 및 이직의도 간의 관계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은 조직이 구성원들의 가치를 소중

하게 여기며, 구성원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믿음을 의미

한다. 초기경력자의 조직사회화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초기경력자 

개인 또는 조직 차원의 조직사회화 전략(socialization tactics) 외에도, 조직으로부터 

제공받는 지원에 대한 인식을 통해 발생하는 개인과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이 초

기경력자의 사회화, 조직적응 및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errot, Bauer, Abonneau, Campoy, Erdogan, Liden, 2014). 

조직 구성원의 조직지원에 대한 인식이 초기경력자의 사회화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Blau(1964)의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과 Eisenberger 등(1986)의 

조직지원이론(organizational support theory)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사회교환이론에

서는 조직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몰입뿐만 아니라 조직 또한 조직 구성원에게 몰입

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몰입 과정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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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감이 높아진다는 이론적 설명은 중소기업에 대한 몰입도가 낮은 조직 구성원에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경우, 감사의 마음, 신뢰 등과 같이 무언가를 되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감

(obligation)을 느끼게 된다고 보고 있다(Blau, 1964; Cropanzano & Mitchell, 2005). 이

와 유사한 관점에서 조직지원이론 역시 조직지원인식은 호혜성(reciprocity)의 규범을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조직에 대해 조직구성원이 의무감을 

느끼도록 하고, 조직구성원에 대한 관심, 인정, 존경은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회-감성적 욕구(socioemotional needs)를 충

족시킨다. 또한 조직지원인식은 조직구성원의 성과에 대한 조직의 인정과 보상에 대

한 신념을 강화시킴으로써, 조직구성원 개인과 전체 조직에 호의적인 성과를 낳는 긍

정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가정한다(Rhoades, Eisenberger, 2002). 

이와 같은 이론적 기반 외에도 다수의 경험적 연구 결과는 조직지원인식이 초기경

력자의 조직사회화를 촉진하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Kurtessis 외(2017)의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직지원인식은 정서적 조직몰입, 조직

과의 사회적 교환, 직무 관여, 조직시민행동 및 소속감에는 정적인 영향을, 비생산적 

업무행동, 이직행동 및 이직의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험적 연구결과에서도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사회화의 원거리 결과에 해당하는 조직

몰입(김영은, 2011; 김윤성, 2003; 안진우, 오석영, 2017; 이종찬, 2010)과 직무만족 및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정숙, 2010; 이주형, 이

영면, 2015).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종사자(최수찬, 이희종, 

2014), 공기업 및 금융기업 종사자(배성현, 김미선, 2010), 대기업 종사자(조상미, 최미

선, 2010), 보험설계사(김현희, 2016)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직지원인식

은 조직구성원의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 및 이직의도 간의 관계

주도적 행위는 중소기업의 대졸 초기경력자가 통제력에 대한 느낌을 증대시키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적극적인 사회화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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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적 정의에 비추어볼 때, 대졸 초기경력자의 주도적 행위는 조직 내에서 업무 성과 

향상과 적응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조직사회화에는 정적인 영

향을, 이직의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경력자의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 및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기반은 

조직사회화이론(organizational socialization theory)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직사회화는 

개인이 새로운 직업적 역할을 적용하는 데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조직 내의 초기경력자에게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이다

(Wanberg, 2013). 조직사회화는 조직 구성원을 사회화시키려는 조직 차원의 전략과 

개인 차원에서는 새로운 조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도적 행위를 통해 향상

될 수 있다(Ashforth et al., 2007; Chao et al., 1994; Taormina, 2004; Van Maanen & 

Schein, 1979; Wanberg, 2013). 이 중 특히 주도적 행위는 초기경력자의 학습을 촉진

하여, 초기경력자의 조직 적응과 관련된 원거리 결과(성과, 소속감, 직무만족, 이직의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Ashforth et al., 2007).

국내·외의 경험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기경력자의 주도적 행위는 조직사회화에

는 정적인 영향을, 이직의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산

업체 근로자 279쌍(근로자-상사)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Cable, & Kim, 2005)와 산

학협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Gruman, Saks, & Zweig, 2006; 

Saks, Gruman, & Cooper-Thomas, 2011)에서 주도적 행위는 조직사회화의 원거리 결

과(과업 숙달, 역할 명확성, 사회적 통합)와 잔류의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이직의도에

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주홍석, 정철영, 2015), 산업체 근로자(김상표, 김태열, 2004)에서도 국외 연

구와 동일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다.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와 조직사회화 간의 관계

조직 내에서 개인이 주도적 행위를 발현하는 데에는 개인차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다(Crant, 2000; Grant & Ashford, 2008). 이러

한 환경적 요인들 중 개인의 주도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후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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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독(supportive supervision)이 언급되며(Parker et al., 2006), Crant(2000)는 경영진

의 지지와 후원적인 조직 문화와 규범이 개인의 주도적 행위를 예측하는 환경 변인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

은 근로자의 실패 및 시행착오(trial and errors)에 관용을 보여주며(Edmondson, 1999), 

이러한 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주도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 조직에 의

해 받아들여진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Shin & Kim, 2015). 또한, 높은 수준의 조직지원

인식은 근로자로 하여금 변화를 수반하는 행동에 참여하거나 주도적인 행동을 취하

는 데에 안정감을 느끼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Kahn, 1990).

벨기에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Caesens, Marique & 

Hanin(2016)의 종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2차 조사 시점에서 인식한 조직지원인식 수

준은 2차 조사 시점 및 3차 조사 시점에서 근로자의 주도적 행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지각된 의무감(Felt Obligation)과 직

무 열의(Work Engagement)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나, 이러한 매개효과를 감안하더라

도 조직지원인식이 주도적 행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산업체 근로자 및 그들의 상사를 대상으로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따른 주도적 행위의 영향요인을 검증한 Shin과 Kim(201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직지원인식은 근로자의 주도적 행위 및 행동 통제(behavioral 

control)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주도적 행위 의도(intention)와 

실제 주도적 행위를 발현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2개 기업

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상사를 대상으로 개별적 근무조건(Idiosyncratic Deals)과 근로

자의 성과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Liu, Lee, Hui, Kwan와 

Wu(2013)의 종단 연구 결과에서도 조직지원인식은 근로자의 주도적 행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라. 조직사회화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

조직 내에서 초기경력자의 조직사회화 수준이 높을 경우,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에 

만족하고, 조직 내 역할에 부응하며, 조직에 대한 갈등이 높아 업무 성과가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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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할 수 있다(Zahhrly & Tosi, 1989). Chao(1994)는 조직사회화를 조직과 부서

의 역사, 조직 내 정치, 전문용어 및 조직은어, 구성원 간 대인관계, 조직 목표 및 가

치, 그리고 직무수행의 숙련을 근접적 결과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개별적 요소들이 

중소기업의 초기경력자로서 체화되었다는 것은 이들의 이직의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일련의 이유로 이러한 조직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경력자는 조직에 부적응하며, 부정적 스트레스를 받아, 조직 내에서 반사회

적 업무 행동을 보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사회화와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기반으로는 애착 이론(attachment 

theory; Dahling & Librizzi, 2000)과 직무배태성(job embeddedness; Mitchell & Lee, 

2014)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애착 이론은 개인과 개인의 경험, 심리적·상황

적 근간이 되는 대상이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양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조직사

회화 과정을 통해 조직과 직무에 대한 애착이 형성된 초기경력자는 결국 조직에 

보다 헌신하려 하고 직무에 몰입을 하여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유추할 수 있다. 직무배태성은 최근 자발적 이직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조

직구성원이 조직과 직무에 근속하도록 하는 비가시적이고 광범위한 연결망을 의미한

다(Mitchell, Holtom, Lee, Sablynski, & Erez, 2001). 직무배태성은 조직생활을 통해 구

축한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망, 개인과 조직의 적합성(person-organization fit), 직장을 

떠남으로써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물리적, 정신적 혜택의 비용으로써 희생(sacrifice)의 

개념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중소기업 초기경력자는 경력 시작 시점부터 

쌓은 조직사회화 또는 조직적응적 요소가 있으며, 이직을 감행할 경우 이러한 요소들

에 대한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직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정

리하면, 조직사회화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직무배태성을 고려할 때, 조직사회화 수

준은 개인의 이직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사회화와 이직의도 간의 경험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의 SSCI급 학술 연구

에서도 호텔 직원을 대상으로 한 Yang(2008)의 연구,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한 

차종석(2011)의 연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Tomietto, Rappagliosi와 Sartori(2015)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조직사회화 수준은 이직의도를 중심으로 한 조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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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 간 관계는 최근의 국내 연구

에서도 다수 나타나는데, 수술실 간호사(윤수정, 박혜자, 2015), 외식기업 초기경력자

(김우진, 2015), 대졸 여성 초기경력자(김양신, 이영민, 2015) 등에서 조직사회화와 이

직의도 간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다수의 경험적 연구 결과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에서도 조직사회화와 이직의도 

간의 부적인 영향 관계가 구명되었다. Bauer 외(2007)의 연구에서 신입사원의 조직사

회화 과정에서의 조직적응 변인들과 결과변인들 간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위변인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ES=.09), 사회적 수용(ES=.18), 그리고 역할 명

확성(ES=.14)은 이들의 잔류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자기효능감(ES=-.12)과 사회적 수용(ES=-.13)은 이직 결과에도 유의한 효과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호텔리어의 이직의도에 관한 메타분석을 수행한 오희균

과 정규엽(2014)의 연구에서도 업무역량성, 직무성과, 동료 및 상사관계, 개인조직 적

합성 및 조직동일시와 같은 변인은 이직의도와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들을 보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직의도와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지지하는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Ⅱ-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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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거이론 및 개념 선행연구

조직지원인식→주도적 행위
사회교환이론

조직지원이론

Ÿ Caesens, Marique & Hanin(2016), Liu 
et al.(2013), Shin & Kim(2015)

조직지원인식→조직사회화
애착이론

조직사회화이론

Ÿ Cropanzano & Mitchell(2005), Perrot et 
al.(2014), Rhoades & 
Eisenberger(2002), Kurtessis et 
al.(2017), 권정숙(2010), 이주형, 
이영면(2015), 김영은(2011), 
김윤성(2003), 안진우, 오석영(2017), 
이종찬(2010), 

조직지원인식→이직의도
사회교환이론

조직지원이론

Ÿ Kurtessis et al.(2017), 김현희(2016), 
배성현, 김미선(2010), 조상미, 
최미선(2010), 최수찬, 이희종(2014)

주도적행위→조직사회화
조직사회화이론

애착이론

Ÿ Asforth et al.(2007), Kim, Cable, & 
Kim(2005), Saks, Gruman, & 
Cooper-Thomas(2011), 김상표, 
김태열(2004)

주도적행위→이직의도
조직사회화이론

직무배태성

Ÿ Asforth et al.(2007), Gruman, Saks, & 
Zweig(2016), Saks, Gruman, & 
Cooper-Thomas(2011), 김상표, 
김태열(2004), 주홍석, 정철영(2015)

조직사회화→이직의도
조직사회화이론

직무배태성

Ÿ Allen(2006), Asforth et al.(2007), Kim, 
Cable, & Kim(2005), Saks, Gruman, & 
Cooper-Thomas(2011), 김상표, 
김태열(2004), 주홍석, 정철영(2015), 
황영훈(2017)

조직지원인식→주도적 
행위→조직사회화

사회교환이론

조직지원이론

조직사회화이론

Ÿ Caesens, Marique & Hanin(2016), Liu 
et al.(2013), Perrot et al.(2014), Shin & 
Kim(2015)

조직지원인식→조직사회화
→이직의도

조직지원이론
Ÿ Allen & Chow(2002), Allen & 
Shanock(2012)

주도적행위→조직사회화→
이직의도

조직사회화이론

Ÿ Asforth et al.(2007), Kim, Cable, & 
Kim(2005), Saks, Gruman, & 
Cooper-Thomas(2011), 김상표, 
김태열(2004), 주홍석, 정철영(2015)

<표 Ⅱ-7> 이직의도와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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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

회화 및 이직의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조직사회화와 이직의도의 경로에서 일

과 삶의 균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잠재변인은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 일과 삶의 균형 및 이직의

도로, 관련 이론 및 실증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의 [그림 Ⅲ-1]과 같은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은 주도적 행위, 조직

사회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들 변인을 매개로 하여, 이직의도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조직지원인식 및 주도적 행위는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고, 일과 삶의 균형은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 및 이직

의도의 관계 중 조직사회화와 이직의도의 경로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림 Ⅲ-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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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모집단은 대학을 졸업한 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입사 5년 미만의 

초기경력자 전체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모집단인 중소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종사 분

야, 업체 등을 목록을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경력 5년의 초기경력자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또한 기업규모, 매출액 등의 편차가 커, 하나의 동일 특

성을 가진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이직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 특성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환경 변인 중 하나로,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 

특성을 통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 

중 고용유지율이 높고, 임금체불이 없고, 산재사망사고 발생이 없으며, 신용평가등급

이 B-이상인 기업으로, 강소기업 간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첫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가 재직하는 기업의 특성이 동질적이고, 둘째,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특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강소기업을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강소기업은 2018년 기준 25,900개의 기업이 선정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워크

넷(http://www.work.go.kr)에서 제공하는 25,900개 강소기업 리스트를 활용하여 표집 

대상을 선정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 목표 모집단은 25,900개 강소기업 리스트에 속하

는 직장에서 근무 중인 대졸 근로자 중 현재 직장이 첫 직장이면서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들이 된다.

2018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의 수는 총 3,547,101개이며, 종사자 수는 14,357,006명이

다. 이를 산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 종사자 수가 3,110,230명(21.7%), 건설업 1,220,307

명(8.5%), 서비스업 9,992,404명(69.6%), 기타 산업(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

스, 증기 및 수도사업) 34,065명(0.2%)이다. 기타 산업 종사자를 제외하고, 건설업(1.0)

을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을 환산하면 제조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은 2.5:1.0:8.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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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따라 학력별 종사자의 수는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제조업의 경우, 전체 

종사자 중 전문대졸자와 일반 대졸자의 비율이 각각 18.7%, 24.6%로, 이를 대졸자 전

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비율은 43.2%, 56.8%이다. 건설업의 경우, 전체 종사자 중 

전문대졸자와 일반 대졸자의 비율이 각각 38.9%, 37.2%로, 이를 대졸자 전체를 100으

로 보았을 때, 비율은 51.1%, 48.9%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전체 종사자 중 전문대졸

자와 일반 대졸자의 비율이 각각 18.5%, 37.1%로, 이를 대졸자 전체를 100으로 보았

을 때, 비율은 33.3%, 66.7%이다.

2018년 워크넷 홈페이지에 기재된 강소기업의 수는 총 25,900개이며, 종사자 수는 

1,104,621명이다. 이를 산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 종사자 수가 770,557명(69.8%), 건설

업 61,590명(5.6%), 서비스업 269,961명(24.4%), 기타 산업(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

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513명(0.2%)이다. 강소기업 근로자의 학력별 종사자 수

는 현재 구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 전체의 학력별 종사자 수 분포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표집

1) 표집크기

연구결과의 일반화는 모집단의 수에 상관없이 표본 집단의 절대 수에 기반하므

로, 사회과학에서 신뢰할 만한 표본 수로 제시되는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표본 집단의 수가 300명 이상이면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Krejcie와 Morgan(1970)에 따르면 모집단의 크기가 75,000명일 

때 적정표본의 수는 382명이고, 10만 명이 넘을 경우 384명으로 동일하다. 중소

기업 전체 종사자 수가 14,357,006명임을 고려했을 때, 384명 이상의 표본 집단 

수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최대우도법을 활용할 경

우 100개에서 150개 사이의 데이터가 분석에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류근관, 

2005). 또한 Hair, Anderson, Tatham과 Black(1998), Stevenson(2002), Tabachnick과 

Fidell(1989)에 의하면 예측 검증력 확보를 위해 측정변인과 사례 수의 비율운 

1:15가 적절하다. 이 연구의 측정변인 수의 합은 14개로, 210개의 표본을 분석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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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 

검증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와 회수율, 이상치(outlier) 및 불성실 응답을 고려하여 

목표 표집 수를 430부로 하였다. 이때 표본의 수가 한 기업에 치중되지 않도록 

46개 기업을 선정하고, 각 기업 당 9명을 표집하였다.

2) 표집방법

목표 모집단인 강소기업의 산업별 근로자 비율은 건설업(1.0)을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을 환산하면 제조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은 12.5:1:4.4이다. 이와 같은 목표 모집단내 산업별 근로자 분포는 모집단인 중소

기업(제조업 2.5:건설업 1: 서비스업 8)과 상이하기는 하나, 앞서 목표 모집단 설정에

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강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질한 집단이며, 종속

변수인 이직의도에 미치는 기업 특성을 통제하기에 효과적인 동시에, 강소기업은 중

소기업 내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중소기업의 비율 분포에 맞게 표집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과 동시에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층화군집

비율표집을 활용하였다. 

층화표집을 활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층화표집은 모집단 안에 어떤 속성에 의

하여 여러 개의 하부집단이 있을시 이를 표집에 반영하여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기

에 용이하게 만드는 표집방법이다(성태제, 1998). 특히 집단 간 차이가 집단 내 차이

보다 큰 경우, 층화 표집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집방법으로 준용될 필요가 있다. 기

업 단위 무선 군집표집으로 선정된 46개 기업에는 기업별로 9명을 기준으로 표집하

였다. 선정된 46개 기업에서의 표집은 학력을 기준으로 층화하여 비율표집하였다. 

3. 조사 도구

이 연구의 목적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

회화 및 이직의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조직사회화와 이직의도의 경로에서 일

과 삶의 균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

지는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 고찰 결과에 터하여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정의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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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 일

과 삶의 균형 및 이직의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조

사도구의 구성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구분 문항번호 문항 수(개)

조직지원

인식

수단적 지원 Ⅰ-1, 3, 5, 7, 9 5

정서적 지원 Ⅰ-2, 4, 6, 8, 10 5

주도적 행위

긍정적 틀 형성 Ⅱ-1~3 3

의미형성 Ⅱ-4~11 8

관계증진 Ⅱ-12~20 9

직무조정 협의 Ⅱ-21~24 4

조직사회화

훈련 Ⅲ-1~4 4

조직 이해 Ⅲ-5~8 4

동료 지지 Ⅲ-9~12 4

미래 전망 Ⅲ-13~16 4

일과 삶의 균형

(전체 역 문항)

일-가족 균형 Ⅳ-1~8 8

일-여가 균형 Ⅳ-9~16 8

일-성장 균형 Ⅳ-17~25 9

이직의도 Ⅴ-1~5 5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첫 직장 여부, 

직무, 근무기간
Ⅵ-1~9 9

총계 89

<표 Ⅲ-1> 조사 도구의 구성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하기에 앞서, 조사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및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 검증, 예비조사를 

통한 신뢰도 분석 및 구인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였다. 내용 타당도 검증

은 대졸 초기경력자의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3인(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2인, 강소 기업 팀장 이상 1인)에게 문항 별로 

7점 Likert 척도(1= 전혀 타당하지 않음, 7= 매우 타당함)로 평정을 받은 후, 평균값 

4.0 미만인 문항은 수정·보완하였다. 안면 타당도 검증은 강소기업이 첫 직장이면서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대졸 초기경력자 6명에게 문항별로 문항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5점 Likert 척도(1=매우 어려움, 5=전혀 어렵지 않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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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을 받은 후, 평균값 3.0 미만인 문항은 수정·보완하여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후, 예비조사는 이 연구의 대상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를 대상으로 총 120

부의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결측치 3부 및 불성실 응답 2부를 제외

한 총 115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될 관찰변인의 내적 일치도 계

수가 모두 .7 이상으로 나타나 본조사에 활용하였다. 

가. 이직의도

Dalton et al.(1982)의 이직 개념과 Meyer & Allen(1984), Iverson(1993) 및 Egan, 

Yang, & Bartlett(2004)의 이직의도 개념을 종합하여, 이직의도란 ‘조직적 노력을 통

해 회피 가능한 조직구성원이 현재의 직장을 자발적으로 떠나려는 의지의 크기’로 

정의된다. 이 연구에서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는 Mobley(1982)가 개발

하고, 강인주, 정철영(2015)이 수정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문항 수는 총 5문항이며, 응

답자는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된다. 강인주, 정철영(2015)의 연구에서 이직

의도의 신뢰도는 .88로,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 측정도구를 활용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대졸 초기경력자의 경력

개발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2명을 대상으료 내용 타당도(7점 만점에 4점 이상),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 10명을 대상으로 안면 타당도(5점 만점에 3점 이상)를 확

보하였다. 이후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직의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66으로 나

타났다. 또한 본조사에서는 .970로 나타나, 모두 기준치 .7이상이었다. 

구분 예비조사(115명) 본조사(317명)

이직의도(5문항) .966 .970

<표 Ⅲ-2> 이직의도 내적 일치도 계수

나. 조직지원인식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는 조직이 구성원들의 가치를 소중

하게 여기며, 구성원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믿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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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연구에서 조직지원인식은 수단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의 두 가지 하위변인으

로 구성되며, Eisenberger, Fasolo, Davis-LaMastro(1990)가 개발한 도구를 토대로 김은

광(2012)이 사이버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활용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강인주(2015)의 

연구에서 조직지원인식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77, .81로, 기준치 이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조직지원인식 측정도구를 활용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대졸 초기경력자의 

경력개발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2명을 대상으료 내용 타당도(7점 만점에 4점 이

상),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 10명을 대상으로 안면 타당도(5점 만점에 3점 이상)를 

확보하였다. 이후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직의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41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조사에서는 .852로 나타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

수는 예비조사, 본조사 모두 기준치 .7이상이었다(.823~.874). 

구분 예비조사(115명) 본조사(317명)

① 정서적 지원(5문항) .862 .874

② 수단적 지원(5문항) .823 .830

조직지원인식 전체 .841 .852

<표 Ⅲ-3> 조직지원인식 내적 일치도 계수

다. 주도적 행위

주도적 행위(Proactive Behavior)는 대졸 초기경력자가 통제력에 대한 느낌을 증대

시키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적극적인 사회화 행동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Ashford와 Black(1996)이 개발한 도구를 주홍석(2014)이 번안하고, 연구자

가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가 맥락에 맞게 타당화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주도적 행

위는 긍정적 틀 형성, 의미 형성, 관계증진, 직무조정 협의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며, 주홍석(2014)의 연구에서 보고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84, .81, .82, .91로,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도적 행위 측정도구를 활용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대졸 초기경력자의 경

력개발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2명을 대상으료 내용 타당도(7점 만점에 4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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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 10명을 대상으로 안면 타당도(5점 만점에 3점 이상)를 

확보하였다. 이후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직의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25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조사에서는 .830로 나타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

수는 예비조사, 본조사 모두 기준치 .7이상이었다(.786~.871). 

구분 예비조사(115명) 본조사(317명)

① 긍정적 틀 형성(3문항) .820 .871

② 의미형성(8문항) .803 .811

③ 관계증진(9문항) .816 .796

④ 직무조정 협의(4문항) .786 .854

주도적 행위 전체 .825 .830

<표 Ⅲ-4> 주도적 행위 내적 일치도 계수

라. 조직사회화

조직사회화(Organizational Socialization)는 초기경력자가 직무능력, 조직에 대한 이

해, 동료와의 지원적 관계를 확보하고, 조직의 경력경로를 수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조직사회화는 Taormina(1997)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조직사회화 척도를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실정에 맞게 연구자가 번안 및 타당화한 도구

를 활용하였다. 조직사회화의 하위 요인은 훈련, 조직이해, 동료지지, 미래전망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76, .79, .81, .76으로,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조직사회화 측정도구를 활용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대졸 초기경력자의 경

력개발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2명을 대상으료 내용 타당도(7점 만점에 4점 이

상),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 10명을 대상으로 안면 타당도(5점 만점에 3점 이상)를 

확보하였다. 이후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직의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47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조사에서는 .869로 나타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

수는 예비조사, 본조사 모두 기준치 .7이상이었다(.82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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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비조사(115명) 본조사(317명)

① 훈련(4문항) .802 .853

② 조직 이해(4문항) .823 .859

③ 동료 지지(4문항) .865 .827

④ 미래 전망(4문항) .881 .881

조직사회화 전체 .847 .869

<표 Ⅲ-5> 조직사회화 내적 일치도 계수

마.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은 개인이 일과 일 이외의 영역에서 시간과 에

너지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삶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고,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김정운, 박정열, 2008). 이 연구에서 일과 삶의 균형은 김정운, 박정

열(2008)이 개발한 일과 삶의 균형 척도에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가 응답한 점수

를 역산한 평균을 의미한다. 일과 삶의 균형 척도는 일-가족균형, 일-여가균형, 일-성

장균형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68, .80, .85로,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삶의 균형 측정도구를 활용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대졸 초기경력자의 

경력개발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2명을 대상으료 내용 타당도(7점 만점에 4점 이

상),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 10명을 대상으로 안면 타당도(5점 만점에 3점 이상)를 

확보하였다. 이후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직의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11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조사에서는 .827로 나타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

수는 예비조사, 본조사 모두 기준치 .7이상이었다(.806~.843). 

구분 예비조사(115명) 본조사(317명)

① 일-가족 균형(8문항) .801 .806

② 일-여가 균형(8문항) .831 .828

③ 일-성장 균형(9문항) .795 .843

일과 삶의 균형 전체 .811 .827

<표 Ⅲ-6> 일과 삶의 균형 내적 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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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근속기간이 5년 미만인 25,900개 강소기업 대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산업별 근로자 수와 학력별 근로자 비율

을 바탕으로 층화 군집 비율 표집을 실시하였다. 

본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기업

별로 1-2명의 조사협력자를 섭외하여 이들에게 URL이 담긴 설문조사 링크를 연구대

상에게 전달하고, 이들을 비롯하여 근속기간 5년 미만의 대졸 근로자 동료에게 응답

하도록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조사협력자와 설문 참여자 중 설

문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참가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자료배포 및 수집

은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부한 설문지 총 430부 중 327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327부 

중 결측치가 포함된 설문지 6부, 같은 번호를 2개 이상 변인에 일괄적으로 체크한 설

문지 10부 및 이상치(평균에서의 표준편차 거리｜3｜이상) 3부의 총 19부를 제외한 

308부의 자료를 최종 활용하였다(유효자료율: 94.2%).

구분 빈도(명, 세) 백분율(%)

성별
남성 156 50.6 

여성 152 49.4 

연령
27.8

(최소: 23 / 최대: 31)
-

학력
전문대졸 169 54.9 

대졸 139 45.1 

혼인 여부
기혼 101 32.8 

미혼 207 67.2 

산업

제조업 74 24.0 

건설업 36 11.7 

서비스업 198 64.3 

직무

기획·관리·총무·인사 51 16.6 

영업·마케팅 55 17.9 

연구개발 11 3.6 

생산 87 28.2 

서비스·고객 관리 104 33.8 

합계 308 100.0 

<표 Ⅲ-7>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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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1.0 및 Mplus 6.0을 활용하였

고 모든 결과는 통계적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실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통계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입력자료는 원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찰변인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변인들의 선형적 결합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정

규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찰 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인별 단변

량 정규성을 확인하고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단 다변량 정규성은 만족시키기 

어렵고 단변량 정규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례수가 확보되면 분석에 큰 문제

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단변량 정규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단변량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왜도(skew)와 첨도(kurtosis)지표를 활용하게 되는데 경험

적 기준에 따르면 왜도지표 ┃3.0┃이내, 첨도지표 ┃8.0~20.0┃ 이내의 경우 정규성

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또한 Hong, Malik, 

Lee(2003)는 왜도 2, 첨도 4 이내의 기준을 만족하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상분포조

건을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관찰변인 간의 상관행렬을 확인함으로써 본 자료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관찰변인의 상관행렬을 기준

으로 최적의 모형을 분석하는 방법이기에 관찰변인 간의 상관계수가 통계적 기준 하

(p⟨.05)에 유의하고 .3 이상의 통계치를 나타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입력자료의 적절성

을 검토하였다. 

나. 측정 모형 분석 

측정 모형 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관찰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은 실제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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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측정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분석오류 발생 시, 오

류의 원인이 측정의 오류에서부터 발생하였는지 또는 인과관계 설정의 오류에서 발

생하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배병렬, 2009). 

이 연구는 Mplus 6.0을 통해 측정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모수 추정은 최대우도법

(ML: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다. 최대우도법이란 관찰변인의 상관행렬과 가

능한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관행렬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모수를 추정하여 모형 적합

도를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최대우도법은 최소제곱법에 비해 다변량 정규성의 제약에

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이 연구에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모형 적합도 판단은 

Mplus 6.0이 제공하는 총 카이제곱(χ2) 값 및 RMSEA, SRMR, CFI, TRI의 네 가지의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단 카이제곱 값의 경우, 사례수에 민감하게 반

응하여 사례수가 500을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이훈영, 2010). 

구분 적합도 판단 기준

카이제곱(χ2) 값 p < .05

절대적합지수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10
SRMR(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증분적합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 .9
TLI(Tucker & Lewis Index)

자료:　배병렬. (2016). Mplus 7.0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도서출판 청람.

<표 Ⅲ-8> 적합도 판단 기준

모형 적합도 확인 후에는 개념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판단하였다. 개념 타당

도란 모형 내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올바르게 측정하는가를 의미하며 집중 타당도

(convergent validity), 판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로 확인할 수 있다. 집중 타당

도는 하나의 잠재변인에 해당하는 관찰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측정하는가

를 의미한다. 이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같이 요인적재량 .5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배병렬, 2016). 판별 타당도는 하나의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관찰변인들이 다

른 잠재변인과 구별하여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는 잠재변인 간의 상관을 통

해 알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8 이상이면 판별 타당도가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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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판단하였다(이훈영, 2010).

다.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 분석

측정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 후, 실제 이 연구의 가설인 인과적 구조 모형의 적합성 

및 잠재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인과적 구조 모형을 분석하였다. 모수 추

정 및 모형의 적합성 판단은 측정 모형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모형 분석을 수행한 이후, 모형 적합도 및 경로계수를 살펴보고 모형 수정 실시 여

부를 판단하였다. 모형 수정이란 초기의 모형에 대한 확인적 검정에서 나아가 자료를 

통해 도출한 상관행렬에 더욱 적합한 모형상관행렬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형을 수정

하는 것이다(배병열, 2016). 모형을 수정하는 상황은 모형의 간명도 또는 적합도를 높

일 필요가 있을 때 수행된다. 모형의 간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정했던 변

인 간의 관계를 제거해야 하며 이는 모형 다듬기에 해당한다.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고려되지 못한 변인 간의 관계를 가정해야 하며 이는 모형 만들기에 해

당한다.

최종적으로 인과적 구조 모형을 확정한 이후에는 인과관계 효과를 분석하였다(<표 

Ⅲ-9> 참조).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 간의 효과는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직접효과란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을 의미하며, 매개효과란 매개변인에 의해 한 변인 다른 변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

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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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분석방법

모형
Ÿ 연구가설 1
경험적 자료에 대한 이론적 연구 모형의 부합 수준

최대우도법

직접
효과

Ÿ 연구가설 2-1. 조직지원인식→주도적 행위

임계비 t검정

Ÿ 연구가설 2-2. 조직지원인식→조직사회화

Ÿ 연구가설 2-3. 주도적 행위→조직사회화

Ÿ 연구가설 2-4. 조직지원인식→이직의도

Ÿ 연구가설 2-5. 주도적 행위→이직의도

Ÿ 연구가설 2-6. 조직사회화→이직의도

매개
효과

Ÿ 연구가설 3-1. 조직지원인식→주도적 행위→조직사회화
델타 방법 및 

부트스트래핑 
방법

Ÿ 연구가설 3-2. 조직지원인식→조직사회화→이직의도

Ÿ 연구가설 3-3. 주도적 행위→조직사회화→이직의도

Ÿ 연구가설 3-4. 조직지원인식→주도적 행위→조직사회화→이직의도

<표 Ⅲ-9> 인과적 구조 모형 분석 방법 

직접효과의 유의성 검정은 임계비(critical ratio)를 통한 t검정으로 수행하였다. 매개

효과 검정은 Mplus 6.0에서 제공하는 델타(delta) 방법을 통해 수행하였다. 단 델타 방

법의 경우,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방법으로 엄격한 이론적 가정을 포함하여 표준

오차를 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경험적 분포를 추정하여 표준오차를 구하는 

방법인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도 같이 활용하였다(배병열, 2016). 델타 방법

과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변량 정규성

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모집단의 분포를 표본자료의 특징으로 추론하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준용하여 판단하였다. 이는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단변량 정규성 기준은 

확보하였으나 다변량 정규성의 기준을 완벽히 만족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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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절효과 분석

조절효과란 종속변인 Y에 미치는 독립변인 X의 효과가 조절변인 Z에 의해 변화하

는 효과를 의미한다(홍세희, 정송, 2014). 이러한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모형에 X와 Z

의 곱하기 변인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를 상호작용항이라 정의한다. 상호작용항의 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예를 들어 모형 식 (1)과 같

이 독립변인(X), 조절변인(Z) 상호작용항(XZ)을 투입한 모형은 모형 식 (2)와 같이 정

리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였던 b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X와 Z의 직접적

인 효과는 조건적으로 변한다고 볼 수 있기에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반드시 X와 Z의 

직접적인 효과가 가정될 필요는 없다(이형권, 2016; 홍세희, 정송, 2014).

       

        

이 연구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잠재조절 모형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활용하였다. Mplus 

6.0에서 제공하는 잠재조절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은 일반적인 잠재변인에 대해서는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법 추정을 이용하나 잠재변인 간의 곱하기로 만

들어진 상호작용항은 비정규성을 고려하여 추정하기에 조절효과 분석에 적합하다(배

병렬, 2016). 또한 잠재조절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은 관찰변인 간의 조작 없이 직접 

잠재변인 간의 곱하기를 통해 상호작용항을 도출하기에 평균중심화 및 불필요한 제

약을 가할 필요가 없다(홍세희, 정송, 2014). 단 잠재조절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은 최

대우도법이 아닌 유사최우도법(QML: quasi-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활용하

기에 적합도 지수(RMSEA, SRMR, CFI, TLI) 및 표준화 계수를 제시하지 못하는 단점

이 있다(배병렬, 2016). 

이에 따라 잠재조절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은 2단계를 통해 진행하였다(배병렬, 

2016). 1단계에서는 조절변인은 투입하고 상호작용항은 투입하지 않은 일반 구조방정

식 모형(조절변인 투입 모형)을 분석하여 적합도를 확인한다. 2단계에서는 적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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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된 모형에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잠재조절 모형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 

상호작용이 포함된 모형, 즉 잠재조절 모형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1단계에서 분

석한 모형과 2단계에서 분석한 두 모형 간 우도비(loglikelihood) 차이를 카이제곱 값

으로 변환하고 이러한 차이가 두 모형 간의 자유도 차이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 확인해야 한다(p⟨.05). 우도비의 차이를 카이제곱 값으로 변환하는 데에는 

‘–2(조절변인 투입 모형의 우도비 값 - 잠재조절 모형의 우도비 값)’공식을 활용하

였다(배병렬, 2016). 

모형의 적합도가 확보된 이후, 상호작용항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함으

로써 일과 삶의 균형의 조절효과를 검정하였다. 또한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를 단순 기울기 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구체적인 조절

효과의 수준을 살펴보았다(이형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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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관찰변인 분석 결과

가.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투입될 관찰변인의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1>과 같다. 

잠재변인 관찰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 이직의도 1.83 5.00 3.57 .831 -.208* -.322

조직지원

인식

① 수단적 지원 1.67 5.00 3.78 .733 -.369*** -.535*

② 정서적 지원 2.00 5.00 4.05 .688 -.373*** -.460***

주도적 
행위

① 긍정적 틀 형성 1.00 5.00 3.55 .742 -.060 .082

② 의미형성 1.02 5.00 3.68 .533 -.034 .101

③ 관계증진 1.02 5.00 3.25 .669 .022 .324

④ 직무조정 협의 1.00 5.00 2.83 .411 .241* -.323

조직사회화

① 훈련 1.67 5.00 3.35 .820 .018 .049

② 조직 이해 1.83 5.00 3.88 .418 .035 -.074

③ 동료 지지 1.67 5.00 3.52 .537 .445 -.083

④ 미래 전망 1.00 5.00 2.72 .680 -.008 -.077

일과 삶의 
균형1)

① 일-가족 균형 1.00 5.00 3.63 .862 -.244* -.091

② 일-여가 균형 1.00 5.00 3.30 .698 -.651*** 1.070*

③ 일-성장 균형 1.00 5.00 3.25 .805 -.322* -.113

다변량 정규성 12.208 287.357

주: *p⟨.05, **p⟨.01 ***p⟨.001
주 1) 일과 삶의 균형은 역문항으로, 각 변인의 값을 역산한 값임.

<표 Ⅳ-1> 관찰변인 기술 통계량 및 정규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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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도를 측정하는 관찰변인의 평균은 3.57점이었다. 조직지원인식을 측정하는 

관찰변인의 평균은 ② 정서적 지원(4.05점), ① 수단적 지원(3.78점) 순으로 높았으며, 

주도적 행위는 ② 의미형성(3.68점), ① 긍정적 틀 형성(3.55점), ③ 관계증진(3.25점), 

④ 직무조정 협의(2.83점) 순으로 높았다. 조직사회화의 평균은 ② 조직 이해(3.88점), 

③ 동료지지(3.52점), ① 훈련(3.35점), ④ 미래 전망(2.72점) 순으로 높았다. 일과 삶의 

균형의 평균은 ① 일-가족 균형(3.63점), ② 일-여가 균형(3.30점), ③ 일-성장 균형

(3.25점) 순으로 나타났다.

관찰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다변량 정규성은 왜도 12.208, 첨도 287.357로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단변량 정규성은 왜도의 경우 .008~.459, 첨도의 경우 

.077~1.070으로 나타나 경험적 기준(절대값 왜도 2, 첨도 4 이내)을 만족하였다. 이에 

따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있어 최대우도법을 활용하기 위한 정규성을 확보하였

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관찰변인 간의 상관행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2>와 같다. 관찰변인

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였다. 또한 잠재변인별 관찰변인의 상관

계수는 다른 상관계수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잠재변인을 도출하는데 타

당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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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이직

의도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 일과 삶의 균형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이직의도 1

조직지원인식
① 수단적 지원 -.417*** 1

② 정서적 지원 -.588*** .649*** 1

주도적 행위

① 긍정적 틀 형성 -.178*** .236*** .317*** 1

② 의미형성 -.188*** .277*** .324*** .866*** 1

③ 관계증진 -.164*** .230*** .303*** .845*** .845*** 1

④ 직무조정 협의 -.168*** .308*** .343*** .730*** .781*** .726*** 1

조직사회화

① 훈련 -.307*** .227*** .289*** .113* .095* .100* .083 1

② 조직 이해 -.367*** .237*** .342*** .155** .111* .180*** .111* .724*** 1

③ 동료 지지 -.181*** .188*** .189*** .296*** .267*** .263*** .308*** .444*** .481*** 1

④ 미래 전망 -.194*** .269*** .304*** .106* .132** .172*** .166*** .207* .068* .011** 1

일과 삶의 균형

① 일-가족 균형 -.403*** .224*** .341*** .167*** .081** .116* .024* -.098* .198*** .152*** .453*** 1

② 일-여가 균형 -.409*** .489*** .481*** .295*** .299*** .335*** .254*** -.358*** .403*** .231*** .287*** .346*** 1

③ 일-성장 균형 -.399*** .454*** .491*** .279*** .303*** .224*** .278*** -.164*** -.201*** -.244* .225*** .277*** .525*** 1

주: *p⟨.05, **p⟨.01 ***p⟨.001

<표 Ⅳ-2> 관찰변인 상관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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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1)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3>과 같다. 이

직의도, 조직지원인식 및 일과 삶의 균형 관찰변인의 전체, 주도적 행위 및 조직사회

화 관찰변인의 일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는 

남성(3.678점)보다 여성(3.457점)이 높았다. 조직지원인식은 관찰변인에 따라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① 수단적 지원의 경우, 여성(3.846점)이 남성

(3.713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② 정서적 지원의 경우, 남성(4.157점)이 여성(3.931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도적 행위의 관찰변인 중 ① 긍정적 틀 형성은 남성(3.667점)

이 여성(3.438점)보다 높았으며, ② 의미형성과 ④ 직무조정 협의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② 의미형성: 남성 3.602점, 여성 3.764점; ④ 직무조정 협의: 남성 2.712점, 여

성 2.948점). 조직사회화의 관찰변인 중 ③ 동료 지지와 ④ 미래 전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두 관찰변인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③ 동료 지지: 

남성 3.460점, 여성 3.580점; ④ 미래 전망: 남성 2.633점 여성 2.806점). 일과 가족의 

균형의 전체 관찰변인에서 남성과 여성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① 일-

가족 균형은 남성(3.651점)이 여성(3.613점)보다 높았다. ② 일-여가 균형은 남성(3.476

점)이 여성(3.122점)보다 높았다. ③ 일-성장 균형은 여성(3.278점)이 남성(3.214점)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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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

(n=308)

성별

t값남성

(n=156)

여성

(n=152)

이직의도 3.569(.861) 3.678 (.851) 3.457 (.871) 3.381**

조직지원인식

① 수단적 지원 3.779(.729) 3.713 (.716) 3.846 (.742) -2.035*

② 정서적 지원 4.045(.658) 4.157 (.653) 3.931 (.663) 3.458**

조직지원인식 전체 3.912(.694) 3.935 (.685) 3.889 (.703) .711*

주도적 행위

① 긍정적 틀 형성 3.554(.741) 3.667 (.731) 3.438 (.751) 3.504**

② 의미형성 3.682(.529) 3.602 (.535) 3.764 (.522) -2.479*

③ 관계증진 3.248(.655) 3.225 (.679) 3.271 (.630) -.704

④ 직무조정 협의 2.828(.413) 2.712 (.302) 2.948 (.526) -3.611**

주도적 행위 전체 3.328(.585) 3.302 (.562) 3.355 (.607) -.822

조직사회화

① 훈련 3.353(.820) 3.329 (.814) 3.378 (.826) -.750

② 조직 이해 3.882(.428) 3.901 (.431) 3.862 (.425) .597

③ 동료 지지 3.519(.573) 3.460 (.560) 3.580 (.586) -1.836*

④ 미래 전망 2.718(.860) 2.633 (.872) 2.806 (.848) -2.647**

조직사회화 전체 3.368(.670) 3.331 (.669) 3.407 (.671) -1.159*

일과 삶의 균형

① 일-가족 균형 3.632(.862) 3.651 (.858) 3.613 (.867) .581*

② 일-여가 균형 3.301(.687) 3.476 (.658) 3.122 (.716) 5.416***

③ 일-성장 균형 3.246(.810) 3.214 (.827) 3.278 (.792) -.979*

일과 삶의 균형 전체 3.393(.786) 3.447 (.781) 3.338 (.792) 1.673**

주: *p⟨.05, **p⟨.01, ***p⟨.001

<표 Ⅳ-3> 성별에 따른 관찰변인 차이 분석 (단위: 평균(표준편차))

2) 학력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학력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4>와 같다. 이

직의도와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및 조직사회화의 일부 관찰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는 대졸자(3.663점)보다 전문대졸자

(3.491점)이 높았다. 조직지원인식의 관찰변인 중 ① 수단적 지원은 전문대졸자(3.823

점)가 대졸자(3.726점)보다 높았다. 주도적 행위의 관찰변인 중 ③ 관계증진은 전문대

졸자(3.267점)가 대졸자(3.224점)보다 높았으나, ④ 직무조정협의는 대졸자(2.860점)가 

전문대졸자(2.80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직사회화의 관찰변인 중 ④ 미래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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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졸자(2.750점)가 대졸자(2.680점)보다 높았다.

변인
전체

(n=308)

학력

t값전문대졸

(n=169)

대졸

(n=139)

이직의도 3.569(.861) 3.491 (.846) 3.663 (.879) -2.597**

조직지원인식

① 수단적 지원 3.779(.729) 3.823 (.710) 3.726 (.751) 1.465*

② 정서적 지원 4.045(.658) 4.052 (.662) 4.036 (.653) .242

조직지원인식 전체 3.912(.694) 3.938 (.686) 3.881 (.702) .853*

주도적 행위

① 긍정적 틀 형성 3.554(.741) 3.560 (.716) 3.547 (.772) .196

② 의미형성 3.682(.529) 3.694 (.532) 3.668 (.526) .393

③ 관계증진 3.248(.655) 3.267 (.641) 3.224 (.672) .649*

④ 직무조정 협의 2.828(.413) 2.801 (.373) 2.860 (.461) -.891*

주도적 행위 전체 3.328(.585) 3.331 (.566) 3.325 (.608) .087

조직사회화

① 훈련 3.353(.820) 3.346 (.810) 3.362 (.832) -.242

② 조직 이해 3.882(.428) 3.864 (.431) 3.904 (.425) -.604

③ 동료 지지 3.519(.573) 3.507 (.566) 3.533 (.581) -.393

④ 미래 전망 2.718(.860) 2.750 (.870) 2.680 (.848) 1.057*

조직사회화 전체 3.368(.670) 3.367 (.669) 3.370 (.672) -.045

일과 삶의 균형

① 일-가족 균형 3.632(.862) 3.627 (.855) 3.637 (.870) -.151

② 일-여가 균형 3.301(.687) 3.309 (.669) 3.292 (.708) .257

③ 일-성장 균형 3.246(.810) 3.251 (.803) 3.240 (.818) .166

일과 삶의 균형 전체 3.393(.786) 3.396 (.776) 3.390 (.799) .091

주: *p⟨.05, **p⟨.01

<표 Ⅳ-4> 학력에 따른 관찰변인 차이 분석 (단위: 평균(표준편차))

3) 혼인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혼인 여부에 따른 관찰변인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5>와 같

다. 주도적 행위 및 일과 삶의 균형의 일부 관찰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도적 행위의 관찰변인 중 ① 긍정적 틀 형성과 ③ 관계증진 

모두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① 긍정적 틀 형성: 기혼자 3.607점, 미

혼자 3.528점; ③ 관계증진: 기혼자 3.291점, 미혼자 3.227점). 일과 삶의 균형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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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중 ① 일-가족 균형과 ② 일-여가 균형은 모두 미혼자가 기혼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① 일-가족 균형: 미혼자 3.686점, 기혼자 3.520점; ② 일-여가 균형: 미혼자 

3.311점, 기혼자 3.279점).

변인
전체

(n=308)

혼인 여부

t값기혼

(n=101)

미혼

(n=207)

이직의도 3.569(.861) 3.567 (.847) 3.570 (.868) -.045

조직지원인식

① 수단적 지원 3.779(.729) 3.768 (.733) 3.785 (.727) -.257

② 정서적 지원 4.045(.658) 4.042 (.650) 4.047 (.662) -.075

조직지원인식 전체 3.912(.694) 3.905 (.692) 3.916 (.695) -.166

주도적 행위

① 긍정적 틀 형성 3.554(.741) 3.607 (.724) 3.528 (.750) 1.193**

② 의미형성 3.682(.529) 3.704 (.517) 3.671 (.535) .498

③ 관계증진 3.248(.655) 3.291 (.651) 3.227 (.657) .966*

④ 직무조정 협의 2.828(.413) 2.841 (.420) 2.822 (.410) .287

주도적 행위 전체 3.328(.585) 3.361 (.578) 3.312 (.588) .736*

조직사회화

① 훈련 3.353(.820) 3.373 (.827) 3.343 (.817) .453

② 조직 이해 3.882(.428) 3.862 (.433) 3.892 (.425) -.453

③ 동료 지지 3.519(.573) 3.531 (.576) 3.513 (.571) .272

④ 미래 전망 2.718(.860) 2.704 (.821) 2.725 (.879) -.317

조직사회화 전체 3.368(.670) 3.368 (.664) 3.368 (.673) -.011

일과 삶의 균형

① 일-가족 균형 3.632(.862) 3.520 (.844) 3.686 (.871) -2.507***

② 일-여가 균형 3.301(.687) 3.279 (.681) 3.311 (.690) -.483*

③ 일-성장 균형 3.246(.810) 3.233 (.801) 3.252 (.815) -.287

일과 삶의 균형 전체 3.393(.786) 3.344 (.775) 3.416 (.792) -1.092

주: *p⟨.05, **p⟨.01

<표 Ⅳ-5> 혼인 여부에 따른 관찰변인 차이 분석 (단위: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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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 분석 결과

가.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14개의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적합하게 측정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측정 모형을 

구성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모형의 카이제

곱 값은 345.370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가 .085, 

SRMR이 .056, CFI가 .933, TLI가 .912로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따라서 측정 모형 

적합도는 허용할만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그림 Ⅳ-1] 측정 모형 분석 결과

주 1) *p⟨.05, **p⟨.01 ***p⟨.001
   2)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화 계수를 의미함.
   3) χ2=345.370(df=8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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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념 타당도 분석 결과

개념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찰변인의 요인적재량 및 잠재변인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6>과 같다. 잠재변인별 관찰변인들의 요인적재량은 모

두 기준치 .5 이상을 만족시켜 집중 타당도를 확보하였다(.550~.942).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값

- 이직의도 1.000 .665 - -

조직지원

인식

① 수단적 지원 1.000 .635 - -

② 정서적 지원 .816 .714 *** .047 15.301

주도적 행위

① 긍정적 틀 형성 1.000 .922 - -

② 의미형성 .960 .942 *** .008 121.289

③ 관계증진 .940 .904 *** .010 87.796

④ 직무조정 협의 .828 .812 *** .017 47.163

조직사회화

① 훈련 1.000 .818 - -

② 조직 이해 1.010 .882 *** .025 34.877

③ 동료 지지 .765 .550 *** .037 14.879

④ 미래 전망 1.027 .880 *** .021 42.015

일과 삶의 
균형

① 일-가족 균형 1.000 .812 - -

② 일-여가 균형 .678 .680 *** .031 22.117

③ 일-성장 균형 .870 .756 *** .026 28.629

주: *p⟨.05, **p⟨.01 ***p⟨.001

<표 Ⅳ-6> 잠재변인별 관찰변인 요인적재량 

다음으로 판별 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p⟨.05), 상관계수는 .5 이하였다(<표 Ⅳ-7> 참조). 이는 관찰변인들이 해당하는 잠재

변인을 다른 잠재변인과 일정 수준 구별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분 이직의도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 일과 삶의 균형

이직의도 1

조직지원인식 -.511*** 1

주도적 행위 -.051* .187*** 1

조직사회화 -.347*** .167* .155** 1

일과 삶의 균형 -.032*** .408*** .125*** .313*** 1
주: *p⟨.05, **p⟨.01 ***p⟨.001

<표 Ⅳ-7>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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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과적 구조 모형 분석 결과

가.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이 연구의 가설인 인과적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그림 Ⅳ-2]와 

같이 모형의 카이제곱 값은 224.766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가 .089, SRMR이 .060, CFI가 .944, TLI가 .923으로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따라서 인과적 구조 모형의 적합도는 허용할만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경

로계수가 유의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모형 수정을 수행하지 않았다. 

주 1) *p⟨.05, **p⟨.01 ***p⟨.001
   2)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화 계수를 의미함.
   3) χ2=224.766(df=48, p⟨.001) 

나. 직접효과 분석 결과

인과적 구조 모형을 기반으로 각 잠재변인 간의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경

계수가 유의하였다(<표 Ⅳ-8> 참조).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은 주

도적 행위에 유의한 정적 영향(β=.179, p⟨.001)을 미쳤으며, 조직사회화에 정적 영향

(β=.165, p⟨.001)을, 이직의도에는 부적 영향(β=-.180, p⟨.05)을 미쳤다. 중소기업 대

졸 초기경력자의 주도적 행위는 조직사회화에 정적 영향(β=.370, p⟨.01)을 미쳤으며, 

이직의도에는 부적 영향(β=-.091, p⟨.05)을 미쳤다.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

[그림 Ⅳ-2] 인과적 구조 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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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사회화는 이직의도에 부적 영향(β=-.329, p⟨.001)을 미쳤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값

가설 2-1. 조직지원인식 → 주도적 행위 .179 .244*** .045 5.392

가설 2-2. 조직지원인식 → 조직사회화 .165 .179*** .050 -3.733

가설 2-3. 주도적 행위 → 조직사회화 .370 .380*** .062 2.247

가설 2-4. 조직지원인식 → 이직의도 -.180 -.145* .066 -2.035

가설 2-5. 주도적 행위 → 이직의도 -.091 -.104* .047 -6.609

가설 2-6. 조직사회화 → 이직의도 -.329 -.355*** .052 8.769

주: *p⟨.05, **p⟨.01 ***p⟨.001

<표 Ⅳ-8> 직접효과 분석 결과 

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잠재변인 간의 직접효과를 기반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9>과 

같다.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주도적 행위(β=.036, p⟨.05), 조직사회화

(β=.085, p⟨.01)은 각각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으며(가설 3-1, 가설 3-2), 이는 델타 

방법과 부트스트래핑 방법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였다. 주도적 행위와 이직의도의 관

계에서 조직사회화(β=.052, p⟨.01)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가설 3-3). 주도적 

행위와 조직사회화는 조직지원 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이중 매개(β=.039, p⟨.05)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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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델타 부트스트래핑 

표준오차 z값
95% 신뢰구간2)

(하한 - 상한)

가설 3-1. 조직지원인식 → 주도적 행위 
→ 이직의도

-.015 076* .018 3.259 (.034 - .103)

가설 3-2. 조직지원인식 → 조직사회화→
이직의도

-.043 .085** .030 2.143 (.011 - .166)

가설 3-3. 주도적 행위 → 조직사회화 →
이직의도

-.031 .102** .014 1.795 (.098 - .139)

가설 3-4. 조직지원인식 → 주도적 행위 
→ 조직사회화 → 이직의도

-.027 .109* .030 -2.022 (.092 - .151)

주 1) *p⟨.05, **p⟨.01 ***p⟨.001
   2)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경험적 분포를 형성하여 만든 신뢰구간으로써, 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Ⅳ-9> 매개효과 분석 결과 

4. 조절효과 분석 결과

가. 조절변인 투입 모형 분석 결과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조절변인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투입하고 상호작

용항을 투입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일과 삶의 균형과 다른 잠재변인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의 상관을 제약하고 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

형의 카이제곱 값은 345.373(우도비: -5589.127)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설정

된 조절변인 투입 모형이 표본의 상관행렬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하지

만 이외 적합도 지수는 RMSEA가 .085, SRMR이 .056, CFI가 .933, TLI가 .912로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따라서 조절변인 투입 모형의 적합도는 허용할만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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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비표준화 계수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값

직접
효과

연구
가설

2

가설 2-1. 조직지원인식 → 주도적 
행위

.179 .244*** .045 5.392

가설 2-2. 조직지원인식 →
조직사회화

.185 -.179*** .050 -3.733

가설 2-3. 주도적 행위 →
조직사회화

.370 .380*** .062 2.247

가설 2-4. 조직지원인식 →
이직의도

-.080 -.180* .066 -2.035

가설 2-5. 주도적 행위 →
이직의도

-.091 -.104* .047 -6.609

가설 2-6. 조직사회화 → 이직의도 -.329 -.355*** .052 8.769

조절
변인

일과 삶의 균형 → 이직의도 -.347 -.707*** .068 10.456

상관관계

일과 삶의 균형 ↔ 조직지원인식 .379 .483*** .081 5.984

일과 삶의 균형 ↔ 주도적 행위 .192 .408*** .046 8.951

일과 삶의 균형 ↔ 조직사회화 -.140 -.355*** .048 -7.359

주 1) *p⟨.05, **p⟨.01 ***p⟨.001
   2) 적합도 지수 

- χ2 : 345.373(df=80, p⟨.001) - 우도비: -5589.127 - RMSEA: .085

- SRMR: 056 - CFI: .933 - TLI: .912

<표 Ⅳ-10> 조절변인 투입 모형 적합도 및 직접효과 분석 결과 

나. 잠재조절 모형 분석 결과

조절변인 투입 모형에 일과 삶의 균형과 조직지원인식을 곱한 상호작용항(균형×지

원), 주도적 행위를 곱한 상호작용항(균형×주도), 조직사회화를 곱한 상호작용항(균형

×사회화)을 투입하여 모형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상호작용항을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인으로 투입함으로써 모형의 자유도는 기존 모형의 

자유도 55보다 3이 늘어난 58이 되었으며, 우도비는 -5582.467로 나타났다. 조절변인 

투입 모형의 우도비(-5589.127)를 기준으로 잠재조절 모형의 카이제곱 값(χ2)의 차이

를 계산한 결과 13.320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자유도 3, 유의성 .05를 기준

으로 유의한 카이제곱 값 7.99보다 높았다. 이는 잠재조절 모형의 적합도가 조절변인 

투입 모형보다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음을 제시한다(<표 Ⅳ-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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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절변인 투입 모형 잠재조절 모형

우도비 -5589.127 -5582.467

자유도 55 58

카이제곱(χ2) 값 변화량 –3[(-5589.127)-(-5582.467)] = 13.320

모형 개선 기준치(자유도=3) 7.99

<표 Ⅳ-11> 잠재조절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이후 상호작용항의 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항 투입 모형의 직접효

과 및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Ⅳ-12> 참조). 그 결과, 일과 삶의 균형과 조직지원

인식(균형×지원) 및 일과 삶의 균형과 조직사회화(균형×사회화)의 상호작용항은 유의

하였으나 일과 삶의 균형과 주도적 행위의 상호작용항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의하지 않은 상호작용항을 모형에서 제외한 최종 잠재조

절 모형을 새롭게 도출하고 모델 적합도, 직접효과 및 상관관계를 재분석하였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값

직접
효과

연구
가설

2

가설 2-1. 조직지원인식 → 주도적 행위 .179*** .045 5.392

가설 2-2. 조직지원인식 → 조직사회화 .185*** .050 -3.733

가설 2-3. 주도적 행위 → 조직사회화 .370*** .062 2.247

가설 2-4. 조직지원인식 → 이직의도 -.180* .066 -2.035

가설 2-5. 주도적 행위 → 이직의도 -.091* .047 -6.609

가설 2-6. 조직사회화 → 이직의도 -.329*** .052 8.769

조절
변인

일과 삶의 균형 → 이직의도 -.347*** .068 10.456

상호
작용
항

가설 4-1. 균형 × 지원 → 이직의도 -.153* .084 5.932

가설 4-2. 균형 × 주도 → 이직의도 -.089 .105 1.560

가설 4-3. 균형 × 사회화 → 이직의도 -227.** .051 2.874

상관관계

일과 삶의 균형 ↔ 조직지원인식 .379*** .081 5.984

일과 삶의 균형 ↔ 주도적 행위 .192*** .046 8.951

일과 삶의 균형 ↔ 조직사회화 -.140*** .048 -7.359

주 1) *p⟨.05, **p⟨.01 ***p⟨.001
   2) 균형 × 지원은 일과 삶의 균형과 조직지원인식의 상호작용항을 의미함. 
   3) 균형 × 주도는 일과 삶의 균형과 주도적 행위의 상호작용항을 의미함. 
   4) 균형 × 사회화는 일과 삶의 균형과 조직사회화의 상호작용항을 의미함. 

<표 Ⅳ-12> 잠재조절 모형 직접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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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잠재조절 모형 분석 결과

조절변인 투입 모형에 두 개의 상호작용항(균형×지원, 균형×사회화)을 투입한 최

종 잠재조절 모형 분석 결과, 모형의 자유도는 조절변인 투입 모형의 자유도 55보다 

2가 늘어난 57이 되었으며, 우도비는 –5584.034로 나타났다. 조절변인 투입 모형의 우

도비(-5589.127)를 기준으로 최종 잠재조절 모형의 카이제곱 값(χ2)의 차이를 계산한 

결과 10.186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자유도 2, 유의성 .05를 기준으로 유의

한 카이제곱 값 5.99보다 높았다. 이는 잠재조절 모형의 적합도가 조절변인 투입 모

형보다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음을 제시한다(<표 Ⅳ-13 참조>). 

구분 조절변인 투입 모형 최종 잠재조절 모형

우도비 -5589.127 -5584.034

자유도 55 56

카이제곱(χ2) 값 변화량 –2[(-5589.127)-(-5584.034)] = 10.186

모형 개선 기준치(자유도=2) 3.84

<표 Ⅳ-13> 최종 잠재조절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채택여부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Ⅳ-11>과 같다. 가설 1. 인과적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모든 적합도 지수가 조건을 충

족하여 채택하였다. 또한 가설 2의 모형 내 모든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하

였다. 그러나 가설 3의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주도적 행위의 매개효과

(가설 3-1),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조직사회화의 매개효과(가설 3-2), 

주도적 행위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조직사회화의 매개효과(가설 3-3), 조직지원인식

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주도적행위 및 조직사회화의 이중 매개효과(가설 3-4)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의 경우,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의 조절효과(가설 4-1) 및 조직사회화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

형의 조절효과(가설 4-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주도적 행위와 이직의도의 관계

에서 일과 삶의 균형의 조절효과(가설 4-2)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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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과 채택 여부

가설 1. 인과적 구조모형의 적합도 기준 충족1) 채택

직접
효과

가설 2-1. 조직지원인식 → 주도적 행위 β=.179, p⟨.001

채택

가설 2-2. 조직지원인식 → 조직사회화 β=.165, p⟨.001

가설 2-3. 주도적 행위 → 조직사회화 β=.370, p⟨.001

가설 2-4. 조직지원인식 → 이직의도 β=-.180, p⟨.05

가설 2-5. 주도적 행위 → 이직의도 β=-.091, p⟨.05

가설 2-6. 조직사회화 → 이직의도 β=-.329, p⟨.001

매개
효과

가설 3-1. 조직지원인식 → 주도적 행위 → 이직의도 β=-036, p⟨.05

채택

가설 3-2. 조직지원인식 → 조직사회화→ 이직의도 β=-085, p⟨.01

가설 3-3. 주도적 행위 → 조직사회화 → 이직의도 β=-052, p⟨.01

가설 3-4. 조직지원인식 → 주도적 행위 → 조직사회화 
→ 이직의도

β=--039, p⟨.05

조절
효과2)

가설 4-1. 조직지원인식 → 이직의도
일과 삶의 균형의 조절효과

Β=-.153, p⟨.05 채택

가설 4-2. 주도적 행위 → 이직의도
일과 삶의 균형의 조절효과

Β=-089, p⟩.05 기각

가설 4-3. 조직사회화 → 이직의도
일과 삶의 균형의 조절효과

Β=-227, p⟨.01 채택

주 1) RMSEA: .089, SRMR: .060, CFI: .944, TLI: .923
   2) 가설 4. 조절효과의 결과는 상호작용항의 비표준화 계수 및 유의성 검정 결과를 의미함. 

<표 Ⅳ-14> 가설별 채택여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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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과에 관한 논의

가. 연구 모형에 관한 논의

이 연구는 이직의도 관련 이론 및 경험적 연구를 종합하여 이직의도 관련변인으로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및 조직사회화를 선행변인으로 설정하고, 인과적 구조 모

형을 검증하였다. 인과적 구조 모형의 검증에는 변인 간의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잠재조절 모형을 설정하여,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및 조직사회

화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모형은 허용 가능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

위, 조직지원인식, 조직사회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변인은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

자의 이직의도를 적절히 예측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측정모형의 RMSEA값 .085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경험적 기준 상 RMSEA값이 .1 이하이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본래 RMSEA값은 .05를 기준으로 모집단에서 추정되는 적합도를 검정하기 때문이다

(배병렬, 2016).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주된 이유는 조직사회화의 하위요인 중 ‘동료 

지지’의 요인적재량이 .550으로 기준치(.500)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조직사회화의 측정에 있어 동료 지지를 조직사회화의 결과로 볼 것인지, 조직사

회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볼 것인지 그 적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는 기존의 하위요인구성대로 조직사회화를 측정하였다. 이는 ‘동료지지’의 요인적

재량이 최소 기준치를 만족하였기 때문이다(김지현, 2018; 윤성원, 2016). 

한편,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인과적 구조 모형의 RMSEA값 .089, 조절변인 투입 모형

의 RMSEA값 .085는 측정모형의 RMSEA값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

의 오류가 없다는 가정 하에, 모형 내 잠재변인간의 영향관계가 표본의 상관관계를 

적절히 대표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가정한 잠재변인간의 영향관계는 신

뢰로운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변인 별 영향관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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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접효과에 관한 논의

1) 조직지원인식이 주도적 행위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관한 논의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은 주도적 행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

=.17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2-1)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조직지원인식이 주도적 행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였다(Caesens et al., 2016; Liu et al., 2013; Shin & 

Kim, 2015). 조직지원인식은 수단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이라는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며, 조직지원인식은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에게 주도적 행위를 발현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도성(proactivtity)에 따

른 주도적 행위의 발현 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의 개입을 통한 개인의 주도적 행위 

발현도 가능함을 시사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주도적 행위를 실천하기 꺼려하는 중

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에게 조직지원에 대한 인식은 주도적 행위를 발현시키기 위

한 주요 인적자원개발활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근로자(Caesens et al; 2016), 대기업 근로자(Liu et al., 2013) 및 기업 관리자

(Shin & Kim, 2015)를 대상으로 조직지원인식이 주도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

였다. 이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조직지원인식은 주도적 행위

를 발현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직지원인식이 주도

적 행위에 미치는 직접적인 정적 영향은 기업의 특성(공공 기관이나 민간 기업)이나 

근로자의 특성(초기경력자, 일반 근로자, 관리자)에 상관없이 일반화될 수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2) 조직지원인식이 조직사회화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관한 논의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사회화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

=.165,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2-2)를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조직지원인식이 조직사회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였다(김영은, 2011; 김윤성, 2003; 안진우, 오석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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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조직사회화는 훈련, 조직 이해, 동료 지지, 미래 전망이라는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조직지원에 관한 인식이 높은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는 조직에

서 제공하는 훈련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여, 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훈련 

경험을 유의미하게 해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직지원인식을 통해 조직을 보다 깊

이 이해하고, 동료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주도적 행위가 조직사회화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관한 논의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주도적 행위는 조직사회화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β

=.37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2-3)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주도적 행위가 조직사회화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였다(주홍석, 2014; Saks, Gruman, & Cooper-Thomas, 2011).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사회화에는 주도적 행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고(주홍석, 2014; Wanberg, 2013),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차

원에서 조직사회화가 수행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인이 주도적 행위를 통한 조직사

회화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4) 조직지원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관한 논의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β

=-.180,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2-4)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조직지원인식이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김현희, 2016; 박노율, 강영걸, 2007; 조상미, 최미선, 

2010; 최수찬, 이희종, 2014; Dawley, Houghton, & Bucklew, 2010; Narsin, 2011; 

Newman, Thanacoody, & Hui, 2011). 

조직지원이론과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근로자의 조직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

록 지각된 의무감(felt obligation)이 높아져, 조직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높아진다

(Eisenberger, Buffardi, & Jurtessis, 2015). 이 연구에서도 조직지원인식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직사회화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β=-.329, p⟨.001)보다는 계수 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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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즉, 중소

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에게는 조직지원인식뿐만 아니라 조직사회화가 가능한 제도와 

실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5) 주도적 행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관한 논의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주도적 행위는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β

=-.091,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2-5)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주도적 행위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Huber, 2017; Joo, 2015). 

개인의 주도적 행위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크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판단된다. 주도적 행위를 하는 경향이 높은 

성향을 의미하는 주도성(proactivity)은 양면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대졸 초기경력자

에게 주도적 행위는 조직적응 및 사회화를 위한 필수적인 행동으로 여겨지지만, 중소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대졸 초기경력자는 해당 기업에서 주도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갖춘 후, 보다 근무 여건이 좋은 조직으로 이탈하려는 행동 양식

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주도성은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적 행위가 이직의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연구에서는 ‘주도성’이 아닌 주

도적 행위를 측정하였기 때문이다. 주도적 행위는 주도성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주도

성이 있는 개인도 환경에 따라 주도적 행위의 발현 수준은 상이할 수 있다. 이 연구

에서는 개인의 주도성이 아니라 발현된 주도적 행위를 측정하였고, 이렇게 발현된 주

도적 행위는 조직에 보다 근속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6) 조직사회화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관한 논의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사회화는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β

=-.32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2-6)을 채택하였

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조직사회화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였다(김양신, 이영민, 2015; 윤수정, 박혜자, 2015; 차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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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omietto, Rappagliosi, & Sartori, 2015). 

이 연구에서 조직사회화는 훈련, 조직 이해, 동료 지지, 미래 전망이라는 4개의 하

위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훈련, 조직 이해 및 동료의 지지를 통해 조직사회화된 중소

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에게는 해당 기업에 근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증대되

며, 이는 다시 말해 해당 기업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매몰비용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Tomietto, Rappagliosi, & Sartori, 2015). 다만, 미래 전망은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

력자의 이직의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하위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2.718점)은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른 제한으

로 판단된다.

다. 매개효과에 관한 논의

1)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주도적 행위의 매개효과에 

관한 논의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은 주도적 행위를 매개로 하여 이직의도

에 간접적인 부적 영향(β=-036,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

한 가설(3-1)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주도성 이론과 조직지원이론의 가

정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앞서 조직지원인식와 주도적 행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관하여 논의하

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조직지원인식은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가 주도적 행위를 

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고, 주도적 행위는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가 

재직하고 있는 기업에 보다 능동적으로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조직지원인식은 주도적 행위를 매개로 하여 이직의도에 간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직지원인식이 주도적 행위를 매개로 하여 이직의도에 미친 간접적인 부적 

영향은 다른 매개효과 경로보다 다소 낮은 계수를 보였다. 이는 주도적 행위가 가지

고 있는 양면적 특성과 중소기업이라는 조직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는 조직지원인식을 통해 주도적 행위를 실천하고,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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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아지기는 하지만 주도적 행위를 통한 이직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조직사회화의 매개효과에 관

한 논의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사회화를 매개로 하여 이직의도

에 간접적인 부적 영향(β=-085,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

한 가설(3-2)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조직인식이론 및 조직사회화이론

의 가정과 Kurtessis 외(2017)의 메타 분석 결과를 지지한다. 

조직지원은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가 조직사회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

를 제공하게 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는 조직사회화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조직지원은 수단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동료의 지지를 확

보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는 조직지원을 바탕으로 원활히 조직

에 연착륙하여, 조직사회화에 성공하며, 이에 따라 이직의도가 완화된다고 볼 수 있

다. 

3) 주도적 행위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조직사회화의 매개효과에 관

한 논의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주도적 행위는 조직사회화를 매개로 하여 이직의도에 

간접적인 부적 영향(β=-085,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3-3)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이직의도를 설명함에 있어 조직사회

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직사회화이론의 가정과 경험적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Yang, 2011). 

조직사회화는 조직이 제공하는 지원 및 조직사회화 전략 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력

을 필요로 한다. 특히 조직 차원에서 조직사회화 전략을 실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실정에서 개인의 노력은 대기업에 비해 한층 중요하다. 주도적 행위는 조직사회화를 

촉발하는 개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주홍석, 201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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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 행위가 조직사회화를 매개로 하여 이직의도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주도적 행위와 조직사회화의 

이중매개효과에 관한 논의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은 주도적 행위와 조직사회화를 이중 매

개하여 이직의도에 간접적인 부적 영향(β=-.039,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3-4)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직지원이론, 조직사회

화이론의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조직지원인식은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로 하여금 지각된 의무감을 느끼게 하여,

개인의 주도성에 상관없이 주도적 행위를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주도적 

행위는 조직사회화를 촉발시키는 개인 차원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조직지원인식

이 주도적 행위를 발현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직사회화 과정에 진입

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에 간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쳤

다고 판단된다.

라. 조절효과에 관한 논의

1)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의 조절효과

에 관한 논의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 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

형이 갖는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153, p⟨.05), 이 연구에

서 설정한 가설(4-1)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조직지원이론과 역할 균형 

이론(theory of role balance)의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조직으로부터 충분한 수단적,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

다고 인식하는 조직지원인식을 높게하는 대졸 초기경력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

하며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이직의도가 낮아진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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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도적 행위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의 조절효과에 

관한 논의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주도적 행위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

이 갖는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Β=-.089, p⟩.05),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4-2)을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주도적 행위와 이직

의도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한 선행 연구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

다(Greenhaus & Allen, 2011; Spieler, Scheibe, Stamov, 2018). 

이와 같은 결과를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특징과 주도적 행위의 특성에 의해

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는 주도적 행위를 통해

조직에 적응하며 이직의도를 완화하게 되는데,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만큼의 충분

한 시간적·심리적 여유를 갖춘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가 일 이외의 시간에 이직

을 준비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주도적 행위는 직장 내에서의 주도적 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기는 

하나, 주도적 행위를 설명하는 요인에는 개인이 기본적으로 주도적 행위를 발현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주도성이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유

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주어진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 중, 주도적 행위의 수

준이 높은 개인은 여유 시간을 이직을 위한 준비에 활용하여,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조직사회화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의 조절효과에 

관한 논의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사회화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 

갖는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227, p⟨.01), 이 연구에서 설

정한 가설(4-3)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조직사회화이론과 역할 균형이

론의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조직사회화는 훈련, 조직 이해, 동료 지지 및 미래 전망을 통해 중소기업 대졸 초

기경력자로 하여금 직장과 직무에 보다 잘 적응하게 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따라서 조직사회화는 일과 삶의 균형과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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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소기

업의 인적자원개발 담당자로 하여금 조직사회화를 통해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여유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이직의도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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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에 조직 특성, 개인 특성 및 조직

사회화 과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일 이외의 생애역할이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를 

구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이직의도의 개념, 측정 및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 감소를 위

하여 조직적인 지원과 개인의 주도적 노력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조직 외부인이었

던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가 조직 내부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

는 조직사회화 역시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

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 연구는 이직의도와 조직지원인식(조직 특성), 주도적 

행위(개인 특성), 사회화 과정(조직사회화) 및 일 이외의 생애 역할(일과 삶의 균형)이

라는 변인을 선정하고, 변인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 고찰 및 연구 모형 설정을 통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

설을 검정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

직사회화, 일과 삶의 균형 및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구조관

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 및 이직의도는 서로 간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중소

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 및 이직의도 간 관계에

서 주도적 행위 및 조직사회화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일과 삶의 균형은 조직지원인식과 주도적 행위 및 조직사회화와 이직

의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검정을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모집단은 국내 

국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대졸 초기경력자로 설정하였다.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 

층화군집비율 표집을 활용하였고 총 46개 기업, 43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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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도,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 일과 삶의 균형 측정도구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연구 

맥락에 맞게 선정하여 활용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43

개 기업에 10부씩 430부가 배부되었으며, 327부가 회수되었다. 이중 결측치,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를 제거한 308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0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

계분석, t검정, F검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Mplus 6.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

석, 잠재조절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

의성은 .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의 가설에 따라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자가 설정한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

도,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및 조직사회화 간의 인과적 구조 모형은 실증 자료를 

타당하게 설명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은 주도적 행위에 유의한 정적 영

향(β=.244)을 미쳤으며, 조직사회화에 정적 영향(β=.185)을, 이직의도에는 부적 영향

(β=-.080)을 미쳤다.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주도적 행위는 조직사회화에 정적 

영향(β=.370)을 미쳤으며, 이직의도에는 부적 영향(β=-.104)을 미쳤다.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사회화는 이직의도에 부적 영향(β=-.355)을 미쳤다. 

셋째,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주도적 행위(β=.036), 조직사회화(β

=.085)은 각각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주도적 행위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조직

사회화(β=.052)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주도적 행위와 조직사회화는 조직지

원 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이중 매개(β=.03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일과 삶의 균형은 조직지원인식 및 조직사회화

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유의한 조절효과(B=-.153, -.227)가 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일과 삶의 균형은 주도적 행위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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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및 조직사회화는 중

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를 예측하는데에 적합하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

업 대졸 초기경력자가 인식한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는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검정한 결과, 적합도가 타당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를 설명하는데에 있어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

위, 조직사회화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은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며 주도적 행위와 조직사회화, 각각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이직의도입에 간접적인 부

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가 인식하는 조직지원이 

개인의 노력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일과 삶의 균형은 조직지원인식 및 조직사회화

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조절한다. 조직지원인식과 조직사회화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은 각 변인와 일과 삶의 균형의 상호작용항에 의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은 조직지원인식과 사회화 과정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일과 삶이 균형될 수 있도록 지

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일과 삶의 균형은 주도적 행위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도적 행위가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

침에도 불구하고, 일과 삶의 균형과 주도적 행위의 상호작용항은 이직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주도적 행위의 수준이 높은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는 일 이외의 시간에 이직준비행동을 하는데에 시간을 보다 많이 할

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 중 주도적 행위의 수준이 높

은 근로자에게는 중소기업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력경로를 제시하여,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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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언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는 그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와 조직사회

화에 관한 논의를 중소기업으로 확장시켰다. 다만,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모집단을 

강소기업 중 100인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시켰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중

소기업 초기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추후 수행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특성 외

에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대졸 초기경력자로 한정하였지만, 고졸 초기경력자, 대리급을 

넘어선 사원, 중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 및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

인을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 설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

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경험적 연구를 통합하여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를 조직사회화의 선행 변인으로, 조직사회화를 핵심적인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중소기업의 실정을 비추어보았을 때, 경영진의 영향, 조직 

문화와 같은 추가적인 변인에 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포함한 주도적 행위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에게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주도성을 모형에 포

함시켜, 조직사회화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구명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이 외

에도 주홍석(2014)의 연구와 같이 중소기업 입사 전에 가진 지식이나 기대를 포함한 

연구도 연구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직업세계 진입, 적응, 유지에 관한 질적 연구도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대졸 초

기경력자가 인식한 조직지원의 수준이 주도적 행위를 발현하게 하는지, 이와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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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및 개인 차원의 노력이 조직사회화로 이어져,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질적 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내용에는 첫째, 주도성과 주도적 행위의 관계에서 

주도적 행위의 발현 과정, 둘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에게 일과 삶의 균형의 의

의, 셋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을 때 얻게 되는 결과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른 현장 활용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주도적 행위 발현 및 안정적인 조직사회화를 위

해서는 조직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는 내적인 보상보다 외적인 

보상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수단적, 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조직지원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지각된 의무감을 향상시켜, 주도적 행위를 발현하

게 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조직사회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조직 차원

에서의 선행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조직적, 개인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직의도 감소를 위한 조직적인 

노력으로 조직지원인식을, 개인적인 노력으로 주도적 행위를,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

력자의 직장 적응과 관련된 변인으로 조직사회화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각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 감

소에 있어서, 특히 조직의 선행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이와 동시에 조직에 적응하고

자 하는 개인의 노력 역시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

자를 채용 및 활용하는 중소기업 차원의 노력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졸 초기경력자 

개인 차원의 노력이 병행될 때, 이직의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 감소를 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주도적 행위를 실천하는 대졸 초기

경력자에게는 조직 내에서의 확실한 경력경로를 제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도적 행위를 실천하는 대졸 초기경력자는 중소기업에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

라, 중소기업에서 습득한 역량을 근무 여건이 좋은 타 기업으로의 이직을 위해 활용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도적 행위를 발현하는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는 기업 내에서 승진, 직무 전환과 같은 경력경로를 제시하고, 지



- 106 -

속적인 경력개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기 위

하여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과 이를 활용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

표적으로,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퇴사자 면담(exit interview)은 이직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왜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현 직장의 장단점, 이직자의 대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의 구명 등을 가능하게 한다. 적확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

는 중소기업일수록 이직 현상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보다, 근로자의 이직을 

통해 역량 있는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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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와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 일과 삶의 균형의 구조적 관계」 연구 설문지

여러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참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은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 

및 일과 삶의 균형이 이직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질문지는 총 7면이며, 응답하시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최대 15분입니다. 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는 회사

의 사적 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

속드립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하기 어려워질 수 있

사오니, 가급적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문항에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오니, 평소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

로 성심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

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9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연 구 자: 임정훈

지도교수: 정철영

【연구자 연락처】 임정훈 (연락처: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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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의 조직에서 제공하는 지원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내가 회사를 위해 기여한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는 내가 이룬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는 내가 제기하는 불만을 대부분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는 내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회사는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회사는 나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회사가 어려워지면 우리 회사는 나를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회사는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회사는 나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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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입사 후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과 관련된 개인의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수

준에 ü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상황을 위협이라기보다는 기회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여러 상황의 긍정적 측면을 보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상황을 문제라기보다는 도전이라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공식적인 회사의 조직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회사의 중요한 정책과 절차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회사 내의 정치체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회사의 비공식적인 조직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업무 수행 후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구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상사에게 평가를 요청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업무 수행 중에 나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구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업무에 대해 상사의 의견을 구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사내 친목행사(예: 
야유회, 동호회 등)에 참석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회사 내 사교모임에 참석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회사 내 회식 등에 참가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나의 상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유익하도록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나의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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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나는 나의 상사를 잘 알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회사의 다른 부서 구성원과 대화를 
나누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우리 부서가 아닌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20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른 부서의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상사 및 동료들과 바람직한 직무 조정에 
대해 협의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상사 및 동료들과 나의 과업에 대해 
협의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상사 및 동료들과 나에게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 협의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상사 및 동료들과 그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 협의했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귀하의 조직사회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

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ü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식적 훈련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회사는 모든 신입사원에게 동일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회사에서 실시하는 훈련은 나의 직무와 관련된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우리 회사가 제공한 직무 훈련 방법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우리 회사에서의 업무 방식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우리 회사에서 나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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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7 우리 회사의 정책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우리 회사의 목표는 대부분의 임직원들에게 알려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의 동료들은 내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우리 회사의 선배들로부터 많은 지도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대부분의 동료들은 나에게 개인적이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의 동료들은 내가 이 회사에 적응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나는 우리 회사에서 나의 미래 경력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우리 회사는 직원의 경력개발단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우리 회사에서의 나의 승진 전망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나는 대체로 새로운 업무에 투입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Ⅳ 다음은 귀하가 인식하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ü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절대 
아니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족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회사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퇴근 후에도 회사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푼 적이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일 때문에 가족의 중요한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나의 가정생활이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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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절대 
아니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7 나는 나의 가정생활이 불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일과 가정생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여가나 운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여가활동이나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영화나 공연을 본지가 꽤 오래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주말에는 피곤해서 여가활동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일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나의 여가생활이 불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일과 여가생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주말이 재미없고 무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나는 나의 목표와 비전을 생각하고, 삶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경력관리에 무관심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나는 자기개발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일 때문에 자기개발 계획을 실천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일에 치이다보니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일 때문에 피곤해서 자기개발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나는 자기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나는 일과 자기개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일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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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가 ‘퇴직하거나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기고자 하는 의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수

준에 ü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런 
편이다

1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현재의 회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더 나은 조건의 회사가 있다면 바로 이직할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현재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종종 다른 회사의 구인광고를 검색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Ⅵ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 번호에 ü 표시하시거나 정확한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만)       세

3. 귀하는 어떠한 대학을 졸업하셨습니까? ① 전문대학   ② 4년제 일반대학

4. 귀하는 혼인하셨습니까? ① 기혼   ② 미혼

5. 현재 귀하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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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는 무엇입니까?

7. 현재 귀하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년     개월

8. 귀하의 연봉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만원

9. 귀사의 근무 환경 및 귀하의 이직과 관련하여, 평소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① 기획·관리·총무·인사 ② 영업·마케팅 ③ 연구개발

④ 생산 ⑤ 서비스·고객 관리

⑥ 기타(직접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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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본조사 설문지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와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 일과 삶의 균형의 구조적 관계」 연구 설문지

여러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참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은 중소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지원인식, 주도적 행위, 조직사회화 

및 일과 삶의 균형이 이직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질문지는 총 7면이며, 응답하시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최대 15분입니다. 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는 회사

의 사적 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

속드립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하기 어려워질 수 있

사오니, 가급적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문항에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오니, 평소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

로 성심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

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9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연 구 자: 임정훈

지도교수: 정철영

【연구자 연락처】 임정훈 (연락처: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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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의 조직에서 제공하는 지원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내가 회사를 위해 기여한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는 내가 이룬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는 내가 제기하는 불만을 대부분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는 내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회사는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회사는 나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회사가 어려워지면 우리 회사는 나를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회사는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회사는 나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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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입사 후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과 관련된 개인의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수

준에 ü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상황을 위협이라기보다는 기회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여러 상황의 긍정적 측면을 보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상황을 문제라기보다는 도전이라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공식적인 회사의 조직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회사의 중요한 정책과 절차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회사 내의 정치체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회사의 비공식적인 조직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업무 수행 후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구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상사에게 평가를 요청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업무 수행 중에 나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구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업무에 대해 상사의 의견을 구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사내 친목행사(예: 
야유회, 동호회 등)에 참석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회사 내 사교모임에 참석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회사 내 회식 등에 참가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나의 상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유익하도록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나의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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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나는 나의 상사를 잘 알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회사의 다른 부서 구성원과 대화를 
나누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우리 부서가 아닌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20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른 부서의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상사 및 동료들과 바람직한 직무 조정에 
대해 협의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상사 및 동료들과 나의 과업에 대해 
협의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상사 및 동료들과 나에게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 협의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상사 및 동료들과 그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 협의했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귀하의 조직사회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

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ü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식적 훈련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회사는 모든 신입사원에게 동일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회사에서 실시하는 훈련은 나의 직무와 관련된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우리 회사가 제공한 직무 훈련 방법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우리 회사에서의 업무 방식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우리 회사에서 나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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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7 우리 회사의 정책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우리 회사의 목표는 대부분의 임직원들에게 알려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의 동료들은 내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우리 회사의 선배들로부터 많은 지도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대부분의 동료들은 나에게 개인적이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의 동료들은 내가 이 회사에 적응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나는 우리 회사에서 나의 미래 경력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우리 회사는 직원의 경력개발단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우리 회사에서의 나의 승진 전망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나는 대체로 새로운 업무에 투입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Ⅳ 다음은 귀하가 인식하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ü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절대 
아니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족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회사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퇴근 후에도 회사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푼 적이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일 때문에 가족의 중요한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나의 가정생활이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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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절대 
아니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7 나는 나의 가정생활이 불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일과 가정생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여가나 운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여가활동이나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영화나 공연을 본지가 꽤 오래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주말에는 피곤해서 여가활동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일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나의 여가생활이 불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일과 여가생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주말이 재미없고 무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나는 나의 목표와 비전을 생각하고, 삶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경력관리에 무관심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나는 자기개발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일 때문에 자기개발 계획을 실천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일에 치이다보니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일 때문에 피곤해서 자기개발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나는 자기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나는 일과 자기개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일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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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가 ‘퇴직하거나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기고자 하는 의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수

준에 ü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런 
편이다

1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현재의 회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더 나은 조건의 회사가 있다면 바로 이직할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현재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종종 다른 회사의 구인광고를 검색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Ⅵ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 번호에 ü 표시하시거나 정확한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만)       세

3. 귀하는 어떠한 대학을 졸업하셨습니까? ① 전문대학   ② 4년제 일반대학

4. 귀하는 혼인하셨습니까? ① 기혼   ②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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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는 무엇입니까?

6. 현재 귀하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년     개월

① 기획·관리·총무·인사 ② 영업·마케팅 ③ 연구개발

④ 생산 ⑤ 서비스·고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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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urnover Intentio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roactive Behavior, 

and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nd Moderating Effects 

of Work-Life Balance of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 

Early Care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y Junghoon Lim

Dissertation for the Doctor of Philosophy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9

Major Adviser: Chyul-Young Jyung, Ph. D.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was to identify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urnover intentio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roactive behavior,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nd moderating effect of work-life balance. Specific 

objectives to accomplish this purpose were as follows: First, to test the causal 

relationship model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roactive behavior,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nd turnover intention; Second, to identify direct effects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roactive behavior,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nd turnover intention; Third, to identify mediating effects 

of proactive behavior and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roactive behavior,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nd turnover intention; Fourth, to identify moderating effects of work-life balance 

on turnover intention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roactive behavior,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nd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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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of this dissertation was early careers who worked for the company less 

than 5 years and graduated college or university. The sample size was 430 at nine 

companies by using a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and cluster sampling. Measures 

used in this dissertation were turnover intentio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roactive behavior,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nd work-life balance. All measures 

developed from prior studie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These measures were also regarded as possessing appropriate internal 

consistency and validit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April 25 to May 17, 

2019, and 327 out of 430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308 data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IBM SPSS Statistics 21.0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F-test. Mplus 6.0 was used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through this thesis. First,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roactive behavior, and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were apt 

to predict turnover inten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 early care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eco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of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 early care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s a direct nega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and indirect effects on turnover 

intention mediated by proactive behavior and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respectively. 

Third, proactive behavior of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 early care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s direct negative effects on turnover intention and 

mediated by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Fourth,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 early care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s a 

direct nega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Fifth, work-life balance of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 early care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has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nd turnover intention.

Based on these conclusion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future 

research. First, further research is needed for diverse small and medium-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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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 except small giant enterprises. Second, more variables should be 

considered to identify turnover and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 early care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ird, 

qualitative research is needed for better understanding of labour market entrance, 

adjustment and continuance of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 early care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Recommend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dissertation 

are also suggested as follows. First, organizational support is needed to unlock 

proactive behavior and to socialize stably among early care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econd,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effort should be gone 

side by side and third, work-life balance 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should be 

established to reduce early careers’ turnover intention. Fourt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hould collect data from displaced worker to understand 

the turnover phenomenon among their enterprises more precisely.

                         
Key Words: turnover intentio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roactive behavior,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work-life balance,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udent Number: 2015-3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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