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 및 경력 개발 지원의 

구조적 관계 

The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Work Engagement, 

Performance Appraisal Experience, Organizational Rewards, 

Organizational Trust and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of Software Developers in Large Corporations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송지은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 및

경력 개발 지원의 구조적 관계

지도교수 이 찬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송 지 은

송지은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김    진    모   (인)

부 위 원 장  이     찬      (인)

위    원 정    진    철   (인)

위    원 이    정    연   (인)

위    원 이    재    은   (인)



- i -

국 문 초 록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 및 경력 개발 지원의 구조적 관계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년

송지은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

상, 조직 신뢰의 관계를 규명하고, 경력 개발 지원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의 구조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이 변인 간 

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 검증하였다. 둘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

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와 일 열의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구명하였다. 셋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일 열의의 관계에서 조직 

신뢰의 매개 효과를 구명하였다. 넷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와 일 열의의 관계에서 경력 개발 지원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구명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약 6만 8천 5백명으로 추정

되었으나, 연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소속

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기업이자,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등록

된 17개 대기업에 재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모형의 검증을 

위해 인사 평가 경험은 조사 도구를 새롭게 구인화 하였다. 또한, 구조적 관계 검증

을 위해 조직 보상, 조직 신뢰, 경력 개발 지원은 기존의 도구를 타당화하여 인구 통

계학적 문항과 함께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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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은 2021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회수된 462부의 응답 중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를 제거한 뒤, 최종적으로 420부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Statistics 25.0, AMOS 20.0, SPSS PROCESS 

macro v.3.4.1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추리 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연구 가설에 따른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소프트웨

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 일 열의 간의 구조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변인 간의 구조 관계를 예측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대기

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 조직 신뢰, 일 열의 간의 직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사 평가 경험이 조직 신뢰에 미치는 직접 효과, 인사 평가 경

험이 일 열의에 미치는 직접 효과, 조직 보상이 조직 신뢰에 미치는 직접 효과, 조직 

신뢰가 일 열의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 보상이 일 열의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과 일 열의의 관계에서 조직 

신뢰는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자의 조직 보상과 일 열의의 관계에서 조직 신뢰는 완전 매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 일 열의의 관계에서 경력 개발 지원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측정 동일성을 충

족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대기업 소

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 일 열의의 관계에서 경력 

개발 지원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력 개발 지원의 조절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는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 조직 신뢰가 성과관리 프로세스에

서 유기적으로 작용한 결과물로써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

발자의 일 열의는 인사 평가 경험의 긍정적인 인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사 평

가 경험의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인사 평가 과정에서 인식하는 평가의 정확성, 

평가의 유용성, 평가 절차의 공정성, 평가 분배의 공정성, 평가 상호작용 공정성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는 조직 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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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긍정적 인식만으로 높아질 수 없으며, 조직 신뢰와 연계될 수 있어야 일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직을 신뢰하고 일 열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

는 인터벤션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력 개발 지원에 

대한 인식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조직에서 경력 개발 지원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분

류에 따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일 열의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수행하는 일의 맥락적인 요인을 고려하

여 이들의 일 열의, 직무 만족 및 이직 의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

가 있다. 셋째, HR 제도의 운영 관점에서 직원 경험을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에 

대해 체계적인 고찰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 조직 

신뢰, 일 열의의 관계에서 다양한 조절 변인의 탐색이 필요하다. 다섯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력 개발 지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

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있어서 긍정적인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에서는 HR analytics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인사 평가 경험을 분

석하고, 직원들이 인사 평가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에서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경력 개발 지원은 중요한 비금전적 보상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조

직에서는 경력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 일 열의,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 경력 개발 지원, 직원 경험

학번: 2018-3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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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경영 환경의 변화와 직원 근무 환경의 변화라는 두 가지 흐름의 변화는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송지은, 이찬, 2020). 기업의 디지털화는 디지

털 기반의 생산성과 가치 창출의 혁신, 소비자와의 새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광범위한 

차원의 혁신을 이끌어내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경

영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Downes & Nunes, 2013; Matt, Hess, & 

Benlian, 2015).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 산업 분야로서 소

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과 소프트웨어 인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소프트웨

어정책연구소, 2020; 한국고용정보원, 2020a; Kim & Choi, 2014).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이후 다

수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재택근무 환경에서 조직 내 소통의 부재와 낮은 업무 

생산성으로 인한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DC, 2021). 이에 따라 기업

에서는‘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일 열의(work engagement)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의 이슈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Kewalramani, 

2020; Lund et al, 2021), 기업마다 직원들이 일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

한 인터벤션을 모색하고 있다(Kewalramani, 2020; Paulise, 2020). 소프트웨어 산

업은 지식 집약적인 산업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열의를 

가지는 정도에 따라 생산성과 품질이 결정되는 만큼 이들의 일 열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Huck-Fries, et al., 2019). 

일 열의는 직원이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스스로 에너지를 투입하는 상태이며

(Kahn, 1990), 직원의 직무 성과로 이어지는 심리 상태이자 조직의 성공을 위해 노

력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Bakker, 2017; Bakker & Demerouti, 2008; 

Baumruk, 2006), 직원의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직의 

전략적 인터벤션 방안을 구축하는 것은 직원의 성과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Bakker, 2017). 일 열의를 설명하는 직무 요구-자원 모형에 따르면, 일 열의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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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요소에 조직 공정성 인식, 조직의 인적 자원 시스템, 피드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윤소겸, 2021). 최근에는 경력 성공의 관점에서 직무 

요구-자원 모형을 확장한 경력 열의 모델(career engagement model)이 등장하여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승진 기회나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 지원에 대한 내

용이 부각되고 있다(Lee, Kwon, Kim, & Cho, 2016; Lee & Eissenstat, 2018).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개념은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이다. 빠른 변화에 익숙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직무 특성상, 짧은 주

기의 평가와 피드백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유연한 변화 적응과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김병기, Xiang, 2013; 김정수, 김승철, 2016; 김태달, 

2016; Cohen, Lindvall, & Costa, 2004; Highsmith, Orr, & Cockburn, 2000; 

Melo, Santana, & Kon, 2012).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

(Kim & Choi, 2014)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

(developmental appraisal)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조직 내에서 

인사 평가 경험에 대한 불만족의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인

사 평가가 성과에 대한 경쟁으로 동료 간의 불신을 유발하는 비인간적인 제도라고 

지적하거나, 조직에서 직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합리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

에 불만을 제시하면서 집단적인 반발을 통해 기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권하영, 

2021; 이대호, 2021). 하지만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인사 평가 불만족의 표

현이 집단적인 반발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에서 소프트웨어 개

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과 일 열의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인

사 평가 경험에 대해 학자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실무에서 인사 평가 

경험의 실체에 혼란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박지성, 김승희, 류성

민, 2016; 송지은, 이찬, 2020; 한태영, 2015; Cardy & Dobbins, 1994; Cawley, 

Keeping & Levy, 1998; Culbertson, Henning, & Payne, 2013; Farndale, & 

Kelliher, 2013; Keeping & Levy, 2000; Thurston & McNall; 2010). 인사 평가 

경험에 불만족할 경우 조직을 이탈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비추어볼 때(잡코리

아, 2020), 인사 평가 경험과 일 열의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실무적인 현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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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원인과 관계를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기업에서는 능력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하고 유지하기 위해 보상이 경쟁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 그러나, 경쟁적인 보상 강화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보상에 대한 

만족은 높아지지 않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박진영, 2021; 이진영, 

2021; 장지윤, 이종주, 2021; 최민영, 2021). 또한, 경쟁적인 보상 강화의 분위기 

속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일 열의는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 또한 주목할만하

다(GDC, 2020).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조직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일 열의의 관계에서 이들을 조절하거나 매개할 수 있는 변인 탐색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또 다른 변인은 조직 신뢰이다. 조직 신뢰는 직원들

이 일 열의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인 심리적 안전감과 관련이 있으며

(Kahn, 1990), 조직에서 직원들이 인식한 평가나 보상의 만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tou, 2013). 조직 신뢰는 직원이 일 열의를 가질 수 있도

록 하며(Agarwal, 2014), 인사 평가 경험이나 조직 보상과 일 열의의 관계를 매개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Katou, 2013). 또한, 조직 신뢰는 일 열의

를 강화하기 위한 선행요인으로써 전략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논

의되어야 할 요소이다(Bakker, 2017). 따라서, 전략적 인사관리 차원에서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 조직 신뢰를 함께 탐구한다는 것은 조직의 자원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가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상으로 인사 평가 경험과 조

직 보상 등의 인적 자원 관리 차원의 접근과 함께 인적 자원 개발 관점에서 경력 개

발 지원에 대한 인식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일 열의 수준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을 이어가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기술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 변화가 빠를 뿐만 아니라 지식 집약적인 산업이라는 점에서 해당 산업에 종

사하는 인력들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권우현, 이혜연, 이동현, 이호, 

2017).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우 다양하게 진화하는 기술적인 환경으로 인



- 4 -

해 다른 직업에 비해 성장 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eecham et al, 2008; Couger, 1989; Frangos, 1997).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자들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력 개발 지원은 일 열의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인터벤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 열의를 설명하는 모델 중 

하나인 경력 열의 모델에서는 향후 기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직원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직원의 일 열의를 강화하고, 조직의 경쟁력 강화하는 지속 가

능한 방안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제시되었다(Lee & Eissenstat, 2018; Lee, Kwon, 

Kim, & Cho, 2016; Lee, Rocco, & Shuck, 2020). 이에 따라, 경력 개발 지원은 

직원의 성장 기회라는 요소로서 조직 보상과는 별개로 일 열의를 강화하기 위해 조

직에서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Campbell 

& Gavett, 2021; Minahan, 2021). 조직이 제공하는 긍정적인 경험이나 조직 보상

과 연계하여 경력 개발 지원이 개인의 성장과 일의 가치를 강화하는 직무 자원으로

써 일 열의를 촉진하는 조절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논의(Lee, Kwon, Kim, & Cho, 

2016)는 경력 개발 지원 인식에 따라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일 열의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직원의 학습과 발전이 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팬데믹 이후 조직에서는 빠른 변화의 적응을 지원하고 직원들의 열의를 

강화하기 위해 직원의 경력 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보고되기도 하였으

며(Minahan, 2021), 직원들이 조직에서 성장 기회를 제공했다고 느끼는 경우 일터

에서의 삶의 질이 상승했다고 인식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Campbell & Gavett, 

2021), 경력 개발 지원의 조절 효과를 고려하는 것은 기업에서 직원의 일 열의를 강

화하기 위한 인터벤션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기업 현장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직무 요구-자원 모형을 근

거로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 일 열의의 

구조 모형을 설정하여 각 변인들과 일 열의의 관계를 구명하고, 경력 개발 지원 인식

에 따라 변인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 자원 관

리와 개발 관점의 인터벤션 방안을 모색하고, 일 열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조직 차원에서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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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열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구성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의 결과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근무 요건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동기

부여 하며, 유지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

상 및 조직 신뢰의 관계를 규명하고, 경력 개발 지원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

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연구 목표

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및 조직 

신뢰의 구조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이 변인 간 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 검

증한다.

둘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및 조직 

신뢰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및 조직 보상과의 관

계에서 조직 신뢰의 매개 효과를 구명한다.

넷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및 조직 

신뢰의 관계에서 경력 개발 지원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구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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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및 조직 신뢰에 관한 구조 모형은 영향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한가?

 

연구 문제 2.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는 서로 간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을 것인가?

  2-1.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은 일 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2-2.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보상은 일 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2-3.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은 조직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2-4.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보상은 조직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2-5.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신뢰는 일 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3.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및 

             조직 보상의 관계에서 조직 신뢰는 매개 효과를 가지는가?

  3-1.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신뢰는 인사 평가 경험과 일 열의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를 가지는가?

  3-2.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신뢰는 조직 보상과 일 열의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를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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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4.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의 관계에서 경력 개발 지원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가? 

          

4. 용어의 정의

가.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 (Software Developer)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분석, 

설계, 개발, 구현, 테스트 및 품질 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프로그램의 구현만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으로 지정된 국내 대기업 집단의 소속 회사 중,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에 등록 되어 있는 17개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업에 재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자를 의미한다.

나. 일 열의 (Work Engagement)

일 열의는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업무 관련 마음 상태로, 활력, 

헌신, 몰두 등의 심리 상태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일 열의에 대해 국내에서 여

러 번 측정되고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타당화되어온 Schaufeli, Bakker와 

Salanova(2006)의 UWES-9의 도구를 활용하여 일 열의에 대해 측정하였다. 해당 

도구는 일 열의를 활력, 전념, 몰두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일 열의는 UWES-9의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인사 평가 경험 (Performance Appraisal Experience)

인사 평가 경험은 직원이 피평가자로서 평가를 경험하면서 조직의 평가에 대해 기

대하고 있는 이상적인 사항과 실제 평가 제도의 사이에서 형성한 조직의 평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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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합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사 평가 경험을 직원이 인식한 

평가 정확성, 평가 유용성, 평가 절차 공정성, 평가 분배 공정성, 평가 상호작용 공정

성을 종합한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문항에 대

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조직 보상(Organizational Rewards)

조직 보상은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조직의 외재적 보상에 대해 인식하고 있

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임금 만족, 복리후

생, 승진 기회를 의미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Heneman과 Schwab(1985)의 임금 

만족도(PSQ)를 번안한 이광희(1999)와 이용운(2000)의 문항에 응답한 점수와, 

Price(1997)가 개발한 승진 기회에 대한 인식 도구를 이우경(2010)이 타당화한 문

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조직 신뢰(Organizational Trust)

 조직 신뢰는 직원들이 조직의 제도와 시스템에 가지는 신뢰로, 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스스로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부담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영석, 오동근, 서용원(2004)이 개발한 조직 신뢰

의 도구를 박수연(2010)이 인사 평가의 효과성 관점에서 타당화한 문항에 대해 응

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바. 경력 개발 지원 (Career Development Support)

경력 개발 지원은 조직에서 조직의 효과성과 성과 향상 및 직원의 자아 실현 욕구

를 만족시키기 위해 조직에서 직원들에게 성장 기회와 경력 개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직원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경민(2010)이 

개발한 경력 개발 지원 제도의 전략적 체계성과 운영적 체계성에 대해 직원이 인식

하고 있는 정도로 타당화한 문항에 대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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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 전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모집단의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중에서 상위 30개 집단에 포함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기

업(2021)이자, 소프트웨어산업협회(2021a)에 등록된 17개 기업에 종사하는 소프트

웨어 개발자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여 유의 표집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우

리나라의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 10 -

II. 이론적 배경

1.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

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직업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과 직무로 

보는 시각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곽미선, 2016). 직업을 기반으로 한 소

프트웨어 개발자의 정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보수, 테스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광의적 관점

에서 제시하고 있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 한국고용정보원, 2020b; O*NET, 

2020).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바

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소프

트웨어정책연구소, 2020). 이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

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테스팅/품질 관리자를 포함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컴퓨터 시스템의 수행 명령 체계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연구, 개발, 설계

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또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는 사용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명령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하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계, 기획, 프로그래밍, 유지 개선하는 개발 분야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테스팅/품질 관리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 원인을 식별하

기 위한 테스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인력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 직업 능력 사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컴퓨터 시

스템의 수행 명령 체계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사용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명령을 수

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연구 및 개발하고 설계하며, 이와 관련한 컴

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개발자뿐만 아니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시험

하고 관리하는 IT 테스터, 품질 관리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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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b). 

미국의 O*NET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software developer)의 정

의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와 특화된 유틸리티(utility) 프로그램을 연구, 

설계 및 개발하는 사람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통합하여 요구

사항을 개발하는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개념이다. 또

한, 애플리케이션 영역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하는 업무 역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업무에 포함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분류로

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application developer), 애플리케이션 통합 엔지니어

(application integration engineer),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infrastructure 

engineer), 네트워크 엔지니어(network engineer), 소프트웨어 아키텍트(software 

architect), 소프트웨어 개발자(software developer),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software engineer), 시스템 엔지니어(systems engineer)를 포함하고 있다

(O*NET, n.d.).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해 직무적 관점에서는 직업적 관점보다 협의적 관점

에서 수행하는 업무(task)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직무적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소프트웨어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에 걸쳐 소프트

웨어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전반적 과정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국가 직무 능력 표준, n.d.; 정보기술‧ 사업 관리 산업 인적 자원 개발 위원회, 

2020).

국가 직무 능력 표준(NCS)에 따르면, 정보 기술 개발과 관련한 직무에는 SW 아

키텍처, 응용 SW 엔지니어링, 임베디드 SW 엔지니어링, DB 엔지니어링, NW 엔지

니어링, 보안 엔지니어링, UI/UX 엔지니어링, 시스템 SW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플랫

폼 구축, 핀테크 엔지니어링, 데이터 아키텍처, IoT 시스템연동, 인프라스트럭쳐 아키

텍처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중 소프트웨어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직무는 

응용 SW 엔지니어링, 시스템 SW 엔지니어링에 해당된다. 응용 SW 엔지니어링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각 업무에 맞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관한 설계, 구현, 테

스트를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배포하며, 버전 관리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향상

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시스템 SW 엔지니어링은 운영 체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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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스템 자원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관

리,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테스트, 배포를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한다(국가 직

무 능력 표준, n.d.).

IT 분야 국가역량체계(ITSQF)의 직무 정의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 직종은 

UI/UX 개발, UI/UX 디자인, 응용 SW 개발, 시스템 SW 개발, 임베디드 SW 개발의 

직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응용 SW 개발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

트웨어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배포를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일

을 의미한다. 시스템 SW 개발은 운영체제 환경에서 시스템 자원을 제어 및 관리하

는 소프트웨어와 응용 프로그램의 동작을 위한 시스템 플랫폼의 요구 사항을 분석, 

설계, 구현, 배포하는 일을 의미한다(정보 기술‧사업 관리 산업 인적 자원 개발위원

회, 2020). 

직업과 직무 관점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자는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분석, 설계, 개발, 구현, 

테스트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자의 직무는 공통적으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웹 개발, 

UI/UX,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및 인프라스트럭처 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웹

과 UI/UX,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스트럭처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의 분석, 설계, 구현, 테스

트, 배포 및 품질 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표 Ⅱ-1>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정의

구분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정의 비고

직업

‧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사람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테스팅/품질 

 관리자 등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2020).

‧ 컴퓨터 시스템의 수행 명령 체계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사용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명령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연구 및 개발하고 설계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개발자, 

 IT 테스터, 품질 관리 전문가 등

한국고용정보원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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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관련 제도와 정책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기술자 등급 및 

노임 대가와 관련한 정책과,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한 노동 시장 관점의 정책으

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기술자 등급 및 노임 대가와 관련해서는 1995년부터 2012

년까지 국가 차원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시하는 제도를 시행했었으나, 현재는 폐

지하여 직무별 기술자의 평균 임금을 연 1회 공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1995년 소

프트웨어 개발 진흥법 22조 사업 대가에 대한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이 입찰방식의 프로젝트성 사업에서 임금을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의 전문가 등급별 노임 대가를 조사, 공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분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정의 비고

‧ 컴퓨터 및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와 특화된 유틸리티(utility)

 프로그램을 연구, 설계 및 개발하는 사람

‧ 애플리케이션 개발자(application developer), 애플리케이션 통합

 엔지니어(application integration engineer),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infrastructure engineer), 네트워크 엔지니어(network 

 engineer), 소프트웨어 아키텍트(software architect), 소프트웨어 

 개발자(software developer), 소프트웨어 엔지니어(software

 engineer), 시스템 엔지니어(systems engineer) 등

O*NET

(n.d.).

직무

‧ SW 아키텍처, 응용 SW 엔지니어링, 임베디드 SW 엔지니어링, 

 DB 엔지니어링, NW 엔지니어링, 보안 엔지니어링, 

 UI/UX 엔지니어링, 시스템 SW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핀테크 엔지니어링, 데이터 아키텍처, IoT 시스템연동,

 인프라스트럭쳐 아키텍처 구축

‧ (응용 SW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관한 요구 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를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배포하며, 버전 관리를 

 수행하는 업무

‧ (시스템 SW 엔지니어링) 운영 체제 환경에서 시스템 자원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관리, 

 요구 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테스트, 배포를 수행하는 업무

국가 직무 능력

표준(n.d.).

‧ UI/UX 개발, UI/UX 디자인, 응용 SW 개발, 시스템 SW 개발, 

 임베디드 SW 개발

‧ (응용 SW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 SW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배포를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업무 

‧ (시스템 SW 개발) 운영 체제 환경에서 시스템 자원을 제어 및 관리

 하는 소프트웨어와 응용 프로그램의 동작을 위한 시스템 플랫폼의 

 요구사항을 분석, 설계, 구현, 배포하는 업무

IT산업분야

국가역량체계

(정보기술 ‧ 
사업 관리 산업

인적 자원 개발

위원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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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이 시장에서 임금의 하한선으로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 

가능한 상한선으로 작용한다는 폐단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자

에 대한 등급별 노임 대가에 대한 법률은 2012년 폐지되었다. 이후, 2018년까지 해

당 법률이 폐지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기술자 등급별 노임 대가에 대한 연도별 공시

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통해 진행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직무별 평균 노임 

대가를 제시하되 기술자 등급별 대가를 공시하지 않게 되었다. 현재 소프트웨어 기술

자에 대한 등급과 등급에 따른 노임 대가는 공공분야의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적용하

는 강제 사항이 아니며, 해당 사업의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

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 대가에서 논의되었던 기술자의 등급은 초급 기

능사에서 기술사까지 총 8개의 등급으로 분류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

표한 이 등급은 학력과 자격, 경력에 기반하여 산정된다. 학력은 최종 학력을 기준으

로 산정된다. 자격의 경우, 기술사,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

술 자격 종목 중 정보 처리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경력은 

재직년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학력, 자격, 경력에 따라 등급이 체계화된 내용은 학

력이 높아지거나 상위 자격을 취득할수록, 경력이 축적될수록 더 많은 노임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기술자 등급은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에게 경력 개발의 동기부

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노동 시장에서 4차 산업 혁명과 관련성이 높은 정보 통신업의 인

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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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취업자수 전망

(단위: 천 명,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20a). 2018-202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p.107

정부에서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소프트

웨어 교육을 추진하고 저변화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의 인재 양성을 위해 <혁신성

장 전략투자: 핵심 인재 양성 5개년 로드맵>을 발표하고, 4차 산업 혁명 ICT 유망 

기술 및 혁신성장 선도 기술 분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차세대 보안 ‧네
트워크, VR, AR등을 선정하여 청년 중심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육성하기 위한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

그러나, 여전히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부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관련 직종 중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부족률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보 기술‧사업 관리 산업 인적 자원 개발 위원회, 

2020). 특히, 타 산업군에 비해 이직률이 높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 현장에서는 부족한 인력들의 충원뿐만 아니라 이들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이

우경, 최수일, 2011).

종합적으로, 학력, 자격, 경력에 따라 책정된 기술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노임 대가

를 받도록 했던 정부의 정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학력을 높이거나, 자격을 취득

하거나, 경력을 축적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노동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

직업명

취업자수 연평균 증가율

2013 2018 2023 2028
2013~

2018

2018~

2023

2023~

2028

2018~

2028

컴퓨터시스템전문가 18 21 22 23 3.2 1.3 0.6 1.0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80 93 105 109 3.0 2.4 0.8 1.6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135 160 184 196 3.5 2.9 1.3 2.1

웹개발자 24 30 32 33 4.3 1.6 0.7 1.1

데이터전문가 5 9 10 11 12.5 3.8 1.9 2.8

정보보안전문가 16 13 16 16 -4.3 4.6 0.6 2.6

정보시스템운영자 65 61 66 65 -1.4 1.7 -0.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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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4차 산업 혁명를 이끄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인재 육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부족

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 현장에서는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뿐만 아니

라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특징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직무 수행을 위한 목표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고(Couger & Adelsberger, 1988),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추구하는 성향

(Couger & Adelsberger, 1988; Couger & Ishikawa, 1995)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성과에 기반한 보상의 만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Baddoo, Hall, & Jagielska, 2006).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능력에 맞는 

보상으로서 승진 기회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Baddoo, Hall, & Jagielska, 2006; 

Burn, Couger, & Ma, 1992; Burn, Ma, & Ng Tye, 1995; Linberg, 1999; 

Smits, McLean, & Tanner, 1993), 고용에서의 안정성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나타

난다(전인호, 박선웅, 박윤주, 2015; Agarwal, De, & Ferratt, 2002; Baddoo, 

Hall, & Jagielska, 2006; Burn, Ma, & Ng Tye, 1995; Crepeau, Crook, Goslar, 

& Mcmurtrey, 1992; Garza, Lunce, & Maniam, 2003; Ituma, 2006).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비해 성장을 지향하

는 특징(growth oriented)이 강하게 나타난다(전인호, 박선웅, 박윤주, 2015; 

Baddoo, Hall, & Jagielska, 2006; Beecham et al, 2008; Couger, 1989; Couger 

& Adelsberger, 1988;, Couger, et al., 1990; Couger & Ishikawa, 1995; 

Frangos, 1997, Garza, Lunce, & Maniam, 2003; Linberg, 1999; Sumner, 

Yager, & Franke, 2005). Couger(1989)와 Frangos(1997)는 소프트웨어가 활용

되는 경영 환경의 변화와 빠르고 다양하게 진화하는 기술 환경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에게 성장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도록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성장 지향적

인 성향은 다른 직업과 비교했을 때 직무 수행에 있어서 시장성 있는 기술로의 변화

를 추구하는 성향(Ituma, 2006; Sumner, Yanger, & Franke, 2005)이나 직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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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전성을 추구하는 성향(Ituma, 2006; Khalil, Zawacki, Zawacki, & Selim, 

1997; Smits, McLean, & Tanner, 1993; Sumner, Yager, & Franke, 2005), 스

스로의 기술 수준에 대한 만족성 추구(전인호, 박선웅, 박윤주, 2015; Agarwal, De, 

& Ferratt, 2002; Crepeau, et al., 1992; Darcy & Ma, 2005; Ferratt & Short, 

1986)와 기술적인 유능성 추구(Burn, Ma, & Ng Tye, 1995; Crepeau, et al., 

1992; Ferratt & Short, 1986; Mata Toledo & Unger, 1985), 직무 수행에 있어

서 자율성 추구(전인호, 박선웅, 박윤주, 2015; Couger & Adelsberger, 1988; 

Crepeau, et al., 1992; Garza, Lunce & Maniam, 2003; Ituma, 2006; Smits, 

McLean, & Tanner, 1993; Sumner, Yager, & Franke, 2005; Tanner, 2003)라

는 특징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특징을 고려한 인터벤션을 

설계할 때에는 이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발 지원의 요인이 포함될 수 

있을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내향적인 성향으로 보고되고 있으나(전인호, 박선웅, 

박윤주, 2015; Capretz, 2003; Couger, 1989; Couger & Adelsberger, 1988; 

Couger, et al, 1990; Khalil, et al, 1997; Kym & Park, 1992; Tanner, 2003), 

동료 및 상사의 지지와 관계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arza, Lunce, & 

Maniam, 2003; Ferratt & Short, 1986; Jordan & Whiteley, 1994; Linberg, 

1999; Sumner, Yanger, & Franke, 2005).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적극적으

로 자신의 표현을 하기 보다, 조직에서 직원이 표현하지 않아도 조직에서 헌신의 정

도를 인정해줄 수 있다는 조직 차원의 믿음인 조직 신뢰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자

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추정하도록 한다. 

종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에 민감한 성향을 

나타낸다. 또한, 직무 수행에 있어서 성장과 도전, 기술적인 만족과 유능성, 직무 수

행의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지속적인 경력 개발에 관심을 크게 두는 특징이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내향적인 성향이 있음에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자의 특징에 기반했을 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이 일 

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소속된 조직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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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 일 열의를 가지도록 하는 동기부여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

울여야 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학술적, 실무적으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표 Ⅱ-3>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특징 종합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특성 학자

성장 지향성 추구

Baddoo, Hall, & Jagielska (2006)

Couger (1989)

Couger & Adelsberger (1988)

Couger, et al. (1990)

Couger & Ishikawa (1995)

Frangos (1997)

Garza, Lunce, & Maniam (2003)

Linberg (1999)

Sumner, Yager, & Franke (2005)

전인호, 박선웅, 박윤주 (2015)

내향성

Capretz(2003)

Couger (1989)

Couger & Adelsberger (1988)

Couger, et al. (1990)

Khalil, Zawacki, Zawacki, & Selim (1997)

Kym & Park (1992)

Tanner (2003)

전인호, 박선웅, 박윤주 (2015)

일의 가치 추구

Crepeau, Crook, Goslar, & Mcmurtrey (1992)

Garza, Lunce, & Maniam (2003)

Ferratt & Short (1986)

자율성 추구

Couger & Adelsberger (1988)

Crepeau, Crook, Goslar, & Mcmurtrey (1992)

Garza, Lunce, & Maniam (2003)

Ituma (2006)

Smits, McLean, & Tanner (1993)

Sumner, Yager, & Franke (2005)

Tanner (2003)

전인호, 박선웅, 박윤주 (2015)

다양성 추구

Crepeau, Crook, Goslar, & Mcmurtrey (1992)

Ituma (2006)

Peters (2003)

Sumner, Yager, & Franke (2005)

시장성 추구
Ituma (2006)

Sumner, Yager, & Franke (2005)

도전성 추구
Ituma (2006)

Khalil, Zawacki, Zawacki, & Selim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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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특성 학자

Smits, McLean, & Tanner (1993)

Sumner, Yager, & Franke (2005)

기술 수준에 대한 만족 추구

Agarwal, De, & Ferratt (2002)

Crepeau, Crook, Goslar, & Mcmurtrey (1992)

Darcy & Ma (2005)

Ferratt & Short (1986)

기술적인 유능성 추구

Burn, Ma, & Ng Tye (1995) 

Crepeau, Crook, Goslar, & Mcmurtrey (1992)

Ferratt & Short (1986)

MataToledo & Unger (1985)

전인호, 박선웅, 박윤주 (2015)

창의성 추구
Sumner, Yager, & Franke (2005)

Wynekoop & Walz (1998)

개인별 목표 설정의 참여 Couger & Adelsberger (1988)

피드백 추구
Couger & Adelsberger (1988)

Couger & Ishikawa (1995)

승진 기회 추구

Baddoo, Hall, & Jagielska  (2006)

Burn, Ma, & NgTye (1995)

Burn, Couger, & Ma (1992)

Linberg (1999)

Smits, McLean, & Tanner (1993)

임금 만족 추구 Baddoo, Hall, & Jagielska (2006)

고용 안정성 추구

Agarwal, De, & Ferratt (2002)

Baddoo, Hall, & Jagielska (2006)

Burn, Ma, & NgTye (1995)

Crepeau, Crook, Goslar, & Mcmurtrey (1992)

Garza, Lunce, & Maniam (2003)

Ituma (2006)

전인호, 박선웅, 박윤주 (2015)

사회적 지지와 관계의 욕구

Baddoo, Hall, & Jagielska  (2006)

Ferratt & Short (1986)

Garza, Lunce, & Maniam (2003)

Jordan & Whiteley (1994)

Linberg (1999)

Sumner, Yager, & Frank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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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특징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관한 연구가 

사회적 교환 이론에 근거하여 평가/보상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을 상기하도록 한다(Kim & Choi, 2014).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내성적 성향

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지지와 관계의 욕구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보다 조직에서 직원이 표현하지 않아도 헌신 정도를 인정해줄 수 있

다는 조직 차원의 믿음인 조직 신뢰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다양하게 진화

하는 기술적 환경으로 인해 성장 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인터벤션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경력 개발 지원은 직원의 전문성

을 향상시켜 조직을 활성화하는 인터벤션 방안이라는 점(박경문, 이용탁, 1999)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적합한 인터벤션 방안일 수 있다.

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 현황

2019년을 기준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종사자 수는 32만 6,900명으로 추정

된다. 그 중 상용 종사자는 31만 2,600명으로 추정된다.

<표 Ⅱ-4>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 현황

(단위: 천 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2019 ICT 인력동향 실태조사. 

2019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인력의 직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는 약 13만 6천명으로 전체의 44.7%를 차지한다. 그리고 <표 Ⅱ-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약 7만 2천명 정도가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P)

총 종사자 312.9 296.0 296.3 304.1 321.5 326.9 

상용 종사자 264.0 280.1 275.7 284.7 305.5 312.6



- 21 -

<표 Ⅱ-5> 직종별 소프트웨어 인력 현황

(단위: 천 명)

주: 직종 구분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7차개정)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일부 직종은 소프트웨어 

    정책 목적에 따라 세분화 되어 제시되어 있음.

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 2019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보고서. p. 51

2020년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평균 임금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Ⅱ-6> 소프트웨어 개발자 평균 임금 

(단위: 원)

구분 전체

기업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사업/프로젝트관리 12.0 3.3 8.7

컴퓨터시스템 분석가 6.3 2.2 4.1

소프트웨어 개발자 135.7 27.5 108.2

웹 전문가 28.3 6.8 21.6

정보보안 전문가 4.4 1.3 3.1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108.4 26.7 81.7

데이터 전문가 7.3 3.4 3.9

기타 0.8 0.5 0.2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계 303.3 71.7 231.5

구 분 일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 시간평균 임금

IT기획자 388,724 8,124,332 48,591

IT컨설턴트 458,818 9,589,296 57,352

정보보호컨설턴트 342,406 7,156,285 42,801

업무분석가 532,243 11,123,879 66,530

데이터분석가 347,670 7,266,303 43,459

SW 아키텍트 421,761 8,814,805 52,720

Infrastructure아키텍트 517,539 10,816,565 64,692

데이터 아키텍트 437,063 9,134,617 54,633

UI/UX 개발자 302,033 6,312,490 37,754

UI/UX 디자이너 250,345 5,232,211 31,293

응용SW 개발자 323,174 6,754,337 40,397

시스템SW 개발자 253,051 5,288,766 31,631

임베디드SW 개발자 277,998 5,810,158 34,750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298,254 6,233,509 37,282

NW엔지니어 350,062 7,316,296 43,758

IT시스템운용자 284,286 5,941,577 35,536

IT지원 기술자 203,918 4,261,886 25,490

IT품질관리자 438,304 9,160,554 5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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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1b). 2011년 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

구 분 일평균 임금 월평균 임금 시간평균 임금

IT테스터 207,793 4,342,874 25,974

IT감리 391,741 8,187,387 48,968

정보보호관리자 391,725 8,187,053 48,966

침해사고대응전문가 327,674 6,848,387 4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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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열의

가. 일 열의의 개념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직에서 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Morgan(2017)은 과학적 관

리론에 근거하여 20세기까지 조직 연구의 관심사가 유용성(utility), 생산성

(productivity)이었으나, 21세기에 이르러 직원들이 일에 몰두하는 심리 상태

(engagement)로 변화해왔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유

용성에 관한 연구가 “직원들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의 관점

에서 이루어졌다면, 생산성에 관한 연구는 “직원들이 일을 더 빠르게, 더 잘 수행하

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의 관점으로 직원들의 수행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것에 초

점이 맞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직원들이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지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일하면서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

인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더 일에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관심

으로 조직 연구가 변화해왔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리서치 그룹 Gallup은 매년 직원들의 일 열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에 따르면 직원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첫 번

째는 방해형 직원(actively disengaged employee)으로, 동료들이 즐겁게 일하는 것

을 방해하며 불행을 전파하는 직원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열의를 가지지 못한 직원

(not engagement employee)으로, 출퇴근에 의의를 두며 영혼없이 주어진 일을 해

내기 급급한, 실제 업무에 열의를 가지지 않은 직원을 의미한다. 마지막은 일에 열의

를 가진 직원(engagement employee)으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며 본인과 조직

의 성장을 돕고자 노력하는 직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Wetherell & Agarwal, 

2020).

실무적인 관점에서 일 열의를 가진 직원에 대한 정의가 위와 같이 이루어졌다면, 

학술적인 관점의 일 열의는 Kahn(1990)의 연구에서 처음 개념화되었다. 

Kahn(1990)은 질적 연구를 통해 개인 차원의 열의(personal engagement)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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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개인 차원의 열의는 직원들이 자신의 역할

(role) 수행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며, 열의의 상태에 있는 직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의 인지적, 감정적, 육체적인 모든 것을 몰두(self-in 

role)한다. 반대로 개인 차원의 열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는 직원들은 스스로의 역

할과 자신을 인지적, 감정적, 육체적으로 분리시키고 방어한다. Kahn(1990)은 이에 

따라 개인 차원 열의를 직원들이 일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스스로를 투입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Kahn(1990)은 실험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

을 하고, 그 답에 따라 개인이 열의의 수준을 높이거나 낮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성과를 위해 나의 신체적, 육체적, 인지적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meaningfulness)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를 일에 투입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안전한가(safety)에 대한 것이며, 세 번

째는 내가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한가(availability)의 요소에 대한 부분이다. 

Kahn(1990)은 Hackman과 Oldman(1976)이 직무 특성 이론에서 제시한 것과 같

이 직무 수행에서 의미감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심리적 조건이라고 제시하였

다. 심리적 의미감은 자율적이고 절차와 목표가 명확한 직무, 선호하는 자신의 가치

와 부합하는 역할 수행, 공감 등을 포함한 업무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심리적으

로 열의가 생기도록 동기부여 하는 업무적 요소(work elements)와 관련이 있다. 심

리적 안전감은 스스로의 위상이나 이미지, 경력 관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위험이 없이 수행이 가능한 상태라고 인식할 때 생기는 요인으로 지원적인 대인 관

계, 자신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집단 및 집단간의 역동성, 신뢰를 보여주는 리

더의 관리 스타일, 조직적인 규범과 절차 등의 사회 시스템적 요소(elements of 

social systems)와 관련이 있다. 심리적 유능감은 개인의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스

스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육체적, 인지적, 감정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충족이 되지 않았을 경우 능력과 지위에 대한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된다. 스스로의 

역할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 요인들은 심리적 유능감과 관련

이 있다.

Kahn(1990)의 일 열의에 대한 접근은 행동적 접근법(behavioral approach)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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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열의가 심리적인 상태라기 보다 직무 맥락에서 직접적 관찰 가능한 행동이며, 행

동의 형태(a form of behavior)라는 맥락에서 정의된다는 특징이 있다(김면식, 

2015; 이인호, 2021; Peccei, 2013). 이외에도 Barumruk(2006)은 일 열의가 행

동적으로 측정 가능한 요소로서, 긍정적인 언행, 조직의 일원이라는 인식, 조직의 성

공을 위해 노력을 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Macey와 Schneider(2008)은 

일 열의가 업무와 조직에 자신의 에너지와 노력을 투입하는 상태이자 특성이며, 행동

적인 형태를 갖는다고 제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논의를 지지하였다. Rich, Lepine와 

Cawford(2010)는 행동적 관점에서 열의가 있는 개인이 직무에 자신의 손을 활용하

여 신체적 노력을 투입하고, 머리를 활용하여 인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심장을 

통해 업무와 감정적으로 연결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

<표 Ⅱ-7> 일 열의의 심리적 상황 요인

차원 심리적 의미감 심리적 안전감 심리적 유능감

개념

역할 수행에서 자신이 투자

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

다는 느낌

이미지, 위상, 경력에 부정

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는 두려움 없이 표현하고 

스스로를 투입할 수 있다는 

느낌

역할 수행을 위해 투입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감정적, 

심리적 자원을 소유했다고 

느낌

경험요소

수행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느낌, 일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느낌

행동의 결과 측면에서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예측가

능하고, 일관되며 명확한 

상황이라는 느낌

역할 수행을 위해 스스로의 

육체적, 지적, 감정적 에너

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느낌 

영향 

종류

스스로를 투입하도록 동기

를 유발하거나 반대로 의욕

을 꺾는 일과 관련한 요소

예측가능 하고, 일관되며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을 만

드는 사회 시스템 요소

역할 수행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인 요소

영향 

요인

∙ 과업: 도전, 다양성, 창의

성, 자율성 등이 있고 절차

와 목표가 명확하게 서술된 

직무

∙ 역할: 스스로 선호하는 

이미지, 위상, 영향력과 부

합하여 매력적인 정체성을 

제시하는 지위

∙ 상호작용: 존엄성의 향상, 

공감적 가치 인식, 가치관, 

개인 및 전문적 요소를 포

함한 개인간의 상호작용

∙ 대인 관계: 지원, 신뢰, 

개방, 유연성을 제공하고 

위협 요소가 없는 지속적인 

관계

∙ 집단 간의 역동: 집단내 

및 집단 간 역동에 따라 형

성되는 다양하고 비공식적

이며 무의식적인 조직 환경

으로, 스스로를 안전하게 

표현할 수있도록 하는 정도

∙ 리더십 스타일과 절차: 

지원적이고 회복 탄력성을 

가질수 있도록 격려하며, 

일관성과 신뢰, 전문적 역

∙ 육체적 에너지: 역할 수

행에서 투입할 수 있는 육

체적 자원의 보유 수준

∙ 감정적 에너지: 역할 수

행에 투입할 수 있는 감정

적 자원의 보유 수준

∙ 불안정성: 능력과 지위에 

대한 자신감 부족, 사회적 

시스템과 자신의 역할 수행 

적합성에 대한 양가적 신뢰

수준

∙ 외부 요인: 역할 수행을 

위해 투입할 자신의 여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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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ahn, W. A. (1990). Psychological conditions of personal engagement and disengagement at work.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3(4), 692-724. p. 705.

반면, 태도적 접근법(attitudinal approach)에 따른 일 열의는 Maslach와 

Leiter(1997), Maslach, Schaufeli와 Leiter(2001), Rothbard(2001), Schaufeli, 

Leiter와 Maslach(2009)가 제시한 접근으로, 일 열의가 일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적

인 상태로 나타난다는 개념으로 제시된다. Maslach와 Leiter(1997)는 일 열의를 직

무적인 소진과 반대되는 의미로 제시되어 에너지, 관여, 효능감이 강화된 심리 상태

(psychological state)로 정의하고 있다. Rothbard(2001)은 일 열의가 일에 대한 

집중(attention)과 몰두(absorption)의 상태로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Maslach와 Leiter(1997)은 일에 접근하는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열의이며, 소진을 

이러한 열의가 손상(erosion)된 상태라고 제시한 바 있다. Schaufeli, Salanova, 

Gonzalez-Roma와 Bakker(2002)는 일 열의에 대해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업무 관

련 마음 상태(a positive, fulfilling, work-related state of mind)로 정의하였다. 

Schaufeli와 동료들(2002)은 일 열의를 활력(vigor), 헌신(dedication)과 몰두

(absoprption)로 특징지어 진다고 주장했다. 활력은 일하는 동안의 에너지에 대한 

수준,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 업무에 스스로의 노력을 투입하려는 자발적 의지, 어려

움 속에서도 지속하고자 하는 인내심 등으로 나타난다. 헌신은 과업의 의미에 대한 

자부심에서 기인하는 일에 대한 열정, 도전 의식 등을 의미한다. 몰두는 스스로 업무

에 온전히 집중하고 전념하여 수행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 일과 자신을 분리

하여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집중한 상태를 의미한다. 

태도적 접근법에서 정의하는 일 열의는 직무 소진(job burnout)과 반대되는 개념

으로, 직무 소진은 정서적 고갈(exhausion), 냉소(cynisism), 무능감

(ineffectiveness)과 관련되어 있다(Maslach & Leiter, 1997). Schaufeli와 동료들

차원 심리적 의미감 심리적 안전감 심리적 유능감

량을 보여주는 리더의 행동

∙ 조직적 규범: 역할 수행

을 위해 스스로를 투입할 

수있도록 하는 직원의 일반

적인 행동과 정서에 대한 

기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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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과 Schaufeli와 Salanova(2011)은 일 열의의 하위 개념이 일일이 직무 소진

과 대비되지는 않지만, 직무 소진에서 고갈의 개념은 일 열의에서 활력의 개념으로, 

직무 소진에서 냉소의 개념은 일 열의에서 헌신의 개념으로, 직무 소진에서 무능감은 

일 열의에서 몰두의 개념으로 대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직무 소진과 일 열의가 대척

점에 있을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일 열의는 태도적 접근법에 따라 접근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이 연

구에서 일 열의는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업무 관련 마음 상태로, 활

력, 헌신, 몰두 등의 심리 상태로 나타난다는 Schaufeli와 동료들(2002)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 

<표 Ⅱ-8> 일 열의의 정의

나. 일 열의와 유사 개념과의 차이점

일 열의는 직무 만족, 직무 열의, 직원 열의, 직무 몰입, 몰입, 일 중독, 조직 몰입, 

내재적 동기 등과 유사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직무 만족과 직무 몰입, 일 열의의 관계를 비교한 연구(박노윤, 2011)에서, 일 열

의가 직무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수행을 위해 몰두하는 신체적, 감정적, 인지적 상

학자 정의

Kahn(1990)
직원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그 역할에 스스로의 신체적, 인지적, 

감정적 에너지를 투입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남

Rothbard(2001) 일에 대한 집중(attention)과 몰두(absorption)의 상태로 나타남 

Maslach, Schaufeli, 

& Leiter(2001)

에너지, 참여, 효능감의 상태로 직무 소진인 고갈, 냉소, 무능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타남

Schaufeli et al., 

(2002)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업무 관련 마음 상태로, 활력, 헌신, 몰두 등의 심리 

상태로 나타남 

Baumruk(2006)
행동적으로 측정 가능한 요소로서, 긍정적인 언행, 조직의 일원이라는 인식, 

조직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하는 행동으로 나타남 

Macey & 

Schneider(2008a)

업무와 조직에 자신의 에너지와 노력을 투입하는 상태이자 특성이며, 

행동적인 형태로 나타남

Rich, Lepine, & 

Cawford(2010)

직원이 자신의 손과 머리, 심장을 투입하여 적극적이고 완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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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직무 만족(job satisfaction)이나 직무 몰입

(job involvement)과 차이를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Schaufeli와 Bakker(2010)는 

직무 만족이 높은 경우 만족이 포화된 상태(satiation)를 의미하지만, 일 열의가 높은 

상태는 열정이 활성화된 상태(activation)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직무 몰입이 직무와 스스로를 인지적으로 결합한 심리 상태를 표현한다면, 

일 열의는 인지적인 측면 이외에 행동적, 정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박노윤, 2011). Rich, Lepine와 Crawford(2010)은 일 열의와 몰입

(flow)의 차이에 대해, 몰입은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인지하

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일 열의는 직무 수행에서 스스로의 행동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직무 열의(job engagement)와 일 열의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직무 요구-자원모형

에 근거하여 같은 기저 이론을 가지고 있으나, 직무 열의는 Kahn(1990)이 제시한 

행동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직무 수행을 위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의 에너지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Rich, Lepine, & Cawford, 2010), 일 열의는 직무 수행

에 대한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업무 관련 마음 상태로, 에너지, 관여, 효능감이 강화된 

심리 상태인 태도적 접근(Maslach & Leiter, 1997)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인 직원 열의(employee engagement)와 일 열의의 차

이에 밝힌 선행연구(김지영, 2020)에 따르면, 직원 열의는 조직의 바람직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라는 점에서, 직

무 자체의 수행에 대한 열의를 의미하는 일 열의와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하

였다. Shuck과 Wollard(2010)에 따르면, 직원 열의는 조직의 바람직한 결과, 즉 조

직의 유효성 향상에 인지적(cognitive), 정서적(emotional), 행동적(behavioral)으로 

몰입하는 상태라는 점에서 일 열의와 차별화되는 개념이다.

일 중독(workaholism)과 조직 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이 일 열의와 어

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오아라, 2013)에서는 일 중독이 일에 대한 열의

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박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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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 때문에, 일 열의와 차이를 보인다고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조직 몰입은 조직에 

대한 긍정심과 애착으로 나타나는 태도라는 점에서 직무 수행에 대한 심리적 집중도

를 나타내는 일 열의와는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오아라, 2013).

내재적 동기와 일 열의의 차이에 대해 고찰한 선행연구(이인호, 2021)에서, 내재

적 동기는 행위 과정을 지배하며, 자율성과 유능감을 통해 일 자체에 대한 즐거움으

로 나타나는 일에 대한 동기 그 자체이지만 일 열의는 구체적 과업활동에 집중하는 

에너지와 관련하여 신체적, 감정적, 인지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표 Ⅱ-9> 일 열의와 유사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정의 일 열의와 공통점 일 열의와 차이점

직무 만족

(job

satisfaction)

개인의 직무 또는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발생하는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상태 

(Locke, 1976).

∙ 직무에 대한 호의적 

  평가를 통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감정은 

  일 열의와 관련됨

∙ 직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직무와 관련

  된 태도를 의미함

∙ 직무 만족은 

  직무 기대에 대한 욕구 

  충족과 관련된 감정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반면, 일 열의는 직무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 모두를 

  포함

∙ 직무 만족은 만족의 

  포화를 의미하지만, 

  일 열의는 열정의 

  활성화 상태를 의미함

∙ 직무에 만족한다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 에너지를 

  투입 하는 것이 아님

직무 몰입

(job

involvement)

직무가 개인과 그의 

정체성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도 (Lawler & 

Hall, 1970)

∙ 직무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의 정도, 직무 

  적응 등 직무와 관련된 

  태도를 의미함

∙ 시간의 양적 투입 

  증가에 따라 직무 몰입

  이 증가함

∙ 직무 몰입은 자신과 

  직무가 인지적으로 

  결합된 이미지와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고, 

  일 열의는 직무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 모두를 포함

∙ 일 열의를 직무 몰입의

  선행 요인으로 

  보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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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일 열의와 공통점 일 열의와 차이점

몰입

(flow)

직원이 행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느낌으로 

정의되며, 자신과 환경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Csikszentmihalyi, 

1975).

∙ 자기 몰입 

  (self-employment)의  

  개념이 유사함

∙ 업무 상황에서 다양한 

  기술 및 도전적 과업을 

  수행, 성취할 때 경험함

∙ 일 열의의 

  몰두(absorption)와 

  유사함

∙ 일 열의는 

  직무 수행에서 

  일어나는 상태로, 

  일에 집중하지만 

  자신의 행동을 

  인지할 수 있는 반면, 

  몰입은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함

직무 열의

(job 

enagagement)

직무 수행을 위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의 

에너지(Kahn, 1990)

∙ 직무 요구-자원 모형에 

  근거하고 있음

∙ 직무 수행을 위한 

  심리적 의미감, 안전감, 

  유능감 등의 차원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음

∙ 직무 열의는 행동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직무 수행을 위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의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직원 열의

(employee

engagement)

조직의 바람직한 

결과물에 대한 직원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상태 (Shuck & Wollard, 

2010)

∙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상태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특징

∙ 직무 요구-자원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바람직한 결과물,  

  결과 지향적으로 

  바람직한 성과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의 의지에 초점

∙ 하위요인으로 

  인지적 열의, 

  정서적 열의, 

  행동적 열의를 구분함

일 중독

(workaholism)

끊임없이 일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강박관념 혹은 

통제할 수 없는 

욕구(Oates, 1971)

∙ 일 열의가 높은 

  직원이나 일 중독자 

  모두 열심히 일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함

∙ 과도한 직무 몰입으로

  일에 대한 강박관념과 

  낮은 향유감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직원 개인 

  및 조직에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음

조직 몰입

(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직의 목적과 가치관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려는 신념 및 

동일시의 정도, 조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발휘하는 의지와 애착, 

조직에 계속 남아 

있으려는 강한 욕구

(Mowday, Porter, & 

Steers, 1982)

∙ 직원의 직무 태도를 

  형성하며 작업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조직몰입은 조직과의 

  관계를 기초로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하며,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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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지영. (2020), 박노윤. (2011), 오아라. (2013), 이인호. (2021), Rich, Lepine, & Cawford (2010), 
Maslach & Leiter(1997)의 연구를 종합하여 재구성.

다. 일 열의 관련 이론 

1) 직무 요구-자원 모형

직무 요구-자원 모형은 직원들이 자원의 획득보다는 손실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하

게 반응하며 이러한 결과 직무 소진이 유발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오아라, 

2013). 해당 모형에 따르면, 직무 자원과 직무 요구는 정서적 소진과 높은 관련성을 

나타낸다(Lee & Ashforth, 1996). 

[그림 Ⅱ-1] 소진에 대한 직무 요구-자원 모형

자료: Demerouti, E., Bakker, A. B., Nachreiner, F., & Schaufeli, W. B. (2001).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of burnou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3), 499-512. p. 502.

구분 정의 일 열의와 공통점 일 열의와 차이점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

과제 또는 일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즐거움이나 만족을 

경험하기 위해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내면적인 욕구 (Deci & 

Ryan, 1985). 

∙ 일 자체가 주는 

  만족이나 즐거움으로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게 한다는 

  점에서 일 열의와 

  유사함

∙ 내재적 동기는 행위 

  과정을 지배하며, 

  자율성과 유능감을 

  통해 일 자체에 대한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일에 대한 동기 

  그 자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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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직무 요구-자원 모형은 Demerouti, Bakker, Nachreiner와 

Schaufeli(2001)가 휴먼 서비스업, 제조업 및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

로 소진의 선행요인을 검정하면서 구조화하였다(이인호, 2021). 이들은 과도한 직무 

요구가 직원을 고갈 상태에 이르게 만들고 있으며, 부족한 직무 자원은 비열의 수준

을 예측하게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또한, 이들의 논의는 고갈과 비열의가 

동시에 나타날 때 소진의 상태로 이어진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림 Ⅱ-2] 직무 요구-자원 모형

자료: Schaufeli, W. B., & Bakker, A. B. (2004).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burnout and engagement: A multi‐sample stud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5(3), 293-315. 
p.297.

수정된 Schaufeli와 Bakker(2004)의 모형에서는 소진 이외에 열의를 모형에 포함

시키고, 이들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직무 요구와 직무 자원을 범주화하여 설명하

였다. 이 모형에서 직무 요구는 직원에게 신체적, 사회적, 조직적 측면에서 지속적으

로 요구되어지는 요소로써, 업무 과부하, 시간 압박, 역할 모호성, 그리고 물리적으로 

위협적인 환경 등을 의미한다. 직무 요구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 직

원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고갈하게 하며, 에너지와 고갈의 증가는 직원을 소진시키

고 건강에 장애를 일으키도록 한다. 반면, 직무 자원은 직원의 성장과 학습,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동기 부여하도록 하고, 열의를 이끄는 과정으로 직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 의사 결정 참여, 과업 다양성, 피드백 등의 요소등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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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일 열의에 대한 직무 요구-자원 모형

자료: Bakker, A. B., & Demerouti, E. (2008). Towards a model of work engagement.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3(3), 209-223. p.218.

 Bakker와 Demerouti(2008)은 직무 요구-자원 모형에서 일 열의의 예측 변인을 

직무 자원과 개인 자원으로 나누어 일 열의에 관한 종합 모델(overall model of 

work engagement)을 추가적으로 고안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직무 

소진에 대한 반대 척도로서 일 열의를 구조적으로 다루었던것에 반해, 일 열의 자체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조화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당 연구에 따

르면, 직무 자원과 개인 자원은 독립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하여 일 열의를 예측하고, 

일 열의는 직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좋은 성과를 내는 직원은 스

스로가 자원을 만들고 열의를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의 순환(positive gain 

spiral)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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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일 열의와 전략적/직원 참여적 접근을 통합한 직무 요구-자원 모형

자료: Bakker, A. B. (2017). Strategic and proactive approaches to work engagement. Organizational 
Dynamics, 46(2), 67-75. p. 68

이후 제시된 직무 요구-자원의 확장 모형(Bakker, 2017; Bakker & Demerouti, 

2017)은 개인 자원이 직무 자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직원 

참여적인 접근과 조직에서 제시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일 열의가 다시 직무 자원으로 

순환되는 과정에 인터벤션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Bakker(2017)는 일 

열의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인 조직 접근으로 직원의 성과 및 개발에 대한 목표를 제

시하도록 하고(setting performance and development goals), 직원들에게 지속적

으로 피드백과 수행에 대한 인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며(providing ongoing feedback 

and recognition), 직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managing employee 

development), 효과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며(conducting appraisals), 궁극적으로 조

직에서 신뢰의 분위기와 임파워먼트 문화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creating a 

climate of trust and empowerment)고 제시하였다. 

Bakker(2017)의 직무 요구-자원 모형에서는 직원의 개발과 관련한 인터벤션을 

개인 수준의 자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직무 수준의 자원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해당 모형에서는 개인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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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인 직원 개발과 직무 수준의 자원인 조직 신뢰 분위기의 형성이 순환될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이며,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직원에게 

성과 및 개발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피드백하며, 평가하는 내용이 직무 자원과 개

인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관리적 인터벤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일 열의에 대한 이론들은 일에 열의를 가지는 과정과 일에 열의를 가

지지 않는 상태 또는 소진의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일에 열의를 가진 사람들이 어떠

한 특징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직무 요구-자원 모형에서는 직무 자원

이 일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직무 요구가 소진의 상태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개념화되어 일 열의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라. 일 열의의 측정 

일 열의에 대한 측정은 행동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Rich, Lepine와  

Crawford(2010)이 개발한 측정 도구와 Schaufeli, Bakker와 Salanova(2006)이 

태도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개발한 도구로 구분할 수 있다.

Rich, Lepine와 Crawford(2010)은 Kahn(1990)이 제시한 행동적 접근법에 기반

하여, 개인이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에너지를 그들의 업무에 투입하는 정도를 평가

하는 18개 문항의 도구를 제시하였다. 이 도구의 경우 문항은 신체적 열의에 대해 

“나는 내 일에 많은 에너지를 들인다”, “나는 내 일을 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다”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적 열의는 “직장에서 나는 내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직장에서 나는 내 일에 집중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정서적 열의는 “나는 내 일에 열정적이다”, “나는 내 직업이 자랑스럽다” 등

으로 측정된다. 그러나, 이 도구들의 항목들은 대부분 긍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

에 기반하여 있어 명확화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인호, 2021). 또한, 태도

적 접근법에 비해 행동적 접근법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 역시 한계로 

손꼽히고 있다.

태도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개발된 일 열의의 도구는 Schaufeli와 동료들(2002)이 

개발하고 Schaufeli, Bakker와 Salanova(2006)이 축약한 도구인 Urech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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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ment Scale(UWES)이다. UWES-17은 Schaufeli와 동료들(2002)이 24개 

문항으로 개발했다가, 평가 후 신뢰도가 낮은 7개 문항을 삭제하고 17개 문항으로 

타당화한 도구이다. 각 문항은 활력 6개 문항, 전념 5개 문항, 몰두 6개 문항을 포함

하고 있다. 이후, Schaufeli, Bakker와 Salanova(2006)이 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축약하여 UWES-17을 각 하위 변인별로 3개씩의 문항으로 타당화하였다

(UWES-9). UWES-9과 UWES-17은 80%이상의 상관관계를 가진다(Schaufeli, 

Bakker, & Salanova, 2006). 이 도구의 경우 활력은 “나는 일할 때 강하고 활력

이 넘친다”, “나는 회사에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념은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나는 내 일에 대해 열정적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몰두는 “나는 열심히 일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일할 때 

나는 열중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다수의 연구에서 UWES-17 또

는 UWES-9을 활용하고 있다(권욱, 2018; 김면식, 2015; 김정숙, 2016; 백수진, 

2016; 오아라, 2013; 이인호, 2021; 장수중, 2018; 임소현, 2019). 국내의 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일 열의의 측정 도구로도 UWES-9, UWES-17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윤소겸, 2021). 또한, 다른 도구에 비해 일 열

의를 측정 하는데 있어 UWES-17과 함께 가장 안정적인 효과 크기를 보이고 있다

(윤소겸, 2021). 

마.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헌 연구 및 메타 분석 결과가 

존재한다(박노윤, 2011; 이지우, 2010; Crawford, Lepine, & Rich, 2010; 

Lesener, Gusy, Jochmann, & Wolter, 2020; Lesener, Gusy, & Wolter 2019; 

Oluwatayo & Adetoro, 2020). 

국내에서 연구된 일 열의의 문헌 연구에서, 박노윤(2011)은 직원들에게 심리적 의

미를 제공할 수 있는 내재적/외재적 직무 환경, 리더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 목표 

지향성이 일 열의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 하였다. 또한, 이지우(2010)는 직무 자원, 

직무 요구, 개인 특성에 따른 일 열의의 연구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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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자원의 요인으로 자율적이고 명확한 역할이 제시

되는 직무 구조, 사회적 지원, 경력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직무나 조직과의 긍정

적인 관계, 리더십,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보상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이지우

(2010)의 연구에서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요구의 요인은 업무 과부하, 시간

의 압박, 고용 불안정성 등이 제시된 바 있으며, 개인 특성으로는 성격적인 요인이 

제시되었다.

학술적으로 문헌 연구에 나타난 일 열의의 영향 요인 이외에, 세계적인 리서치 그

룹 Gallup의 보고서에 따르면(Harter, 2021),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확산 

이후 비대면 근무가 이루어지는 일터 현장에서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과 피드

백의 경험(experience)이 일 열의를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리

더가 의미있는 피드백을 수시로 제시하고, 직원들이 피드백을 유용하다고 인식한 경

우 비대면 상황에서도 일 열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luwatayo와 

Adetoro(2020)는 조직 수준에서의 인적 자원 관행, 즉 평가 제도와 상사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업무에서의 헌신과 몰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일 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Nielsen과 동료들의 연구(2017)와 Lesener와 동료들의 연구(2020)는 그

룹 수준(group level)의 자원인 대인 관계, 정보 교환, 상호 존중, 신뢰, 사회적 지지

가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리더 수준(leader level)의 자원인 

직원-리더 간의 상호 작용, 리더-멤버 교환(LMX)의 질, 리더의 지원이 직원의 일 

열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그리고 조직 수준(organizational 

level)의 경력 개발 기회도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Crawford, 

Lepine와 Rich(2010)은 일 열의에 대한 메타 분석을 통해 조직에서 평가에 대한 피

드백과 보상 및 인정, 경력 개발 기회, 사회적 지지가 직무 자원의 요인으로 일 열의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또한, Lesener, Gusy와 

Wolter(2019)는 동기 부여 프로세스에 따라 직무 자원에 대한 인식이 일 열의로 이

어진다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국내 기업 직원들의 일 열의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메타 연구(윤소

겸, 2021)에서 일 열의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 차원에서는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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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직무 차원에서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잡 크래프팅, 학습과 조직개발, 조직 

지원 인식, 상사와 동료의 지원 등이 일 열의에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특히, 조직 수준에서는 조직 공정성, 피드백, 조직 신뢰, 심리적 계약 이행,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개발, 경력 개발, 학습 조직 등이 일 열의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이 연구에서 주된 관심 대상으로 두고 있는 변인인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 경력 개발 지원 등이 일 열의와 긍정적인 관

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추정하게 한다. 

<표 Ⅱ-10>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주요 선행요인

직무자원

<직무나 조직과의 관계>

개인-직무 적합성, 개인-조직 적합성, 일 관련 목표, 가치 일치(value fit)

자원 가용성(availability), 경력 계획, 잡크래프팅

<직무 특성>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직무 자율성, 피드백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기 효능감, 조직 기반 자기존중

<사회적 지원>

안정감(safety), 조직지원인식, 상사와 동료의 지원

<리더십>

감성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긍정 리더십,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 

변혁적 리더십, 변화 지향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영성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 진성 리더십, 코칭 리더십 

<학습과 개발>

경력 개발, 인적 자원 개발, 학습 조직

<조직 문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 다양성 풍토, 발전 문화, 시장 지향 문화, 

심리적 계약 이행, 심리적 안전감, 위계적 조직 문화, 융통적 조직 문화, 

조직 공정성, 조직 신뢰,지지 문화, 합의 문화, 혁신 문화, 협업 문화

<시스템>

IT 인프라 관리 역량, 인적 자원 관리, 직무 환경



자료: 박노윤(2011), 이지우. (2010),  윤소겸(2021)의 연구를 연구자가 종합하여 제시 

구분 주요 선행요인

<보상>

인정(recognition), 보상(reward)

직무 요구

<방해적인 요구>

업무 과부하, 시간 압박(time demand), 일-가정 갈등, 가정목표와 일 목표의 

관계, 고용 불안정성, 고객의 무례한 행동, 정서 표현 규칙, 방해적 스트레서, 

조직 스트레서, 사회적 스트레서,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상사의 심리적 계약 

위반, 상사에 대한 정서노동(내면 행동), 상사에 대한 정서 노동(표면행동), 

역할 갈등, 직무 스트레스, 충격 경험

<도전적인 요구>

도전성 스트레서, 업무 양적 과부하, 업무 질적 과부하 

개인 특성

<기질, 특성> 

신경증 (neuroticism), 외향성 (extroversion), 성실성 (conscientiousness)

친화성 (agreeableness), 경쟁심 (competitiveness), 이동성(mobility: 자극의 

변화에 대해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 A형 성격, 낙관주의, 긍정 심리 자

본, 주도적 성격, 성장 욕구, 성취 욕구, 인정 욕구

<지식, 스킬>

경력 적응성, 자기 주도 학습, 정서 조절, 직무 역량(개인 역량, 관계 역량, 전

산시스템 활용 능력), 일-가정 균형

<가치, 태도>

심리적 임파워먼트, 직업 가치, 일의 의미, 주관적 경력 성공, 

조직 기반 자긍심, 직무 만족, 심리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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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 및 경력 개발 지원

가. 인사 평가 경험

1) 인사 평가 경험의 개념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직원 경험은 조직에 대한 직원의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Morgan, 2017). 경험의 개념 자체가 만족에 대한 수준 또는 인식에 대한 수준으로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비조직화되어 나타나는 반응의 총체라는 점에서

(이승현, 이영애, 2021), 직원 경험은 조직에서 만족과 불만족, 인식, 흥미, 놀라움, 

호기심 등 다양한 형태의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McLeod & TetzLaff, 2016). 

IBM(2017)에 따르면, 직원 경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소속감과 개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목적, 성취, 행복, 활력 등의 요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

의 직원 경험과 낮은 수준의 직원 경험은 직원들이 조직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브랜딩(employer branding)에 영향을 줄 수 있다(Mascarenhas, 

2019), 따라서 ,직원 경험은 직원의 조직에 대한 만족이나 인식과는 다르게 측정되

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Morgan, 2017).

일터에서 긍정적 경험을 한 직원은 소비자에게 긍정적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

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은 소비자 경험 설계 뿐만 아니라 직원 경험 설계를 통해 

직무 수행의 열의를 이끌어내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Morgan, 2017). 핵

심 인재를 보유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어가는 현재의 흐름을 고려할때, 일터 

환경에서 직원들이 겪는 다양한 경험들은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직원의 

유지(retention)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McLeod & TetzLaff, 2016). 직원 경험

은 직원을 회사의 인적 자원(human resource)의 관점에서 생산성을 창출하는 자원

으로 효과적, 효율적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회사의 브랜드와 이

미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파트너로 정의하고, 이들의 경험을 분석해서 브랜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다(Deloitte, 2017; IBM, 2016; Whitter, 2019; 

Yohn, 2016). 직원의 긍정적인 일터 경험은 회사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

록 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더 나은 가치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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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2017; IBM, 2016; McLeod & TetzLaff, 2016; Morgan, 2017; 

Whitter, 2019; Yohn, 2016).

직원 경험에 대한 탐구는 학계보다 실무를 중심으로 한 현장에서 활발하게 정의되

고 있다. Morgan(2017)은 실무 현장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험이라

는 프레임워크 내에서 직원 경험과 소비자 경험의 이론적 연계를 제시한 바 있다. 또

한, 주요 컨설팅 회사에서는 직원과 회사가 각자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충족해가는 과

정에서 겪는 상호작용과 이에 대한 맥락적인 태도 형성 과정에서 직원 경험이 형성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들 컨설팅 회사는 HR의 관점에서 직원 경험을 세분

화하여 경험 여정(journey)으로 분석하고, 직원이 입사하면서 퇴사할때까지 직원을 

조직에 유지(retention)하도록 내부에서 마케팅(internal marketing)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제언하고 있다(Deloitte, 2017; 

Gallup, 2018; IBM, 2016; Dhingra, Emmett, & Samadani, 2018; Whitter, 

2019).

최근 인사 평가에 대한 불만족으로 직원들의 조직 내 저항이 이슈화 되면서, 인사 

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직원들에게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직원들이 어떻게 인사 평가 

결과를 수용하도록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부각되고 있다(안옥희, 2021). 조직에서 

인사 평가는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직원들의 평가에 대한 불만족과 저항은 

인사 평가가 성과를 개선시킬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Graber, Breisch, & Breisch, 1995). 따라서 직원을 평가에 참여하는 피평가자와 

평가자로만 바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욕구와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평가 시

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송지은, 이찬, 2020; 한태영, 

2010; 한태영, 2015; Denisi & Murphy, 2017). 

직원의 인사 평가 경험에 대해서 주목하는 학자들(송지은, 이찬, 2020; 한태영, 

2015; Brown, Hyatt, & Benson, 2010; Keeping & Levy, 2000; Schleicher et 

al, 2018)은 직원들이 인사 평가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지에 따라 수행 

동기와 직무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직원 경험이 직원들이 조직

과 상호작용하면서 맥락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 경험은 직원이 조직에 대해 적

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참여하고, 경험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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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an, 2017),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직원의 인사 평가 경험은 직원을 수동적인 

평가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평가 참여자로서 인사 평가의 공정성

이나 정확성, 유용성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특징적이

다(송지은, 이찬, 2020). 한태영(2015)과 송지은, 이찬(2020)은 피평가자인 직원이 

인사 평가 과정을 회기하면서 형성하게 되는 인사 평가에 대한 태도(attitude), 즉 

인사 평가에 대한 인식의 총체를 인사 평가 경험이라고 제시하였다. 

평가에 참여하는 직원의 인사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은 직무 수행의 동기부여

를 일으키며, 직무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Brown, Hyatt, & Benson, 

2010; Schleicher et al, 2018). Gallup(2018)은 직원 경험 여정(employee 

experience journey)이라는 개념을 통해 직원들이 몰입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 

자체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제시하였

다. 또한, 해당 보고에서는 직원들이 경험하는 인사 평가 과정이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경우 직무 성과에 대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직원의 

인사 평가 경험이 직무 만족, 조직 몰입, 그리고 이직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이와 같은 논의를 뒷받침한다(Brown, Hyatt, & Benson, 2010). 

송지은, 이찬(2020)의 연구에서는 인사 평가 경험이 직무 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고하기도 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인사 평가 경험을 경

험 이론과 공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 평가 경험을 

직원이 평가를 경험하면서 회사의 평가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이상적인 사항과 실제 

평가 제도의 사이에서 형성하는 회사의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송지은, 이찬, 2020). 이는 기존에 평가 제도에 대한 수용의 태도(acceptance or 

acceptability)와 인사 평가 경험이 다른 개념으로 해석된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평가에 대한 수용의 경우, 평가에 대해 순응(compliance)하는 것을 포함한 개념으로

써 규범을 따르는 행동과 태도를 의미한다(Duncan, 1981). Simon(1976)은 직원이 

조직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이에 순응하는 것이 수용의 영역(zone of accempance)

이라고 제시하면서 수용성을 넓히는 것은 조직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인사 평가에 대해 피평가자의 관점의 연구는 주로 평가 수용성(per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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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appraisal)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Cardy & Dobbins, 1994; 

Cawley, Keeping & Levy, 1998; Culbertson, Henning, & Payne, 2013; 

Farndale, & Kelliher, 2013; Keeping & Levy, 2000). 이들 선행연구는 평가 수

용성에 대해 공정성, 유용성, 정확성 등을 하위 요소로 고찰하면서, 수용성의 결과로 

평가 만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조직 공정성 이론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 근거하고 있다(이수호, 한태영, 2008; 

Denisi & Murphy, 2017; Gilliland & Langdon, 1998). 

반면, 인사 평가 경험은 평가에 대해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피평가자인 직원이 

주체가 되어 조직의 평가에 대한 조건/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송지은, 이찬, 2020), 평가에 대한 순응이나 수용과는 차별화된다. 평가에 대해 수

용하고 순응하는 것은 조직에서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를 결정하는 방향에 따라 일

치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상희, 2014). 그러나 인사 평가 경험은 인사 평가

의 품질을 평가(the quality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experience)하게 됨으

로써 발생한다(한태영, 2010; Brown, Hyatt, & Nenson, 2010). 따라서 인사 평가 

경험은 평가가 성과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평가가 피평가자에게 유용하게 

작용하는지,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직원이 피평가자의 관점에서 

경험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사 평가 경험은 조직의 공정성 인식과도 차별화된다. 조직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이외에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구분되며, 상호작용 

공정성은 상사로부터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임은영, 이선규, 2018; Blodgett, Hill, & Tax, 1997; Greenberg, 1990). 그러나 

인사 평가 경험은 공정성 이외에 평가에 대한 정확성이나 유용성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며(송지은, 이찬, 2020), 인사 평가에 대한 태도는 여러 가지 

태도 준거를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Keeping & Levy, 2000)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논의에 근거할 때 인사 평가 경험은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사 평가 경험은 조직 신뢰와도 차별화된다. 인사 평가 경험은 직원이 평가

과정을 경험하면서 평가 참여자로서 능동적으로 인사 평가의 공정성이나 정확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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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등에 대해 판단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조직 신뢰는 조직 공정성 인식을 

기반으로 조직의 시스템이 직원들의 헌신을 인지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Culbert & McDonough, 1986). 또한, 조직 신뢰는 직원들이 신뢰를 기반으로 위

험을 감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사 평가의 경험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Mayer, 

Davis, & Schoorman, 1995).

국내에서는 한태영(2010)과 한태영(2015)의 연구에서 피평가자인 직원이 인식한 

인사 평가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에 대한 정확성, 평가의 유용성, 평가 제반 과정의 

만족(회기 만족), 평가 제도에 대한 만족, 평가 절차 공정성, 평가 분배 공정성 등 6

가지의 요소로 나누어 고찰한 바 있으며, 송지은, 이찬(2020)의 연구에서 해당 요소

가 직원의 인사 평가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먼저, 평가의 정확성은 평가의 목적과 상황에 적합하게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피

평가자의 수행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며(이헌욱, 이영면, 

2014), 인사 평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전제에 해당한

다(Cardy & Dobbins, 1994). 

평가의 유용성은 피평가자가 인사 평가 제도와 평가자로부터의 피드백이 스스로에

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한태영, 2010). 인사 평가의 수행을 위

해서는 평가 결과가 인적 자원 관리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피평가자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이헌욱, 이영면, 2014). 평가가 유용하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경우, 사람들은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스스로가 적합한 대우를 받

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어 인사 평가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박지성, 김승희, 류성민, 2016). 

평가의 공정성은 피평가자가 평가 과정에서 타인과 교류하면서 평가 과정이 일관

되며 예측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한태영, 2010). 인사 평가가 직원

의 보상과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직원들은 공정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

고 있으며(Smither, 1998), 직원들이 느끼는 공정성은 다른 요인에 비해 인사 평가

에 대한 인식 전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태영, 2015). 이에 따라, 

Gilliland와 Langdon(1998)은 피평가자가 평가 절차가 공정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



- 45 -

록 평가 절차가 설계되어야 하며, 평가 절차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인사 평가 

경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Folger, 

Konovsky와 Cropanzano(1992), Greenberg(1990)는 결과(what)가 공정한가에 

대한 분배적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과 결과가 결정되는데 사용된 수단이나 방

법(how)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으로 구분하여 제

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Latham, Almost, Mann과 Moore(2005)는 효과적인 인사관

리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절차 공정성, 분배 공정성 뿐만아니라 상호작용 공정

성(interactional justice)의 개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ohen-Charash와 Spector(2001)은 피평가자가 평가 과정에서 상사로부터 공정하

게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 조직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

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인사 평가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절차 공정성이나 상

호작용 공정성은 직원들의 평가 전반에 대한 인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Gilliland & Langdon, 1998). 

 

2) 인사 평가 경험 관련 이론 

직원들의 인사 평가 경험은 공정성 이론(Adams, 1965), 기대 이론(Vroom, 

1964), 업적-만족 모형(Porter & Lawler, 1968), 목표 설정 이론(Locke, 1968) 

등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한 것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이론을 근거로 분석할 

수 있다.

공정성 이론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주고받는 교환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을 때, 교환에서의 공정성(fairness)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이론이다(Adams, 1965). 조직 관점에서의 공정성 이론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력, 경력, 지식, 기술, 직무 수행을 위해 들이는 노력을 투입(input)

으로 제시하고, 직원들이 수행의 결과로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느끼는 칭찬, 성취감, 

동료와의 관계, 조직 보상 등을 산출(outcomes)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Adams(1965)는 직원들이 자신의 투입과 산출을 타인의 투입과 산출에 비교하여 비

슷하다고 인지할 경우 공정한 상태라고 느껴서 만족하지만, 차이가 있다고 느낄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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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inequity)하다고 인지하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제시하였다. 

인사 평가에서 불공정성에 대한 지각은 불쾌함을 느끼도록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을 동기화(motivate)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Greenberg, 1990). 가

장 일반적인 형태의 불공정은 과소 지급(underpayment)이다(Jex & Britt, 2017). 

과소 지급은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이 비교 대상보다 나쁘다고 지각되었을 때 나타나

며, Adams(1965)는 직원이 과소 지급 받는다고 느꼈을 때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공정성 이론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조직 공정성 이론(organizational justice)으로 

발전 되었다(Folger & Cropanzano, 1998). 조직 공정성이란 조직 내에서 실시되는 

제도나 의사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직원의 지각을 의미한다(Folger & Cronpanzano, 

1998). 조직 공정성 이론에서는 자신이 받은 산출 결과에 대한 공정성 지각을 분배 

공정성, 산출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공정성 지각을 절차 공정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Folger & Cropanzano, 1998). Bies와 Moag(1986)는 상호작용 공정성이라는 개

념을 통해 절차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상사로부터 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느껴졌

는지에 대한 인식이 공정성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상호작용 공정성의 개념에 근

거하면, 상사가 평가 면담 과정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누락하거나, 

자신이 상사로부터 무례하고 불쾌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 조직이 공

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Cohen-Charash, & Spector, 2001).

인사 평가는 직원의 보상과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해고나 징계 

등 개인의 조직 내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평가의 공정성이나 정

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Smither, 1998). 따라서, 인사 평가에 대해 

피평가자인 직원이 느끼는 공정성은 인사 평가에 대한 다른 지각 요소보다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한태영, 2015).

기대 이론은 직원들이 행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인다는 이론이다(Vroom, 1964). 기대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은 노력을 

기울이면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 특정 행동이 성과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스스로에게 가치가 

있을 때 직원들이 자신의 행동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이들 중 하나라도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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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행동을 실행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Vroom, 1964).

기대 이론에서는 수행(performance)이 결과적으로 성과(outcome)를 가져올 것이

라는 기대를 도구성(instrumentality)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성과에 대해 

각기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유인가(valence)라고 한다(Vroom, 1964). 조직에

서 수행의 성과에 따라 차등화된 보상을 제시하는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수행과 보

상간에 높은 도구성을 지각하게 된다. 또한, 사람들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성취

감이나 칭찬, 인정 등을 유인가로 인식할 수도 있다. 기대 이론에 근거한다면, 사람들

은 인사 평가에 있어서 본인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평가의 결과가 기

대만큼의 도구성과 유인가에 못미칠 경우 기대에 불만족하는 상태로서 동기부여되지 

않는다. 

특히, 인사 평가 결과에 대해 피평가자는 스스로의 책임을 생각하기 보다는 외부 

요인인 평가 제도나 평가자에게 결과의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도구성이나 유인가를 

낮추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인사 평가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노력을 통해 

일정한 수행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기대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의 과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성과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수행 수준의 달성이 보상과 연계

될 수 있도록 인사 평가와 조직 보상의 유기적인 설계도 매우 중요하다. 

Porter와 Lawler(1968)는 Vroom이 제시한 기대이론(Vroom, 1964)에 기반하여 

노력에 따른 보상 만족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의 성과 수준에 대한 인식(some 

desired amount)과 실제 성과(what there actually is)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직원들의 직무 수행 태도와 보상, 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업

적 만족 모형으로 구체화 되었다(Porter & Lawler, 1968). 업적 만족 모형에 따르

면, 직원들은 노력에 의한 보상을 지각할 때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기 때문에, 조직에

서는 노력 → 성과 → 보상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은 

성과에 따른 만족을 이끌어내고 노력에 따른 보상의 가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요

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무에 대한 만족은 직무 수행의 노력과 내, 외재적 보상에 

대한 인식,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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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Porter & Lawler의 업적 만족 모형

자료: Porter & Layler (1968). Managerial Attitudes and Performance. Homewood, Irwin-Doresey. p. 165.

목표 설정 이론은 조직에서 목표가 어떻게 행동을 이끄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Locke, 1968). Locke(1968)는 목표가 특정 방향으로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 방향

으로 노력하게 하며, 달성될 때까지 과제 수행을 지속하도록 만들고, 과제 수행에 필

요한 기술이나 전략을 개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동기적인 가치가 있다고 제시하였

다.

목표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목표의 난이도, 목표의 수용, 목표의 구체성, 피

드백의 중요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Locke & Latham, 2002). 목표의 난이도

(goal difficulty)는 더 높은 난이도의 목표가 더 쉬운 목표보다 동기 부여와 수행에 

몰입하도록 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Locke & Latham, 2002). 또한, 목표가 동

기 부여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목표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정도로 구

체화 되어야하며 직원들이 목표를 수용(goal acceptance)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Latham & Locke, 1991). Jex와 Britt(2017)은 목표 설정 과정에 직원들을 직접 

참여하게 하는것도 중요한 인터벤션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수행 과정에서의 

피드백은 직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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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진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Latham & Locke, 1991).

목표 설정 이론에 근거하여 인사 평가 경험을 고려한다면, 인사 평가의 기준이 되

는 수행의 목표를 직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해 평가받고 있는지, 피드백이 

직원들에게 유용하게 작용함으로써 직원들을 동기 부여하도록 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정된 목표의 난이도가 적정한지,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피평가자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

항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소통해야 하며, 목표의 달성 정도를 기반으로 평가받았다

고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또한, 인사 평

가의 피드백은 직원들을 동기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한

다.

3) 인사 평가 경험의 측정

Keeping과 Levy(2000)의 연구와 한태영(2010/2015)의 연구에서는 직원의 인사 

평가에 대한 인식을 하나의 틀로 종합하여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인사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한 내용이 

많지 않고, 연구자마자 인사 평가 경험을 다르게 정의하고 측정함으로써 일관된 결과

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사 평가 경험 측정 도구들의 타당화 검증작업이 

부족했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eeping과 Levy(2000)는 인사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를 

종합하여 공정성 인식, 유용성 인식, 평가 만족, 그리고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으

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평가 만족을 평가 과

정의 만족과 평가 제도의 만족으로 나누어 각각 3개 문항의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은 8개 문항의 7점 척도로 측정하고, 평가의 절차 

공정성은 4개 문항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Keeping과 Levy(2000)의 도

구는 각기 다른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국내의 평가 상황과 해외의 평가 

상황이 다르다는 정서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한태영(2010)은 Keeping과 Levy(2000)의 도구를 참고하여 피평가자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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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평가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한태영(2010)의 

도구는 5점 척도의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정확성, 평가 유용성, 회기 

만족(평가 과정 만족), 평가 제도 만족, 절차 공정성, 분배 공정성 등 6개의 요인으

로 구분되어 측정하고 있다. 해당 도구는 한태영(2015)와 송지은, 이찬(2020)을 통

해 타당화 되었다. 

그러나, Thurston과 McNall(2010)은 Keeping과 Levy(2000)의 도구에서 측정

하고 있는 평가 과정 만족이나 평가 제도 만족이 결국 평가에 대한 인식의 결과적인 

측면이며, 평가에 대한 만족이 평가의 유용성이나 절차 공정성, 분배 공정성, 상호작

용 공정성 등과 구분되기 어렵다고 비판하였다. Memon과 동료들(2019)은 평가에 

대한 만족이 평가 정확성과 인사 평가 공정성을 포함하는 평가 경험 인식의 총체라

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한편, 기존의 피평가자의 평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Keeping & Levy, 

2000; 한태영, 2015)는 조직 공정성 연구에서 제시한 절차 공정성과 분배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의 요소((Bies & Moag; 1986; Cohen-Charash, & Spector, 

2001; Gilliland & Langdon, 1998; Moorman, 1991)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한태영(2010)은 파일럿 연구 과정에서 상호작용 공정성이 독립 요인으로 

구별되지 않고 분배 공정성과 같은 요인으로 분리되었다고 제시한 바 있다, 

평가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강여진, 장지원(2005)과 남승하(2013)가 분배 공정

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을 나누어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Moorman 

(1991)과 McFarlin과 Sweeney(1992)가 측정한 공정성의 문항을 번안하여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강여진, 장지원(2005)의 도구는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

용 공정성을 각각 5개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남승하(2013)는 이를 축소하여 분

배 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을 각각 3개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외에, 박지성, 김승희, 류성민(2016)는 인사 평가에 대한 정확성, 유용성 인식과 

평가 공정성의 인식이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인사 평가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평가 정확성은 Mayer와 

Davis(1999)가 제시한 8개 문항으로, 평가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은 Kuvaa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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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시한 10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평가의 분배 공정성 인식은 Colquitt(2001)

가 제시한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나. 조직 보상

1) 조직 보상의 개념

조직에서의 보상은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수행에 활기를 불어넣고, 노동 시장에서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유인이라고 할 수 있다(Noe, 

Hollenbeck, Gerhart, & Wright, 2020). 조직에서의 경제적 보상은 소득의 원천이

며, 욕구 충족과 자아실현의 수단이 되는 경제적 대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강

명석, 전인오, 2013). 

조직 보상의 인식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광범위한 정의를 하고 있으나, 크게 조직 

보상을 유형적 보상과 무형적 보상으로 다루는 조직 심리학적 관점의 보상에 대한 

견해(Jex & Britt, 2017)와 조직에서의 보상 유형을 물질적 보상, 상징적 보상, 사

회적 보상으로 분류하는 연구(고종욱, 류철, 2009; 유영현, 2007; Mottaz, 1988), 

조직에서의 외재적 보상으로 정의한 연구(이종호, 안명숙, 2011; Ali & Ahmad, 

2017; Katz & Van Mannen, 1997)등으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조직 보상을 유형적 보상과 무형적 보상으로 나눈 연구(Jex & Britt,2017)

에서는 유형적 보상의 범위를 금전적 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형적 보상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포함하여 조직에서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물질적 보상에 해당한다. 반면, 

무형적 보상은 조직에서의 수행을 장려할 수 있는 인정(recognition)과 칭찬(praise)

을 포함한 개념으로, 포상(reward)과 결합하여 승진, 상패 수여 등을 통해 유형화 

되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다.

조직에서의 보상 유형을 물질적 보상, 상징적 보상, 사회적 보상으로 나눈 연구(고

종욱, 류철, 2009; 유영현, 2007; Mottaz, 1988)에서는 물질적 보상이 조직의 임금 

정책이나 승진등의 요소를 반영한 개념이라고 정의하였고, 상징적 보상이 직무 특성

에 기반하여 성취 욕구나 자율성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보상의 개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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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적 보상은 상사와 동료의 지원, 조직에서의 명예 등을 포함하

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종욱, 류철, 2009; 유영현, 2007; Mottaz, 1988). 

한편, 조직에서의 보상이 일반적으로 임금을 지칭해 왔다는 논의(유영현, 2007)와 

조직에서의 보상은 고용에 있어서 조직과 개인의 거래(transaction)라는 개념으로 정

의된다는 논의(Belcher, 1974)에 근거했을 때, 조직 보상은 조직의 외재적 보상으로 

한정되어 연구되기도 한다. Angle과 Perry(1981)의 연구와 Mottaz(1988)의 연구

에서는 직원들이 조직과 업무에 몰입하는데 있어 외재적 보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외재적 보상을 중심으로 조직 보상을 연구한 선행연구에

서는 임금과 복리후생, 승진 등의 요소를 조직 보상의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

종호, 안명숙, 2011; Ali & Ahmad, 2017; Katz & Van Mannen, 1997; Steyn, 

2010). Steyn(2010)은 외재적 보상을 현금성 보상인 임금 만족과 부가적인 복리후

생에 대한 만족, 일에서의 승진 기회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직원의 만족과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보상의 영향 요인으로 Price(2001)는 

승진 기회와 임금 만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임금 

만족과 승진 기회는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에 선행되는 조직 차원의 보상 요인이라

고 할 수 있다. Ali와 Ahmad(2017)는 이와 같은 분류에 근거하여, 조직 보상을 임

금과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 승진 기회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직무 만족에 영

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연구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 조직 보상은 임금 만족, 복리후생, 승진 기회 

등을 중심으로 한 외재적 보상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조직 보상 관련 이론

조직 보상이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환 이론과 기대 이론, 동기-위생 이론, 공정성 이론, 업적-만족 모형, 이직 인과 

모형 등을 분석하여 논의할 수 있다. 

사회적 교환 이론(Homans, 1958)에 따르면 직원들은 사회적 교환 관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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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의 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상호 교환의 규범에 따라 동기부여 되며, 

직무 수행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 조직에서 적극성을 가지려는 경향이 발견된다

(Armstrong-Stassen & Ursel, 2009; Arshadi, 2011; Wayne, Shore, & Liden, 

1997). 사회적 교환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여와 보상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사회적 교환이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Homans, 1958), 조직 보상에 대

한 만족은 본인이 수행한 기여에 대한 보상 만족이라고 논의할 수 있다(Memon, 

Salleh, & Baharom, 2017).

기대 이론(Vroom, 1964)에 따르면, 직원들은 목표와 성과를 달성했을 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식할 경우 보상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동기부여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보상은 조직 내에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기대 이론에서는 직무 만족의 요소로 임금 만족과 승진 기회에 대한 인식이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Vroom, 1964). 또한, 개인이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승진 기회를 가지고 지위를 상승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될 경우 조직이 

공헌을 인정해주고 개인의 성장 가능성에 관심을 가진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동기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종욱, 류철, 2009; 이재원, 2009).

Porter(1961)는 Vroom이 제시한 기대 이론(Vroom, 1964)에 기반하여 직원들의 

임금 만족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이 성과 수준에 따라 받기를 기대하는 임금과 실

제 임금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직원들의 직무 수행 태도와 

보상, 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분석의 틀인 업적 만족 이론으로 구체화 되었다

(Porter & Lawler, 1968). Porter와 Lawler(1968)에 따르면, 직원들은 노력에 의

한 보상을 지각할 때 성과를 창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노력 

→ 성과 → 보상의 체계가 구축될 수 있어야 한다. 고종욱과 류철의 연구(2009)에서

는 직원들의 업무 투입 노력이 조직 보상과 연계될 수 있을 때 개인이 스스로 보상

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reward values), 개인이 인식한 보상 가치는 일에 열

의를 가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조직 보상과 일 열의는 순환적 사고의 체계

를 가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동기-위생 이론(Herzberg, 1968)에 따르면 조직 보상은 위생 요인이며 위생 요

인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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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서는 이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조직 차원의 위생 요인으로써 임금 만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이 직무 수행에 만족할 수 없고 조직을 이탈하거나 일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손숙, 박순용, 2008). 또

한, 조직에서의 승진 기회는 개인이 조직으로부터 공헌을 인정받고 있다는 위생 요인

으로 분류될 수 있다(이재원, 2009). 특히, 승진 기회 인식이 낮을 경우 조직에서의 

성장 기회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여 직무 수행 자체에 대한 동기와 만족을 떨

어뜨린다는 연구(손숙, 박순용, 2008)는 위생 요인으로서 승진 기회 인식이 일 열의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정성 이론(Adams, 1965)에 따르면 스스로의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타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또는 같은 조직 내에 종사하는 종사자보다 나쁘다고 지각하여 보상

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스스로 직무 수행을 위해 투입하려는 노력을 줄이거나 

이직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람들은 현재의 임금 수준을 평가하려고 하

며, 비교 대상을 자신과 조직의 체계로 나누어 공정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

타난다(Dittrich & Carrell, 1979; Goodman & Friedman, 1971). 따라서, 조직에

서의 공정성 민감도는 임금 만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서

재현, 김영용, 2000). 또한, 개인은 조직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절차가 일관

되고 안정적이라고 인식할 때 공정성을 지각하게 되며(Brockner & Wiesenfeld, 

1996), 조직이 장기적으로 노력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할 것으로 확신하게 되어 일 

열의를 가질 수 있게 된다(이재원, 2009). 

마지막으로 Price(2001)가 제시한 이직 인과 모형에 따르면, 조직 보상 요인인 임

금 만족과 승진 기회에 대한 인식은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 조직의 잔류의도와 이직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금 만족이 일 열의를 통해 이직 의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Memon, Salleh, & Baharom, 2017)는 이와 같은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조직

에서 헌신과 승진 기회에 대한 인식이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메타 연

구(문동규, 2015)는 승진 기회에 대한 인식이 조직에서 일 열의와 이직 의도로 이어

지는데 큰 효과 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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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Price의 이직인과모형

자료: Price. (2001). Reflections on the determinants of voluntary turnover.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22(7), 600-624. p.610.

3) 조직 보상의 측정

이 연구에서는 조직 보상을 물질적 보상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고, 임금 만족과 

복리 후생, 승진 기회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임금 만족은 직무 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로 Weiss, Dawis와 England(1967)

가 개발한 MSQ(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rie)에 기술된 임금 만족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거나, 직무 태도에 대한 측정 도구로 Smith, Kredall과 Hulin(1969)가 

개발한 JDI(Job description index)가 오랜 시간 사용되었다(이광희, 1999). 이후, 

Heneman과 Schwab(1985)가 임금 만족을 중점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PSQ(Pay 

satisfaction questionnaie)를 개발하였으며, 현재까지 가장 다양한 연구에서 쓰이고 

있다(이용운, 2000). PSQ는 임금 수준에 대한 만족(pay level), 부가적인 복리후생 

(fringe benefits), 임금 인상(pay raise), 임금 구조 및 관리(pay structure and 

administration)에 대한 인식을 18개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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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용운(1995)은 Heneman과 Schwab(1985)이 개발한 PSQ를 국내 실

정에 맞게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임금 상승과 임금 구조 및 관리의 요인이 혼재되었

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한국 실정에 맞게 임금 만족의 측정을 임금 수준 만족, 복리후

생 만족, 임금 결정 과정 만족의 요인으로 재구성하여 KPSQ(Korea pay 

satisfaction questionnarie)를 발표하였다. KPSQ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나는 내 임금에 대체로 만족한다’, ‘내가 받는 복리후생의 금전적 가치는 

만족스럽다’, ‘우리 회사의 임금 인상에 사용되는 기준은 적절하다’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임금 만족과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로 Heneman & 

Schwab(1985)가 개발한 PSQ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PSQ는 이광희(1999)와 이

용운(2000)등이 번안하였으며, 최근까지도 장은혜, 이광희, 장은영, 윤병현(2018)와 

김원상, 김정민, 이상호(2021)등을 통해 타당화되었다. 특히, 장은혜 외(2018)의 연

구에서는 조직의 절차 공정성과 임금 만족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공정성과 임금 만

족이 유의한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PSQ의 문항은 “나는 

내가 집에 가지고 가는 임금 금액에 만족한다”,“나는 가장 최근의 임금 인상에 만

족한다”, “나는 내가 받는 복리후생의 금전적 가치에 만족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진 기회는 승진 기회에 대한 인식을 하위 요인으로 두고, 측정 변인으로 직무 만

족을 설정한 연구(Spector, 1997)나 승진 기회에 대한 인식의 결과 변인을 이직 의

도(Price, 1997)로 설정하여 제시한 도구를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승진 기회를 직무 만족의 하위 요인으로 보고 측정한 연구(손숙, 박순용, 

2008; 최은숙, 2014)에서는 Spector(1997)가 제시한 직무 만족도 조사 (Job 

Satisfaction Survey, JSS)에서 승진 기회에 대한 인식에 해당하는 일부 문항을 발

췌해서 활용하고 있다. 해당 문항은 총 4개 문항이며, “나는 내 업무에서 승진할 기

회가 너무 적다”, “나는 승진 기회에 만족한다”, “우리 회사에서는 자신의 업무

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승진 기회가 주어진다”, “다른 곳에서 승진하는 속도

만큼 이 회사에서도 승진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직무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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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동기-위생 요인을 측정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직무 특성

의 관점에서 승진 기회에 대한 인식을 분석 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손

숙, 박순용, 2008).

국내에서는 이직 의도 모형을 중심으로 Price(1997)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한 연

구가 가장 활발하다(고종욱, 류철, 2009; 김복일, 2006; 신문희, 2020; 이우경, 최

수일, 2011; 이재원, 2009; 이주형, 2012; 정효수, 2010; 정효수, 문형구, 최병권, 

2011; 조은정, 한태영, 송채수, 2018). 이 도구는 국내 조직에서도 만족할만한 신뢰

도를 보인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승진 기회를 측정하는데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재원, 2009). 또한, 이 도구는 승진에 대한 차별없는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신문희, 2020). 해당 도구는 총 4

개 문항이며 “우리 회사는 승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회사는 승진 기

회가 아주 많다”, “우리 회사에서는 내부 승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역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조직 신뢰

1) 조직 신뢰의 개념

조직 신뢰는 신뢰의 개념을 조직으로 확대하여 직원들과 조직이 상호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사나 동료에 대한 신뢰와 다르게 비인격적이고 조직의 제도

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다(양현교, 2009; Gilbert & Tang, 

1998). 조직 신뢰는 대인 관계에서의 신뢰보다는 거시적이지만, 본질적으로 신뢰의 

특성과 차별화되는 상이점은 없다(허남철, 2008). 따라서, 조직 신뢰에 대한 개념 역

시 조직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꺼이 직원들이 위험을 수용하려고 

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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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 조직 신뢰의 정의

조직 신뢰의 개념을 종합하면, 조직 신뢰는 직원들이 조직에 대해 가지는 확신을 

의미하며, 조직의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라고 정의할 수 있다(Gilbert & Tang, 

1998). 그리고 이러한 조직 신뢰는 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스스로에

게 미칠 수 있는 위험부담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Rosseau et 

al, 1998). 

조직 신뢰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사회적 교환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다. Homans(1958)의 사회적 교환이론은 사람들의 행동이 주관적인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회적 교환이론에서는 모든 관계를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교환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 상호간에 남는 것이 

있다는 판단이 있을때에 관계가 지속된다고 제시한다(박미정, 2002; 손규태, 김진모, 

2015; 홍대식, 1998). 조직 신뢰 역시 상호 교환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 역시 사회적인 교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직 신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기회적인 행동이나 거래 비용을 감소하

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직 신뢰는 조직의 관리를 더욱더 효율적이고 

학자 정의

Culbert & 

McDonough (1986)
조직 내 시스템이 직원들의 헌신을 인식할 것이라는 직원들의 믿음

Eisenberger, et al. 

(1986)

회사가 복지 등을 제공하는것에 대하여 직원들이 사회적 교환이론에 근거하여 

조직에 대해 본인들의 기여와 비교하여 부여하는 가치

Zucker(1986) 조직의 제도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

McCauley & 

Kuhnert(1992)

직원들과 경영진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가 아닌 각자의 역할과 규정에 

근거하여 직원들과 경영진이 상호 성실하게 역할과 규정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 상태 

Rousseau et al. 

(1998)

조직의 정책 실행이나 의도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부담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심리 상태

Tan & Tan(2000)

조직과 직원들간의 객관적 고용관계로서 직원들에게 조직이 유익하거나 적어

도 해롭지 않은 행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직원들이 조직에 대해 평가하고 확신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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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영식, 권봉헌, 

2014; 조윤형, 최우재 2010). 또한, 조직 신뢰는 조직에서 직원들에게 이익을 제공

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한다(서재현, 2005). 조직 신뢰가 낮은 조직과 조직 신뢰가 높은 조직의 

차이는 Reynolds(1997)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신뢰가 낮은 조직의 경우 대체적

으로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소통을 진행하며 피드백은 개발을 위한 피드

백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수단이자 비난을 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표 Ⅱ-12> 조직 관행과 조직 신뢰의 비교

자료: Reynolds(1997). The trust effect: Creating the high trust, high performance organization. London: 
Nicholas Brealey Publising. 서효민(2015). p. 59. 재인용.

2) 조직 신뢰 관련 이론

Mayer, Davis와 Shoorman(1995)는 조직 신뢰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 통합적

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신뢰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신뢰 주체가 

능력(ability)이 있다고 인지하고, 상대방(직원들 또는 조직)을 배려한다고 인식해야 

하며(benevolence), 신뢰 주체가 투명하고 청렴하다고 인식해야 한다(integrity). 그

리고 신뢰 주체의 성향, 즉 조직과 직원들을 둘러싼 맥락적인 요소는 조직 신뢰의 결

정 요소와 조직 신뢰의 관계를 조절한다. 여기에서 신뢰 주체의 성향은 직원들과 조

직의 자원적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조직 관행 신뢰가 낮은 조직 신뢰가 높은 조직

선발 형식적, 임의적인 진행 장시간 면접과 검토

업무 성과 태도 냉소적 객관적, 사실적

책임 타인에 전가 조직 차원의 지원

직원 배려 없음 적극적, 경청

의사결정 경영진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 직원 참여

언행일치 위선 일관성, 윤리적, 약속 엄수

피드백 정치 수단으로 활용, 비난 적극적 피드백

학습 훈련이나 개발 기회 없음 훈련이나 개발 기회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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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조직 신뢰에 대한 개념적 통합 모형

자료: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p.715.

  

Rousseau와 동료들(1998)은 조직 신뢰가 초기에 형성되기까지는 조직화된 시스

템에 기초하여 제도 중심의 계산적인 신뢰로 형성되나, 반복되는 상호작용 속에서 상

대방의 의도와 동일시되는 관계적인 신뢰가 생성되고, 소멸의 계기가 없는 한 지속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조직 신뢰에 대한 후속연구에서는 조직 신뢰가 지속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논의 되기도 하였다(Schoorman, 

Mayer, & Davis, 2007).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의로 Baxter(1983)는 신뢰의 

형성 과정이 일종의 라이프 사이클처럼 진행된다고 제시하였다. 상대방이 신뢰를 형

성할 수 있는 대상인지를 인식하는 단계에서 탐색하는 단계, 상호 의존성을 확장하는 

단계, 서로간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다른 존재로 대체될 필요가 없는 상태인 몰입

(commitment)의 상태로 변화하며, 오랜 시간 내재되어있던 신뢰는 한 쪽에서 교환 

관계가 올바르지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할 경우 소멸(dissolution)하는 단계로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Baxter(1983)에 따르면, 조직 신뢰 역시 인식의 단계부터 탐색과 확

장, 몰입의 단계와 소멸의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다. 

조직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고용 안정성이나 편파 배제, 의견 개진의 기회, 

성장 가능성, 의사 결정 참여의 증가, 성과 정보의 피드백, 정보 공유 및 정서적 공

유, 조직의 분배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서재현, 2005;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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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오동근, 서용원, 2004; 이재훈, 최익봉, 2004; 허남철, 2008; Agarwal, 2014; 

Leventhal, 1980). 특히, 조직 신뢰의 형성을 위해서는 공정성의 요소가 매우 중요

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Agarwal(2014)에 따르면,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선행

되지 않을 경우, 조직 신뢰가 갖추어지기 어렵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계약 

이행과 조직 공정성 인식이 조직 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 신뢰는 조직과 직원들

의 관계에서 일에 더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직원들이 조직 

신뢰를 기반으로 지각된 위험을 감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조직 신뢰는 혁신적인 업

무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Agarwal, 2014).

[그림 Ⅱ-8] 조직 신뢰의 선행요인 및 결과에 대한 모형

자료: Agarwal, U. A. (2014). Linking justice, trust and innovative work behaviour to work engagement. 
Personnel Review, 43(1), 41-73. p.59

한편, Katou(2013)는 조직의 인사관리와 일 열의의 관계에서 조직 신뢰의 역할에 

대한 개념적인 프레임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조직에서의 채용, 교육, 인

사 평가, 조직 보상 및 노사관계의 풍토가 결국 조직 공정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

고, 이와 같은 조직의 인사관리 풍토 및 공정성의 인식은 조직 신뢰로 이어지며, 조

직 신뢰는 결국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직원들의 동기부여, 

몰입, 일 열의, 조직 시민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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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조직의 인사관리와 공정성, 조직 신뢰 및 일 열의의 관계

자료: Katou, A. A. (2013). Justice, trust and employee reactions: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HRM 
system. Management Research Review, 36(7), 674-699. p.676

3) 조직 신뢰의 측정

조직 신뢰의 측정 도구에 대해 Rousseau와 동료들(1998)은 조직 신뢰에 대한 인

지적 요소 뿐만아니라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 요소, 즉 조직에 대한 신뢰를 기

반으로 위험을 수용하고 감수할 수 있다는 행동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McAllister(1995)는 조직 신뢰의 하위 요소를 상사 

신뢰와 동료 신뢰, 기관 신뢰 등으로 나누어 1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조

직 신뢰는 상사나 동료에 대한 신뢰와 다르게 비인격적이고 조직의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라는 점에서(양현교, 2009; Gilbert & Tang, 1998), 조직 신뢰 연구에서

는 McAllister(1995)의 도구 중에서도 기관 신뢰에 대한 일부 문항만 활용되고 있

다(임정근, 2016). 

조직 신뢰에 대해 단일 요인으로 측정한 연구로는 Cook과 Wall(1980), 

Eisenberget와 동료들(1986), 이시원(2000), 이영석, 오동근, 서용원(2004), 허진

영(2018)의 도구가 있다. Cook과 Wall (1980)의 도구는 총 5개 문항으로 되어있

다. 해당 문항은 국내에서 유정화, 양지혜(2019)가 항공사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타당화하면서 일부 수정하여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우리 회

사는 직원들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 “만약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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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나를 위해 기꺼이 도움을 주고 격려할 것이다”, “나는 전반적으로 우리 회

사를 믿고 따른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isenberger et al(1986)의 도구는 총 5개 문항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은 “우리 

회사는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우리 회사에 

대하여 나는 강한 충성심을 느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마정호

(2016)가 해당 도구를 활용하여 성과평가의 참여와 노동조합의 인식, 조직 신뢰와 

평가 수용의 관계를 측정하고 타당화하였다

국내에서는 이시원(2000)이 미시건대학에서 개인간의 신뢰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문항을 참고로 하여 타당화한 조직 신뢰 도구도 활용되고 있다. 해당 도구는 

총 5개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관련 문항들은 “인사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 “평생 직장으로서 해당 조직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영석, 오동근, 서용원(2004)은 Rousseau와 동료들(1998)과 McAllister(1995)

의 연구를 참고하여 국내에 적합한 조직 신뢰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해당 연구에

서는 조직 신뢰가 단일 요인으로 측정되었으며, 총 6개 문항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

은 “우리 회사의 사원들은 대부분 회사를 신뢰하고 있다”, “나는 우리 회사가 적

어도 직원들을 속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회사 정책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라도 믿고 따를 것이다”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영석, 오동근, 서용원(2004)

의 도구는 박수연(2010)이 국내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인사 평가의 효과성과 조직 

신뢰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타당화하였다.

그 외에도, 허진영(2018)은 피트니스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상호작용 공정성과 

조직 신뢰, 혁신 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면서 조직의 상호작용 공정성과 구분되

는 조직 신뢰의 도구를 4문항으로 개발하였다. 해당 문항은 “나는 우리 조직을 신뢰

할 만하다고 여긴다”, “조직은 나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조직은 나에게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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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력 개발 지원

1) 경력 개발 지원의 개념

경력 개발 지원(career development support)에 대한 인식은 경력 개발에 대한 

조직 차원의 지원에 대한 인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서경민, 2010; 손규태, 김진모, 

2015). 

경력(career)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개인적인 직업 경험의 연속

체이며(Arthur, Hall, & Lawrence, 1989), 한 개인이 일생동안 직업을 가지고 일하

면서 경험하게 되는 활동과 일련의 행동, 태도라고 할 수 있다(정철영, 1999; 탁진

국, 1993; Baruch, & Rosenstein, 1992; Hall, 1976). 경력 개발은 일과 관련한 

개인의 자아 실현 욕구와 조직의 성과 향상 욕구를 실현시기키 위해 직무 태도, 능력 

및 성과를 향상하는 과정으로, 개인 차원의 자아실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강

순희, 2010; 김흥국, 2000; 서경민, 2010; 송병식, 2008; 이용환, 정철영, 나승일, 

김진모, 이찬, 2000; 이재은, 이찬, 2016; 최수정, 정철영, 2010; Greenhaus, 

1987). 경력 개발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개인이지만 경력 개발의 궁극적

인 목적은 개인의 경력 목표 달성 욕구와 조직의 목표 달성 욕구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신수진, 2016). 

전통적인 경력 개발 지원이 수직적 지위의 상승인 개인의 승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현대의 경력 개발은 수평적 이동이나 단기적 프로젝트 부여 등 경력에서의 

이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 되어왔다(문재승, 최석봉, 2012; Baruch, 1999). 또

한, 조직에서는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한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경력 개

발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역량과 자질을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조직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박

경문, 이용탁, 1999). 따라서 조직의 경력 개발 지원은 조직의 인재 육성을 위해 제

도화된 개념을 의미하게 되었다(이용환 외, 2000). 즉, 경력 개발 지원은 직원들의 

경력 개발 욕구와 조직의 개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경력 계획을 수

립하고, 직무 순환(승진, 전배, 직무 변경 등) 및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조직 내에서 활용되고 있다(문희, 2014; 박경문, 이용탁,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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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 개발 지원 관련 이론

경력 개발 지원은 경력 개발에 대한 조직 지원 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의 관점에서 조직이 경력 개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느냐에 대한 

인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서경민, 2010). 조직 지원 인식은 조직이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으로(Eisenberger et al., 1986), 사회

적 교환 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다. 

Homans(1958)의 사회적 교환 이론은 사람들의 행동이 주관적인 비용 편익 분석

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회적 교환 이론에서는 모든 관계를 주는것

과 받는 것의 교환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 상호간에 남는 것이 있다는 

판단이 있을 때에 관계가 지속된다고 제시한다(박미정, 2002; 손규태, 김진모, 

2015; 홍대식, 1998). 조직과 개인을 사회적 교환이론에 대입한 Blau(1964)에 따

르면,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교환의 대가가로 직원들이 역량을 개발하여 미래에 조직에 공헌하여 보상될 것이라

는 전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 직원들이 경력 개발 지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등가 교환의 가치로 온전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즉, 경력 개발 

지원은 조직과 개인의 교환관계에서 조직이 개인에 대해 대가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

로 직원들의 미래 역량에 대한 가치를 전제로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손규

태, 김진모, 2015).

Lee, Kwon, Kim과 Cho(2016)와 Lee와 Eissenstat(2018)는 직무 요구-자원 

모형을 확장하여 경력 열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자원 

요소로 경력 개발 지원의 중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는 기존의 직무 자원

-열의-성과의 관계에서 탐색되던 자원의 요소를 경력과 관련한 자원으로 확장하여, 

경력 개발 지원이 일 열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들의 결과는 전통적인 직무 환경이나 조직 보상의 

개념에서 일 열의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의 관점에서 일 열의를 탐색할 필요

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 금전적 보상의 관점이 아닌 경력의 관점에서 

일 열의를 탐구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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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경력 개발 지원은 직원들의 긍정적 태도와 조직 성과 향상, 

이직 의도의 감소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경력 개발 지원이 효과적

인 직원 개발의 인터벤션 방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강순희, 2010; 서경민, 

2010; Babin & Boles, 1996; Barnett & Bradley, 2007; Benson, Finegold, & 

Mohrman, 2004). 또한, 조직에서 경력 개발 지원은 우수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아니라, 외부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자 직원들의 

동기부여 방안으로도 제시되고 있다(Heslin, 2005). 최근 일하고 싶은 기업의 근무 

조건으로 직원들을 위한 경력 개발 지원이 높은 순위에 손꼽히는 등 업무적인 성취

도 향상 및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강화되면서, 점점 더 조직의 

경력 개발 지원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이동윤, 2010; 전현민, 이규

태, 2015; Arthur, Khapova, & Wildero, 2005; De Vos, Dewettinck , & 

Buynes, 2009). 

3) 경력 개발 지원의 측정

경력 개발 지원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력 개발을 위한 조직의 지원 활동을 광범

위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 개발 지원의 구성요소는 경력 개발 지원의 범위

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팽박, 조태준, 이찬, 

2018). 선행연구에서 경력 개발 지원의 구성요소는 경력 개발 제도, 승진, 보상, 교

육훈련, 경력 개발을 위한 상사의 지원, 성장 기회 제시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

다(서경민, 2010; 신수진, 2016; 양인준, 2019; 김민규, 2020). 

Sturges, Guest, Conway와 Davey(2002)는 경력 개발 지원을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공식적 지원은 개인이 조직으로부터 경력 개발을 돕기 

위한 훈련을 제공받고, 경력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공식

적 지원은 개인의 경력과 관련된 조언을 받는 것, 경력과 관련한 조언을 구할 수 있

는 사람들을 소개받는 것과 같은 지원을 의미한다(Sturges et al, 2002).

서경민(2010)은 Rothenbach(1982)와 Sonnenfeld(1984)의 연구를 기반으로 경

력 개발 지원 인식의 구성요소를 전략적 체계성, 운영적 체계성, 성장 기회, 상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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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전략적 체계성은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적합한 경력 개발 제도가 추진되는지에 대

한 인식을 의미하며 경영 전략과의 연계, 핵심 가치의 내재화 여부, 전문 인력 육성, 

경력 개발 분위기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김규한, 2004; 서경민, 2010). 서경민

(2010)의 도구에서, 전략적 체계성에 해당되는 문항은 “우리 회사는 조직 구성원의 

경력 개발에 대한 비전 제시가 명확하다”, “우리 회사 경영진의 리더십은 경력 개

발 지원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유형이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적 체계성은 경력 개발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의 체계에 대해 직원들이 만족

하는 정도로써, 교육 훈련 제도, 경력 상담 등에 대한 만족 수준을 의미한다(김규한, 

2004; 서경민, 2010). 서경민(2010)의 도구에서, 운영적 체계성에 해당되는 문항은 

“우리 회사에는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 “우리 회사에는 직무 공모, 직무 순환 등을 통한 다양한 경력 경로가 제공되

고 있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장 기회는 직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조

직 내에서 주어지는지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의미한다(서경민, 2010). 서경민

(2010)의 도구에서, 성장 기회에 해당되는 문항은 “나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더욱 

발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고 있다”, “나에게는 업무와 관련한 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사의 지원은 업무 과정에서 상사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직원들

의 지각 정도를 의미하며, 상사가 성과뿐만 아니라 경력에 대한 피드백과 조언을 제

공함으로써 직원들이 지원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서경민, 2010; 

Greenhaus, Parasuraman, & Wormley, 1990). 서경민(2010)의 도구에서, 상사의 

지원에 해당되는 문항은 “나의 상사는 인사 면담을 통해 경력 계획을 수립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었다”, “나의 상사는 나의 경력 목표 달성 여부에 늘 관심을 갖는

다” 등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략적 체계성과 운영적 체계성의 경우 기업마다 운영방식의 차이가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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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김민규, 2020; 양인준, 정진철, 2021), 조직의 정책 관점에서 인터벤션

으로 경력 개발 지원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김민규, 2020).  

4. 일 열의와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 

이 연구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 조직 신뢰, 

일 열의의 관계에서 경력 개발 지원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직무 요

구-자원 모형과 공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연구 모형의 틀을 형성하였다. 이 

연구는 전체적인 연구 모형은 Bakker(2017)가 제시한 일 열의와 전략적/직원 참여

적 접근을 통합한 직무 요구-자원 모형에 근거하고 있다. Bakker(2017)의 모형에 

따르면,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 조직 신뢰 및 경력 개발 지원은 일 열의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 변인간 직접 관계

1) 인사 평가 경험과 일 열의의 관계

  인사 평가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받은 평가 결과를 다른 사람의 노력 및 

평가 결과와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Gupta & Kumar, 2013), 인사 평가의 

기준이 정확한지, 인사 평가의 과정이 공정한지, 평가의 결과가 공정한지에 대한 인

식은 직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송지은, 이찬, 2020; 한태영, 

2015; Colquitt et al, 2001; Saks, 2006; Nair & Salleh, 2015,). 

직무 요구-자원 모형에 근거하면, 직원들이 인식하는 조직 수준의 직무 자원에 조

직의 인적 자원 관리와 조직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인사 평가의 피드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윤소겸, 2021). 또한, 인사 평가 경험이 직무 자원의 요

소로 일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사 평가 시스템이 공정하게 운영 

된다고 직원들이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Saks, 2006).

  일 열의와 관련된 인사 평가 경험의 공정성은 공정성 이론(Adams, 1965)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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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할 수 있다. 공정성 이론에서는 직원들이 조직에서 불공정을 인지하게 되는 경

우, 업무에 들이는 노력을 줄이는 등 공정성 회복을 위한 기제를 사용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Adams, 1965). 조직의 공정성과 일 열의의 관계에 대해 박기준(2021)이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분배 공정성이 일 열의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β=.180, p<.01). 노미경(2018)은 일 열의 관

련 변인에 대한 국내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절차 공정성과 일 열의간의 상관 관계

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zcor=.41, p<.001). 

  인사 평가에 있어서도 직원들이 공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불만과 비생산적

인 행동을 촉진하게 된다(Brown, Hyatt, & Benson, 2010; Dusterhoff, 

Cunningham, & MacGregor, 2014). 직원들이 스스로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수행 

동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인사 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수행 노력이나 과정 결

과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일에 열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Kondrasuk, 

2012). 따라서 직원들이 인사 평가가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정확하고 유용하게 진행되

며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직원들의 일 열의에 매우 중요하다. 

Gupta와 Kumar(2013)가 다국적 회사에 재직중인 인도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인

사 평가의 공정성 인식과 일 열의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평가 절차 공정성이 일 열

의의 하위 요소인 몰두(β=.34, p<.01)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 평가 분배 공정성은 일 열의의 하위 요소인 활력(β=.47, 

p<.01)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Gupta & Kumar, 2013). 또

한, 인도의 국영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Ghosh, Rai, & Shinha, 2014)에서는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β=.32, p<.05)과 상호작용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일 열의

에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27, p<.01). 그리고, 멕시코의 직

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Selvarajan & Cloninger, 2012)에서는 직원들이 인식한 

평가의 정확성(β=.17, p<.01)과 평가 절차 공정성(β=.23, p<.01)이 직무 수행의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LeVan, 2017)에서는 피평가자 관점의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

과 평가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평가 분배 공정성 인식 등으로 구성된 인사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reaction)이 일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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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β=.43, p<.001). 또한, 미국의 금융서비스 조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He, 

Zhu, & Zheng, 2014)에서는 평가 절차 공정성 인식이 직원들의 열의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β=.25, p<.01). 

인사 평가 피드백 세션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이 직원들의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점(β=.29, p<.001)이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나기도 하였다(Sanyal & Biswas, 2014), 

2) 조직 보상과 일 열의의 관계

직무 요구-자원 모형에 따르면, 조직 보상은 직무 자원의 요소이며 조직과 개인의 

심리적 계약 관계에 있어서 조직 보상이 충족될 경우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Lee, Rocco, & Shuck, 2020; Memon, Salleh, & Baharom, 

2017). Salleh와 Memon(2015)은 심리적 계약 관계를 사회적 교환 이론에 의해 설

명할 수 있으며, 스스로 노력만큼 보상을 받는다고 인식할 경우 조직에서 주어지는 

보상 만큼 노력과 책임감을 창출해낸다고 제시함으로써 조직 보상이 일 열의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프레임을 제시하였다.

Koyuncu, Burke와 Fiksenbaum(2006)은 터키의 대형 은행에 재직중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직에서의 보상이 일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하였다(β=.21, p<.001). 그리고, Freeney와 Tiernan(2009)는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조직에서의 보상이 일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Victor와 Hoole(2017)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양한 산

업군과 조직에서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조사한 결과, 조직 보상이 일 열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β=.14, p<.05). 세 연구 모두 사회적 교환 이론에 

근거하여 직원들이 일에 노력을 들인만큼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

지도록 할 때, 직원들이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한다고 제

시하고 있다. 또한, 공정성 이론에 따라 직원들이 노력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 

진다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일 열의가 증가한다고 논의하고 있다(Konyuncu, Burke, 

& Fiksenbaum, 2006; Freeney & Tiernan, 2009; Victor & Hoole, 2017).



- 71 -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조직 보상을 중요시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점(Baddoo, 

Hall, & Jagielska, 2006; Burn, Couger, & Ma, 1992; Burn, Ma, & Ng Tye, 

1995; Linberg, 1999; Smits, McLean, & Tanner, 1993)은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이우경과 최수일(2011)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조직 보상에 대한 낮은 인식이 직무에 

대한 만족과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자들의 조직 보상이 일 열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조직 보상의 하위 요인인 임금 만족과 일 열의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연구를 분석

하면 이 두 변인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찬선, 김상진, 2006; 

Jung & Yoon, 2015; Sharma & Krishnan, 2012). 김찬선, 김상진(2006)의 연구

에서는 민간 경비원의 임금 만족이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함으

로써(β=.43, p=.000) 임금 만족이 일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을 제시하였다. 또한, Jung과 Yoon(2015)은 국내 고급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구한 결과 임금 수준에 대한 만족이 일 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

다(β=.23, p<.01). Sharma와 Krishnan(2012)는 인도의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 만족이 일 열의에서도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β=.34, p<.01). 즉, 임금에 만족할 경우 직원들이 일하는 동안 스스로 일에 

노력을 투입하려는 의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조직 보상의 하위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복리후생 만족의 경우, 

Steyn(2010)이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이 일 열의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r=.19). 또한, 김상아와 조영일의 연구(2013)에서는 복리후생의 만족이 조직 

몰입(β=.24, p<.001)과 직무 만족(β=.16,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조직 보상의 또 다른 하위 요인인 승진 기회와 일 열의의 관계를 뒷받침 하

는 연구를 분석하면 이 두 변인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조은정, 

한태영, 송채수, 2018; Cordero, DiTomaso, & Farris, 1994; Huang & Tianshu, 

2013; Joshi & Sodhi, 2011). 조은정, 한태영, 송채수(2018)는 승진에 있어서 나

이 차별에 대한 인식이 일 열의와 부정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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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01). 즉, 승진 기회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인식될 경우 일 열의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성 이론을 근거로 공정한 승진 기회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승진 기회

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경우 일 열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ordero, DiTomaso와 Farris(1994)는 승진 기회에 대한 인식이 직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β=.56, p<.01). 또한, Huang과 

Tianshu(2013)는 중국의 애니메이션 전문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승진 기회의 인식이 일 열의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β=.16, p<.001). Joshi와 Sodhi(2011)는 직원들이 경력 성장과 발전

에 대한 것을 직급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승진이 의의를 가지며, 승진은 일 

열의를 강화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사회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직급이며, 승진은 이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논의도 이미 보고된 바 있다(Ahmed, Ahmad, & Joarder, 2016). 

Guest(2007)와 Eisenberger, Malone과 Presson(2016)은 승진 기회에 대한 인식

이 직원의 성과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3)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신뢰의 관계

직무 요구-자원 모형을 분석한 선행연구(Agarwal, 2014)에 따르면, 조직에서의 

심리적 계약 관계는 조직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일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조직에서 심리적 계약 관

계에 따라 공헌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받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조

직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Folger, Konovsky와 Cropanzano(1992)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명확한 근거 기반의 

평가가 직원들에게 조직의 공정성을 인식하도록 하며, 이는 조직 신뢰로 이어져서 직

원들의 수행에 대한 만족과 동기부여를 자극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Grubb(2007)

은 질적 연구를 통해 인사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정확한 평가를 받았다는 직원들의 인

식이 조직 신뢰와 연관된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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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사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연구한 Ashford와 Cummings(1983)는 

직원들이 스스로를 평가하고 타인으로부터 피드백 받는 과정을 통해 조직 신뢰를 강

화할 수 있으므로, 조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공헌한 정도에 대해서 평

가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즉, 인사 평가 경험

에서 직원들이 노력을 투입한 정도에 대해 평가받고 있다고 인식할 때 조직 신뢰를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Mayer와 Davis(1999)는 인사 평가 과정에서 직원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

는 경우 개인의 성과가 곧 조직의 성과라고 인식하게 되어 조직 신뢰를 강화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Mayer와 Davis(1999)는 조직 신뢰가 강화되는 경우 개인의 성

공이 조직의 성공이라는 심리적 성공(psychological success)을 형성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직원들이 인식한 평가의 정확성과 조직 신뢰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β=.32, p<.01). 

4) 조직 보상과 조직 신뢰의 관계

일 열의를 가지기 위한 자원 요소로서 조직 보상은 매우 중요하며, 조직의 외재적 

보상인 임금 등은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조직 신뢰와 관련지어 의논

될 필요가 있다(Hughes, & Rog, 2008; Kian & Yusoff, 2015). 

조직 신뢰의 개념을 제시한 연구(Mayer, Davis, & Schoorman, 1995)에 따르면, 

조직에서 만족할 수준 만큼의 보상을 주었을 때 조직 신뢰를 강화할 수 있으며 심리

적 계약을 이행한다는 의미에서 조직에 헌신하게 될 수 있다. 조직 보상에 대한 만족

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조직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문광수, 조항수, 이계

훈, 오세진, 2014; Gim, & Cheah, 2020; Ogbonnaya, Daniels, & Nielsen, 

2017). 그리고, 조직에 대한 신뢰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일에 투입하려는 노력을 줄

이거나 조직을 떠나게 된다(Nair & Salleh, 2015). 

직원들이 조직 보상을 통해 조직을 신뢰하게 되는 경우, 조직에 헌신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도 조직 보상과 조직 신뢰의 관계성을 뒷받침한다(문광수 외, 2014; 



- 74 -

Gim, & Cheah, 2020; Hausknecht, Rodda, & Howard, 2009; Irshad & Afridi, 

2007; Ogbonnaya, Daniels, & Nielsen, 2017; Piansoongnern, Anurit, & 

Kuiyawattananonta, 2011; Victor & Hoole, 2017). 문광수, 조항수, 이계훈, 오세

진(2014)의 연구에서는 조직 보상에서 임금 만족의 하위 요소들이 경영진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금 정책 및 관리:β=.50, p<.01, 복리후

생:β=.20, p<.01). 또한, 해당 연구에서 조직 보상은 직원 신뢰(임금정책 및 관리: 

β=.49, p<.01, 복리후생:β=.16, p<.05)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Gim과 Cheah(2020)는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

로 조직 보상의 하위 요인별로 임금 만족이 조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복리후생 만족이 조직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β=.02, p<.05), 임금 인상에 

대한 만족이 조직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β=.05 p<.001), 임금 구조 및 정

책에 대한 만족이 조직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β=.07, p<.001)으로 제시

한 바 있다. Ogbonnaya, Daniels와 Nielsen(2017)은 영국 내에서 진행한 직장과 

고용 관계에 대한 패널 조사(Workplace Employment Relations Study)를 분석하

여 조직의 임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임금이 성과와 연계되면 조직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하였다(β=.04, p<.01). Victor와 Hoole(2017)는 남아

프리카 공화국의 다양한 산업군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조사한 결과, 조직 보상에 대한 

인식이 조직 신뢰와 상관 관계가 있다는 점(r=.47, p=000)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의 전략적 인재 관리와 직원 채용 및 유지에 대한 문헌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조직을 이탈하지 않고 조직에 남아있는 이유로 승진 기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

한 요인인 것으로 제시되었다(Hausknecht, Rodda, & Howard, 2009; 

Piansoongnern, Anurit, & Kuiyawattananonta, 2011), 그리고, 승진 기회에 대한 

인식은 조직에서 개인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employee personal value 

match)과 관계되어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rshad & Afridi,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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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 신뢰와 일 열의의 관계

일 열의에 대해 탐구한 Bakker(2017)는 직무 요구-자원 모형에서 직무 자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조직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조직 신뢰의 풍

토를 기반으로 다양한 직무 자원이 활성화될 수 있을 때 일 열의가 강화된다는 것이

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 이후에는 일 열의를 강화하는데 있

어서 조직 신뢰의 역할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Khawaja, & Ahmed, 2021)

조직 신뢰에 대해 탐구한 Grubb(2007)는 조직 신뢰가 없는 경우 직원들 간의 갈

등과 직원과 조직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에 몰두하고 성과

를 내는데 조직 신뢰는 선제적인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반면, 조직 신뢰가 있는 경

우 직원들은 조직이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위험

을 감수하고 자신감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다(Chughtai & Buckley 2008; Mayer, 

Davis, & Schoorman, 1995). 조직 신뢰는 직원 간의 팀 워크를 향상하기 위해 가

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Grubb 2007). Kahn(1990)은 일 열의가 생겨날 수 있

는 심리적 상황요인으로 심리적 안전감을 제시하였고, 두려움 없이 스스로를 표현하

고 투입할 수 있을 경우 조직 신뢰가 형성되어 일 열의가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하

였다. 즉, 조직 신뢰는 일 열의가 강화될 수 있는 심리적 안전감을 조성하는 기본 요

소로 제시되고 있다(Agarwal, 2014).

국내 연구에서 김현주, 안성빈, 이종호(2019)는 호텔 기업 조리 종사원의 내부 마

케팅이 조직 신뢰를 강화하고, 조직에서의 신뢰는 고객 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β=.319, p<.001)를 제시함으로써 조직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직원들이 고객 지

향적으로 일에 열의를 가지고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 하였다. 현

병무(2016)는 호텔 종사자가 조직을 신뢰하는 경우 일 열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

이며, 일 열의의 하위 요인인 활력(β=.42, p<.001), 헌신(β=.48, p<.001), 몰두

(β=.41,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Agarwal(2014)은 직원들이 조직을 신뢰할 경우 일 열의가 증가하는 결과(β=.36, 

p<.01)를 가져온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Gulbahar(2017)는 터키의 교사들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 조직 신뢰가 일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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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1, p=000). Gulbahar(2017)의 연구에서는 동료에 대한 신뢰(r=.68, 

p=000), 상사에 대한 신뢰(r=.67, p=000)보다 조직 신뢰가 일 열의를 설명하는데 

더 많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사관리와 공정성 

인식, 조직 신뢰, 직원들의 일 열의의 관계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Katou, 2013)에

서는 조직 신뢰가 직원들의 일 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β=.68, p=.000). 

나. 조직 신뢰의 매개 효과

1) 인사 평가 경험과 일 열의의 관계에서 조직 신뢰의 매개 효과

 직무 요구-자원 모형에 따르면, 일 열의를 일으키는 심리적 안전감은 본인이 수

행하는 일의 결과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명백할 경우 발생한다(Kahn, 

1990). 따라서, 조직의 평가 절차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다고 인식될 때 일 열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유추가 가능하다. Gruman과 Saks(2011)는 일 열의가 발생하기 

위한 심리적 상황으로써 심리적 안전감이 촉진되어야 하며 조직 신뢰는 심리적 안전

감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심리적 안전감은 조직에서 예측 가능

한 절차가 일관되고 공정하게 진행될 때 생성된다고 주장했다. 즉, 조직의 인사 평가

공정성은 조직 신뢰를 이끌어내고, 조직 신뢰는 일 열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의 공정성 인식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조직을 신뢰하지 않고 일에 투

입하려는 노력을 줄이거나 조직을 떠나게 된다(Adams, 1965; Hendrix, Robbins, 

Miller & Summers, 1998; Nair & Salleh, 2015). Nair와 Salleh(2015)는 인사 

평가 공정성이 조직의 인사 평가 방법, 매커니즘, 프로세스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

에 더욱 조직 신뢰와 연관이 깊으며, 평가 공정성과 조직 신뢰의 인식이 높을 경우 

일에 대한 열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김재경(2020)은 국내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직의 절차 공정성이 

조직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 신뢰는 조직 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z=5.31, p<.001).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조직의 분배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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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직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 신뢰는 조직 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

고도 제시한 바 있다(z=3.90, p<.001). Agarwal(2014)은 직원들이 조직을 신뢰하

지 않는한 스스로 업무에 열의를 가질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직원들이 

조직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

시하였다. Agarwal(2014)는 조직의 절차 공정성이 조직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β=.15, p<.01), 조직 신뢰는 일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β=.36, p<.01),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조직의 상호작용 공정성이 조직 신뢰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β=.16, p<.01), 조직 신뢰는 일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β=.36, p<.01), 특히, 인사 평가의 분배 공정성은 조직

에서 자신이 받은 평가 결과를 동료 및 동료의 노력과 비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Gupta & Kumar, 2013), 인사 평가의 분배의 공정성 인식이 낮을 경우 조직에 대

한 신뢰가 낮을 수 밖에 없다(Nair & Salleh, 2015). 또한, 타인과 비교하여 더 낮

은 수준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인식은 직무 요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소진

의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다(Gruman & Saks, 2011).

한편,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신뢰, 일 열의의 관계는 사회적 교환 이론으로도 설

명이 가능하다. 사회적 교환 이론에 따라, 직원들은 노력에 따라 투입한 만큼의 평가

받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조직에 대해 신뢰하게 되고 인사 평가 경험 전체를 긍정적

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성과를 내기 위해 더 몰입하게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Brown, Hyatt, & Benson, 2010; Nair & Salleh, 2015). Katou(2013)는 인사관

리와 공정성 인식, 조직 신뢰, 일 열의의 관계에 대해 메타분석을 진행한 결과, 직원

들의 조직 공정성의 인식은 신뢰를 거쳐 일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β=.92, 

p<.001), 분배 공정성은 다른 공정성 요인보다 더 많이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β=.83, p<.001).

2) 조직 보상과 일 열의의 관계에서 조직 신뢰의 매개 효과

직무 요구-자원 모형에 따르면, 조직 보상은 직무 자원으로 투입될 수 있는 중요

한 요소로서(윤소겸, 2021) 조직 보상에 대한 만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조직에 대



- 78 -

해 신뢰할 수 없게되고(Gim & Cheeah, 2020,) 조직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일 열

의를 가지기 어렵다(Agarwal, 2014). 

또한, 일 열의를 불러 일으키는 심리적 상황 요인을 고려한다면 일을 수행하면서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의미감은 내재적 보상에 따른 만족 뿐만 

아니라 외재적 보상, 즉 조직 보상에 대한 인식과 연계된다(Hausknecht, Rodda, & 

Howard, 2009; Macey & Schneider, 2008). 임금 만족, 복리후생, 승진 기회 인

식은 개인이 조직에서 외재적 가치를 인식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즉, 조직 보상에 

대한 인식은 심리적인 의미감을 통해 조직 신뢰를 형성하게 한다(Bagdadli, 

Roberson, & Paoletti , 2006; Macey & Schneider, 2008). 기대한 만큼의 외재

적 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직원들은 조직의 공정성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거나 조직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가지게 됨으로써 조직 신뢰를 잃게 된다

(Hausknecht, Rodda, & Howard, 2009; Macey & Schneider, 2008). 반면, 조직

에서 수행에 따른 보상으로 임금에 만족하는 경우 조직 신뢰를 거쳐 조직에 대한 헌

신적인 태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Top, Akdre, & Tarcan, 2015).

심리적 의미감이 조직 신뢰를 형성하고,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Agarwal, 2014)에 비추어 본다면, 조직 보상은 조직에서의 심리적 의미감을 형성

함으로써 조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조직 보상과 조직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은 인과된 

연결(casual links)을 가지고 조직에 대한 신뢰와 일에 대한 적극적인 수행 태도를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이재원, 2009). 

특히, 조직 보상과 조직 신뢰, 일 열의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에서 

핵심 인재의 채용이나 유지의 필요성이 강화될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현상을 분석하

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Hughes & Rog, 2008). 많은 기업들이 핵심 인재를 관리하

는데 있어서 추가적인 보상을 제시하는 이유는 조직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보상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직원들이 조직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면서 위험

을 감수하고 조직에 남아서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Hughes, 

& Rog, 2008). 즉, 기업의 핵심 인재에 대한 전략적 인사관리에서 별도의 임금이나 

복지, 승진 기회를 제시하는 것은 조직 보상이 조직 신뢰를 통해 일에 대한 열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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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에 기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 보상

에 만족할 경우 조직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며, 조직의 헌신뿐만 아니라 직무 성과를 

향상시키는 업무적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Khalid, 2020)는 이와 같은 

현상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조직 보상의 하위 요인을 중심으로 조직 보상과 조직 신뢰, 일 열의의 관계를 추정

한 연구를 살펴보면, Bagdadli, Roberson과 Paoletti (2006)의 연구에서 승진 기회 

인식이 조직의 절차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β=.31, p<.05), 

조직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일에 투입하려는 노력을 향상하게 하는 결과(β=.65, 

p<.01)를 불러오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Frankel과 Bednall(2016)의 연구

에서는 승진 기회에 대한 인식이 조직의 절차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β=.31, p<.01), 승진 기회에 대한 인식을 통해 경력에 대한 기대를 강화

할 수 있기 때문에(β=.27, p<.01), 승진 기회에 대한 인식이 조직에서 일에 들이는 

노력을 강화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β=.22, p<.01).

다. 경력 개발 지원의 조절 효과

직무 요구-자원 모형에 따르면, 직무 자원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개인의 성장

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Bakker & 

Demerouti, 2007). Schaufeli, Bakker와 Van Rhenen(2009)는 직무 자원의 구성 

요소로 사회적 지원, 직무 자율성, 피드백, 자기 개발 기회를 제시하였다. 이들 중, 

자기 개발 기회의 경우 조직 내에서 경력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Schaufeli와 Taris(2014)는 직무 자원이 업무의 목표와 관련한 기능

적인 요소, 심리적으로 직무 요구와 심리적인 비용을 줄이는 요소, 그리고 개인의 성

장과 개발의 요소로 구분된다고 제시하였다. Llorens, Bakker, Schaufeli와 

Salanova(2006)은 직원들의 성장과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일 열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 자원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즉, 직무 요구-자원 모형에 

따르면, 인사 평가 경험이 업무의 목표와 관련한 요소로, 조직 보상은 심리적 비용을 

줄이는 요소로 설정할 수 있으며, 경력 개발 지원은 개인의 개발과 관련한 요소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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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가능하다.

사회적 교환 이론(Homans, 1958)의 관점에서, 조직에서 심리적 계약 관계는 조

직 신뢰를 거쳐 일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Agarwal, 2014). 

그리고 심리적 계약 관계에서 직원들은 조직 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상호 교

환의 규범에 따라 조직 지원에 대한 대가로 직무 수행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 조직에

서 적극성을 가지려는 경향이 발견된다(Armstrong-Stassen & Ursel, 2009; 

Arshadi, 2011; Wayne, Shore, & Liden, 1997). 따라서, 경력 개발 지원이 경력 

관점의 조직 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서경민, 2010),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 지원

은 조직을 신뢰하도록 하며, 직원들이 동기 부여되고 적극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경력 개발 지원이 직원들

의 미래 역량에 대한 가치를 전제로 조직에서 개인에 대해 대가를 명시하지 않고 경

력 개발을 지원하는 활동이라는 논의(손규태, 김진모, 2015)를 근거로 할 때, 조직에

서의 경력 개발 지원은 조직 신뢰의 수준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일 열의를 강화 하

도록 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앞서 논의한 직무 요구-자원 모형과 사회적 교환 이론을 종합하면, 조직의 경력 

개발 지원은 일 열의를 활성화하는 직무 자원의 요소로서 인사 평가 경험이나 조직 

보상 등의 직무 자원과 상호작용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력 개

발 지원은 직무 자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조직 신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일 

열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그리고, 조직에서의 자기 개발은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활동이기 때문에, 개인의 미래 성장을 준비하고 직무 수행의 강화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경력 개발 지원이 직원들의 동기부여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

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서경민, 2010). 현대에는 경력 개발의 주체가 

조직에서 개인으로 변화하면서, 개인 스스로 가치와 시장성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경력 개발 지원을 통한 성장 기회의 부여

는 매우 중요하다(Arthur & Rousseau, 1996). 따라서,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 지원

은 인터벤션으로서 직원들에게 조직 신뢰를 가지도록 하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동

기부여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강철희, 정상원, 2007).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성장 지향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은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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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다(Beecham et al, 2008).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경영

환경의 변화와 빠르고 다양하게 진화하는 기술적인 환경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하

여금 성장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도록 했다는 것이다(Couger, 1989; Frangos, 

1997). 노동 시장의 관점에서 경력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 체계와 노임 대

가 등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경력 개발과 성장에 대한 욕구를 더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노동 시장에서 경력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정보 기술 ‧사업 관리 산업 인적 자원 개발 위원회, 2020), 노동 시장에서의 수

요 증가로 인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이직 기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

안할 때(이우경, 최수일, 2011),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 지원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이 조직 신뢰를 가지고 일 열의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인터벤션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신뢰, 일 열의의 관계에서 경력 개발 지원의 조절 효과에 

대해 Phuong(2018)은 직원들이 공정한 평가라고 인식하더라도, 조직에서 직원들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

지지 않는다면 조직 신뢰나 열의를 강화하기 어렵다는 논의를 제시 하였다. 즉, 인사 

평가 경험이 일 열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직 지원 인식을 통해 조직 신뢰를 강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사 평가 경험과 경력 개발 지원의 조직 신뢰에 대한 상

호작용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의 인사관리와 조직 신뢰, 일 열의의 관계

(Katou, 2013)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사 평가 결과가 수행의 개선을 위한 활동

으로 연결될 수 있을 때 조직 신뢰를 강화하게 되고, 이렇게 강화된 조직 신뢰는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Katou, 2013). 

조직 보상과 조직 신뢰, 일 열의의 관계에서 경력 개발 지원의 조절 효과에 대해, 

Eisenberger, Huntington, Hutchison과 Sowa(1986)과 Narang과 Singh(2012)는 

조직 보상과 조직 지원 인식이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Eisenberger과 동료들의 연구(1986)에서는 조직 지원 인식을 조직이 직원들의 공

헌을 가치있게 여기고, 보상을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하면서, 조직 지원 인식의 

수준이 높아지면 조직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Narang과 Singh(2010)

는 조직 보상이 직접적으로 조직 신뢰와 정적인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β=.17, 

p<.01), 조직 지원 인식을 통해 조직 신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β=.18, p<.0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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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힌 바 있다. 앞서, 서경민의 연구(2010)를 통해 경력 개발 지원이 경력 개발 관점

의 조직 지원 인식이라고 제시된 바 있으므로 경력 개발 지원이 조직 보상과 조직 

신뢰, 일 열의의 관계에서 조직 신뢰의 효과를 조절하고 일 열의를 강화할 수 있을것

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McManus와 Mosca(2015)는 조직 신뢰와 일 열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직 보상과 함께 직원들의 경력 개발에 대한 기회와 투

자가 필요하다고 제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추측을 뒷받침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조직 보상이 성과에 기반하여 내부 직원들끼리의 경쟁을 유

발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반해 경력 개발 지원은 조직에서의 역량 확보와 개

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Doshi & McGregor, 2016).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에서 

임금이나 승진 등의 전통적인 보상은 개인의 경쟁을 유발할 뿐만아니라, 단기적인 성

과와 양적으로 수치화될 수 있는 성과에 집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

을 받기도 한다(송지은, 이찬, 2020). 따라서, 조직에서 성장이나 경력 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직원들에게 기존의 보상보다 더 크게 동기부여할 수 있다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Doshi & McGregor, 2016). 경력 개발 지원이 일 열의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Son & Kim, 2019)나 경력 개발 지원이 일의 유

능감과 상호 작용하여 일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Yang, et al, 

2018)등은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경력 개발 지원은 조직 보상과 

함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조직 신뢰와 일 열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경력 개발 지원은 직원들에게 조직에서의 지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과 상호작용하여 조직 신뢰의 매개 효과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종속 변인인 일 

열의를 향상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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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구 통계학적 변인과 일 열의의 관계

일 열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일 열의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일 

열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관련한 일 열의에 대해, Schaufeli, Bakker와 Salanova(2006)은 UWES

를 통한 일 열의 도구를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각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령과 일 열

의간에는 약하지만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Lee와 Ok(2015)가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연령과 일 열의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일 열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김정숙(2016)

이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김면식(2015)이 금융기관 종사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은 일 열의에 유효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성별과 관련한 일 열의에 대해, Schaufeli, Bakker와 Salanova(2006)는 UWES

를 통한 일 열의 도구를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성별과 일 열의가 나라별로 다른 결과

를 보이기 때문에 의미있는 상관 관계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제시 하였다. 김면식

(2015)이 금융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김청일(2016)이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별은 일 열의에 유효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러나, 김전수(2015)가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일 열의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이 보고된 바 있다. 김전수의 연구(2015)에서는 

성별에 따른 일 열의는 직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층적인 의식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근무 형태 등

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김정숙(2016)은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성의 일 열의 수준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학력과 관련한 일 열의에 대해, Lee와 Ok(2015)는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력과 일 열의의 관계가 유효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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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수중(2018)은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력에 따라 일 열의

의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일 열의의 하위 요소인 활력은 2년제 대학 재학/

졸업 집단이, 헌신은 대학원 이상 집단이, 몰두는 고졸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김청일(2016)은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원 이상의 

집단이 고졸 집단보다 일 열의가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직급과 관련한 일 열의에 대해, Lee와 Ok(2015)는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급과 일 열의의 관계가 유효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다.  

김면식(2015)이 금융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직급은 일 열의에 유

효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장수중(2018)은 호텔 종사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급에 따라 일 열의의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일 

열의의 하위 요소인 활력, 헌신, 몰두 모두 차장 이상의 집단이 가장 높은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김청일(2016)은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급이 일 열

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같은 업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고 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고용 형태와 관련한 일 열의에 대해, 직무 요구-자원 모형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이 

직무 요구의 요소라는 점에서 충족되지 않을 경우 비열의 상태에 이른다고 제시된 

바 있다(Demerouti, et al, 2001). Keating과 Heslin(2015)은 고용의 안정이 직원

들의 마인드(employee‘s mind set)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친

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장수중(2018)은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규직의 유무가 일 열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하였다. 한편, 이우경과 

최수일(2011)은 IT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이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보고함으로써 정규직 유무가 일 열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예측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봉 수준과 일 열의의 관계에 대해, 초기 직무 요구-자원 모형에서는 보상 수준 

자체가 직무 자원의 요소이기 때문에 보상 수준에 따라 비열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고 제시된 바 있다(Demerouti et al, 2001). 그리고, 최근까지도 연봉 수준은 직원

들의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어왔다(Bakker & 

Demerouti, 2007). Kulikowski(2018)는 폴란드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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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봉의 수준이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즉, 연봉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일 열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Kuilkowski는 동료와의 후

속연구를 통해 연봉의 수준은 일 열의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상사나 

동료의 지원이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Kulikowski & 

Sedlak, 2020). 따라서, 조직 보상과 일 열의의 관계를 분석할 때에 연봉 수준을 통

제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사 평가 등급(인사 고과)와 일 열의의 관계에 대해, Demerouti와 동료들의 연구

(2010)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프레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Kim, Kolb와 

Kim(2013)은 현실적으로 연구자가 조직의 인사 평가 데이터에 접근하고, 일 열의를 

설문 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사 평가 등급과 일 열의의 관계가 

실증적으로 연구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론적으로는 인사 평가 등급이 

높은 사람들은 성과를 높이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이와 같은 행동은 일 열의로 

나타나는 활력, 헌신, 몰두하는 자세로 표현되기 때문에 인사 평가 등급과 일 열의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emerouti, et al, 2010).

이직 의도와 일 열의의 관계에 대해 Shaufeli와 Bakker(2004)는 이직 의도가 직

무 자원의 부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직 의도가 높으면 일 열의

가 낮아질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Demerouti와 동료들의 연구(2010)에서는 일 

열의 중에서도 활력이 이직 의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r=-.20, 

p<.05). 

마. 종합 

지금까지 논의된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관련 주요 변인 간의 관

계를 종합하면, <표 Ⅱ-12>와 같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주요 이론을 바탕으로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

인과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조직의 인터벤션으로 경력 개발이 강조되는 최근의 

연구 흐름을 고려하여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의 관계에서 

경력 개발 지원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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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며, 

조직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권하영, 2021; 박진영, 2021; 

이대호, 2021; 이진영, 2021; 최민영, 2021).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특징은 

스스로의 에너지를 투입하고 몰두하는 일 열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장에 대한 기회를 중요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성향(Beecham, et al, 

2008; Couger, 1989; Frangos, 1997)으로 인해, 조직의 경력 개발 지원은 소프트

웨어 개발자가 일 열의를 가지는데 중요한 인터벤션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표 Ⅱ-13> 일 열의와 관련 주요 변인간의 관계 종합

변인간의 관계 주요 선행연구 관련 주요 이론

직

접

효

과

인사 평가 경험 → 일 열의

- 노미경(2018)

- 박기준(2021)

- 송지은, 이찬(2020)

- 윤소겸(2021)

- Adams(1965)

- Brown, Hyatt, & Benson(2010)

- Dusterhoff, Cunningham,& 

  MacGregor(2014)

- Ghosh, Rai, & Shinha(2014)) 

- Gupta & Kumar(2013)

- He, Zhy, & Zheng (2014)

- Kondrasuk(2012)

- Lee, Rocco, & Shuck (2020)

- LeVan(2017)

- Nair & Salleh(2015)

- Saks(2006) 

- Sanyal & Biswas(2014)

- Selvarajan & Cloninger(2012)

직무요구-자원모형

공정성 이론

조직 보상 → 일 열의

- 김찬선, 김상진(2006)

- 김상아, 조영일(2013)

- 이우경, 최수일(2011)

- 조은정, 한태영, 송채수(2018)

- Baddoo, Hall, & Jagielska(2006)

- Burn, Coger, & Ma(1992)

- Burn, Ma, & Na Tye(1995) 

- Cordero, DiTomaso, & Farris(1994)

직무요구-자원모형

사회적 교환이론

동기-위생 이론

이직인과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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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간의 관계 주요 선행연구 관련 주요 이론

- Freeney & Tiernan(2009)

- Joshi & Sodhi(2011)

- Jung & Yoon(2015)

- Koyuncu, Burke & Fiksenbaum

  (2006)

- Lee, Rocco, & Shuck(2020)

- Memon, Salleh & Barahom(2017)

- Salleh & Memon(2015)

- Sharma & Krishnan(2012)

- Smits, McLean, & Tanner (1993)

- Steyn(2010)

- Victor & Hoole (2017)

인사 평가 경험 → 조직 신뢰

- Agarwal(2014)

- Ashford, & Cummings(1983)

- Folger, Konovsky, & Cropanzano

(1992)

- Grubb(2007)

- Mayer & Davis(1999)

직무요구-자원모형

조직 신뢰 이론

조직 보상 → 조직 신뢰

- 문광수, 조항수, 이계훈, 오세진

  (2014)

- Gim, & Cheah(2020)

- Hausknect, Rodda, & Howard

(2009)

- Hughes & Rog(2008)

- Irshad & Afridi(2007)

- Ogbonnaya, Daniels, & 

  Nielsen(2017)

- Mayer, Davis, & Schoorman (1995)

- Nair & Salleh(2015)

- Piansoongnern, Anurit, & 

Kuivawattananonta(2011)

- Victor & Hoole(2017)

직무요구-자원모형

동기-위생 이론

조직 신뢰 이론

조직 신뢰 → 일 열의

- 김현주, 안성빈, 이종호(2019)

- 현병무(2016)

- Agarwal(2014)

- Bakker(2017)

- Chughtai & Buckley(2008)

- Grubb(2007)

- Gulbahar(2017) 

- Kahn(1990)

직무요구-자원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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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간의 관계 주요 선행연구 관련 주요 이론

- Katou(2013)

- Mayer, Davis, & Schoorman(1995) 

매

개

 

효

과

인사 평가 경험 → 

조직 신뢰 → 일 열의

- 김재경(2020)

- Adams(1965)

- Agarwal(2014)

- Brown, Hyatt, & Benson(2010)

- Gruman & Saks(2011)

- Gupta & Kumar(2013)

- Hendrix et al(1998)

- Kahn(1990)

- Katou(2013)

- Nair & Salleh(2015)

직무요구-자원모형

공정성 이론

사회적 교환이론

조직 신뢰 이론

조직 보상 → 

조직 신뢰 → 일 열의

- 윤소겸(2021)

- 이재원(2009)

- Agarwal(2014)

- Bagdadli, Roberson, & Paoletti 

  (2006)

- Frankel & Bednall(2016)

- Gim & Cheeah(2020)

- Hausknecht, Rodda, & Howard

  (2009)

- Hughes & Rog(2008) 

- Kahn(1990)

- Macey & Schneider(2008)

- Top, Akdre, & Tarcan, (2015)

직무요구-자원모형

조직 신뢰 이론

조

절 

효

과

인사 평가 경험 → 

경력 개발 지원 (조절) 

→  조직 신뢰 → 일 열의

- Agarwal(2014)

- Bakker & Demerouti(2007)

- Homans(1958)

- Katou(2013)

- Phung(2018)

직무요구-자원모형

사회적 교환이론

조직 신뢰 이론

조직 보상 → 

경력 개발 지원 (조절) 

→  조직 신뢰 → 일 열의

- Agarwal(2014)

- Bakker & Demerouti(2007)

- Eisenberger et al(1986)

- Homans(1958)

- McManus & Mosca(2015)

- Narang & Singh(2012)

직무요구-자원모형

사회적 교환이론

조직 신뢰 이론

인

구

통

계

연령 → 일 열의 

- Shaufeli, Bakker, & 

  Salanova(2006)

- Lee & Ok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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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간의 관계 주요 선행연구 관련 주요 이론

학

적

변

인

성별 → 일 열의

- Shaufeli, Bakker, & 

  Salanova(2006)

- 김전수(2015)

- 김정숙(2016)

학력 → 일 열의

- 김청일(2016)

- 장수중(2018)

- Lee & Ok (2015)

직급 →  일 열의

- 김면식(2015)

- 김청일(2016)

- 장수중(2018)

- Lee & Ok (2015)

고용 형태 →  일 열의

- 이우경, 최수일(2011)

- 장수중(2018)

- Demerouti et al(2001)

- Keating & Heslin(2015)

직무요구-자원모형

연봉 수준 →  일 열의

- Bakker & Demerouti(2007)

- Demerouti et al(2001)

- Kulikowski(2018)

- Kulikowski & Sedlak(2020)

직무요구-자원모형

인사 평가 등급  →  일 열의
- Demerouti, et al (2010)

- Kim, Kolb, & Kim(2013)
직무요구-자원모형

이직 의도 →  일 열의
- Demerouti, et al (2010) 

- Shaufeli & Bakker(2004)
직무요구-자원모형



- 90 -

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에서는 일 열의와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일 열의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그리고 조직 신뢰를 설정하였다. 이

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들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변인 간의 가설적 연구 

모형 [그림 Ⅲ-1]을 설정하였다.

 

[그림 Ⅲ-1] 연구 모형

연구 모형에 따르면 첫째, 인사 평가 경험은 조직 신뢰 및 일 열의에 직접적인 정

적 영향을 미치고, 인사 평가 경험은 조직 신뢰를 매개로 일 열의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조직 보상은 일 열의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고, 조직 

보상은 조직 신뢰를 매개로 일 열의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 조직 신뢰 및 일 열의의 관계는 경력 개발 지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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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기저 이론은 Bakker(2017)가 제시한 전략적/직원 참여적 접근을 통합

한 직무 요구-자원 모형이다. 해당 이론에 따르면, 직원들의 일 열의를 향상하기 위

한 직원들의 인사 평가 경험이나 조직 보상은 전략적 인사관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원 참여적 접근으로써 조직 신뢰는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직무 수준의 자원으로 매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

다. 그리고, 직원들의 경력 개발 지원은 개인의 개발을 지원하는 개인 수준의 자원으

로써 다른 변인들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직무 요구-자원 모형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이 연구는 사회적 교환이론

(Homans, 1958)과 조직 신뢰 이론(Agarwal, 2014; Katou, 2013)을 제시하고 있

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교환이론에 근거하여 평가/보상의 관점

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시됨에 따라(Kim & Choi, 2014),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교환

이론에 근거하여 경력 개발 지원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할 것이다.

또한, 조직 신뢰와 일 열의의 관계에 대한 조직 신뢰 이론(Agarwal, 2014; 

Katou, 2013)은 심리적 계약 관계에 따른 사회적 교환이론을 근거로 조직 신뢰의 

선행 요인으로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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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국내 소프트

웨어 개발자는 약 13만 6천명이며,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은 약 6만 8천 5백

명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 

이 연구에서는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상

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중에서 상위 30개 집단(2012)에 포함된 컴퓨터 프로그래

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기업이자, 소프트웨어산업협회(2021a)에 등록된 기업에 재

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위의 분류에 따르면, 총 19개 

기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에 재직하는 직원 수는 총 41,845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연구 계획 단계에서 각 기업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합병 진행중인 기

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기업의 경우 합병으로 인해 조직 내부

의 이슈가 존재하고 있어(원호연, 2020), 조직에 대한 신뢰나 이직 의도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을 제외하고 총 17개 

기업에 재직하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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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가입된 대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기준, 2021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8월 2일),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보도자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1년 10월 1일.) 회원 현황 

https://www.sw.or.kr/site/sw/intro/memberListGallery.do

한편, 구체적인 분류와 대상 기업 선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목표 모집단의 

규모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업 정보 공시의 직원 현황에도 재직자들의 직군 

또는 직무별 인원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속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자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한계점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비확률적 표집(non-probability sampling)의 유의 표집

(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여 기업별 협력자와 협의한 후 해당 조직 내에서 소

프트웨어 개발자의 특징에 따라 성실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고자 하

였으며, 선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응답을 독려하였다. 

유의 표집의 일반화를 위해서, 표집 크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

구분 기업명
직원 수 

(단위 : 명)

1 삼성SDS 12,355 (29.5%)

2 미라콤아이앤씨 2,066 (4.9%)

3 LG CNS 6,153 (14.7%)

4 현대오토에버 3,302 (7.9%)

5 포스코 ICT 1,983 (4.7%)

6 롯데정보통신 2,832 (6.8%)

7 신세계아이앤씨 908 (2.2%)

8 KT DS 1,401 (3.3%)

9 KT NexR 78 (0.2%)

10 CJ 올리브네트웍스 1,100 (2.6%)

11 카카오 2,767 (6.6%)

12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832 (2.0%)

13 네이버 3,390 (8.1%)

14 네이버 클라우드 652 (1.6%)

15 한진정보통신 375 (0.9%)

16 아시아나IDT 447 (1.1%)

17 농협정보시스템 551 (1.3%)

18 현대 IT&E 389 (0.9%)

19 교보정보통신 264 (0.6%)

총 합계 41,84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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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가 있다(김재웅, 양미경, 채서영, 2006; 류근관, 2005; 우종필, 2012; 

Krejcie & Morgan, 1970). 류근관(2005)은 사회 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300

명 이상의 표본을 확보한 경우 대체로 모집단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제시하

였으며, 김재웅, 양미경, 채서영(2006)은 요인분석을 위해 최소 200개 이상의 표본

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우종필(2012)은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

해 필요한 표본 수가 200~400이며, 400 이상의 표본은 오히려 모형 적합도를 낮게 

추정할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Krejcie와 Morgan(1970)은 모집단의 규모가 

25만명이 넘을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384명 이상의 표본수가 바람직하다고 제시

하기도 하였다(Krejcie & Morgan, 1970).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이 연구에서도 

384명 이상의 규모를 표집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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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 조사 도구는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조사 도구는 <표 Ⅲ-2>와 같이 

일 열의,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 및 경력 개발 지원 척도로 구성하였

으며, 그 외 인구 통계학적 특성 척도가 포함되었다. 인사 평가 경험 변인의 구성 요

소인 평가 정확성, 평가 유용성, 평가 절차 공정성, 평가 분배 공정성, 평가 상호작용 

공정성은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 열의, 조직 보상, 조

직 신뢰 및 경력 개발 지원은 기존의 도구를 연구 대상과 목적에 맞게 타당도 검증

을 거쳐 사용하였다.

 

구분 문항 번호
문항 

수(개)
출처

일 열의

활력 Ⅰ. 1-3 3 Schaufeli, Bakker, & 

Salanova(2006),

임소현(2019)

몰두 Ⅰ. 4-6 3

전념 Ⅰ. 7-9 3

인사 평가 경험

평가 정확성 Ⅱ. 1-4 4

연구자 개발

평가 유용성 Ⅱ. 5-8 4

절차 공정성 Ⅱ. 9-14 6

분배 공정성 Ⅱ. 15-18 4

상호작용 공정성 Ⅱ. 19-23 5

조직 보상

임금만족 Ⅲ. 1-9 9 Heneman&Schwab

(1985), 이광희(1999)복리후생 Ⅲ. 10-12 3

승진기회 Ⅱ.13-16 4
Price(1997), 

이우경(2010)

조직 신뢰 조직 신뢰 Ⅴ.1-6 6
이영석, 오동근, 서용원

(2004)

경력 개발 지원
전략적 체계성 Ⅵ. 1-4 4

서경민(2010)
운영적 체계성 Ⅵ. 5-8 4

인구통계학적변인

성별, 연령, 직급, 학력, 

경력 년수, 근속 년수, 

정규직 유무, 연봉 수준, 

인사 평가 등급, 

경력 개발 시간, 이직의도

Ⅵ. 1-11 11

합 계 73

<표 Ⅲ-2> 조사 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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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열의

이 연구에서 일 열의는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업무 관련 마음 상

태로, 활력, 헌신, 몰두 등의 심리 상태로 나타난다는 Schaufeli와 동료들(2002)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여러 번 측정되고 최근까지 지

속적으로 타당화되어온 Schaufeli, Bakker와 Salanova(2006)의 UWES-9의 도구

를 활용하여 일 열의를 활력, 전념, 몰두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백수진(2016)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결과 .925의 신뢰도를 보였으며, 임

소현(2019)에서는 활력 .714, 전념 .843, 몰두 .726의 신뢰도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도구를 활용하되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통해 각 문항

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내용 타당도 검증에는 전문

가들의 대표성 및 적절성, 전문적 지식과 능력, 참여의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고(표 Ⅲ-9 참조), 안면 타당도를 검증에는 5년 이상의 소

프트웨어 개발자 경력을 가진 패널이 5명 참여하였다(표 Ⅲ-11 참조).

그 결과,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검증한 패널들의 의견 합의도가 80% 이상

으로 나타났다. 다만, 안면 타당도 검토시 문항의 어휘에 있어서‘내가 하는 일은 나

를 고취시킨다’라는 표현을 능동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나는 일을 하면서 고취된

다’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내용을 조정하였다. (부

록 표 1-2 참고)

일 열의 도구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본조사에

서 활력은 .867, 몰두는 .867, 전념은 .864로 나타났고, 일 열의 전체 신뢰도는 

.918로 나타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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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열의 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KMO=.90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은 유의 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일 열의 요인 분석 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최대 우도 분석 결과 3개 요인의 회전 제곱합 적재량이 총 70.274%이며, 직접 오블

리민 방식의 최대 우도 분석 결과 9회 요인 회전에서 3개의 요인으로 수렴되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활력, 몰두, 전념이 모두 개별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관찰변인 문항
요인

1 2 3

활력

나는 직장에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001 .907 -.046

나는 일할 때 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147 .677 -.076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가고 싶다. -.002 .762 .032

몰두

나는 내 일에 대해 열정적이다. .884 -.053 .051

나는 일을 하면서 고취된다. .696 -.090 -.064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754 -.005 -.049

전념

나는 열심히 일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037 -.159 .625

나는 업무에 깊이 몰두한다. .335 .116 .628

나는 일할 때 열중한다. -.073 -.021 .968

<표 Ⅲ-4> 일 열의 본조사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에 이어, 일 열의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

든 잠재 변인의 개념 신뢰도(construct reality; CR)는 .70 이상, 평균 분산 추출값

변인 및 하위요인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150) 본조사(n=420)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 .905 .918

활력 .865 .867

몰두 .846 .867

전념 .868 .864

<표 Ⅲ-3> 일 열의 측정 도구의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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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50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도를 만족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표준화 요인 적재량은 모든 관측 변인이 .50 이상으로 나타

나 집중 타당도를 저해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잠재 

변인
관측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개념

신뢰도

평균분산

추출

활력

활력1 1.000 .915

.884 .720활력2 0.898 .851 0.039 22.917

활력3 0.847 .731 0.047 17.993

몰두

몰두1 1.000 .871

.895 .739몰두2 0.922 .826 0.044 21.116

몰두3 1.029 .796 0.052 19.910

전념

전념1 1.000 .755

.903 .757전념2 1.136 .857 0.064 17.620

전념3 1.111 .870 0.062 17.834

주1) Chi-square= 64.712, Degrees of freedom = 24, RMSEA= .064, TLI= .976, CFI= .984

<표 Ⅲ-5> 일 열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이어서 일 열의 측정 모형의 판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는데, 잠재 변인 간 추정된 상

관계수의 제곱보다 모든 평균 분산 추출값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 열의 

측정 모형의 판별 타당도는 확보되었다.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상관계수2

활력 ↔ 몰두 .811 .658

활력 ↔ 전념 .611 .373

몰두 ↔ 전념 .818 .669

<표 Ⅲ-6> 일 열의 측정 모형의 잠재 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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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사 평가 경험

이 연구에서 인사 평가 경험 측정 도구의 개발은 1) 구인화 및 측정 문항 초안 개

발, 2) 수정된 델파이 방법을 통한 전문가 및 연구 대상자 검토, 3) 설문조사를 통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순서의 절차를 거쳐 개발하였다. ([그림 Ⅲ-2] 참조).

[그림 Ⅲ-2] 인사 평가 경험 측정도구 개발 절차

1) 검사 목적 확립

인사 평가 경험은 직원들이 피평가자로서 평가를 경험하면서 회사의 평가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이상적인 사항과 실제 평가 제도의 사이에서 형성한 회사의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소프

트웨어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 평가 경험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인사 평가 경

험 측정 도구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

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평가의 과정에서 인식하게 되는 인

사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수준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들은 평가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평가자가 인식한 정확성, 유용성, 공정성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인사 평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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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들 하위 구인의 내용에 더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는 것을 나타낸다. 

이 도구의 주된 사용자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이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인

사 평가 경험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인사 평가 경

험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인사 평가 경험을 향상하기 위

해서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전략적 인사관리 및 인재 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구인화 모형(안) 설정

조사 도구를 구인화하는 목적은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구인에 대한 개념과 이에 

따른 행동 유형을 파악하여 특정 도구가 어떠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도록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백순근, 2004; 정철영, 2002). 이에 

근거하여, 인사 평가 경험에 대한 구인은 인사 평가와 직원 경험, 피평가자가 인식하

는 인사 평가에 대한 인식의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인사 평가의 경험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면, 인사 평가 경험은 피평가자가 

평가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사항과 회사가 인사 평가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제도적

인 측면 사이에서 피평가자가 형성한 인사 평가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사 평가 경험에 대한 구인은 직원 경험의 구인과 피평가자가 인식하는 인사 

평가에 대한 인식의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진행하였다.

먼저, 조직에서의 직원 경험은 Morgan(2017)의 연구와 국내의 백림정, 홍희선, 

한진수(2019)의 연구와 확인할 수 있다. Morgan(2017)은 직원 경험을 물리적 경

험(physical), 기술적 경험(technological), 문화적 경험(culture)으로 나누어 각각의 

내용을 세분화하였다. 물리적 경험은 근무 환경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술적 

경험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사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Morgan(2017)의 직원 경험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문화적 경험

으로, 해당 요소는 조직에서의 목적의식, 공정한 대우, 직원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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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멘토 역할의 관리자, 팀의 소속감, 성장 기회, 고용 브랜드, 다양성과 포용, 건강

과 웰빙, 윤리적 평판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Morgan(2017)은 직원의 조직에 

대한 기대사항과 조직에서 직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과 성과 사이에서 물리적, 기술

적, 문화적 요소가 맥락적인 조직 내의 개인화된 경험을 형성하게 된다고 제시하였

다. 

국내에서는 백림정, 홍희선, 한진수(2019)가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터에서의 

직원 경험이 조직 몰입과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직원 경험의 요소

를 근무 환경, 성과관리 프로세스, 성장 기회, 시스템 지원이라는 형태로 구분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근무 환경은 Morgan의 연구(2017)에서 제시했던 물리적 요소에, 시

스템 지원은 기술적 요소에 해당되고, 성장 기회와 성과관리 프로세스는 문화적 요소

로 구분된다. 두 연구 모두 조직에서 이 조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구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Morgan(2017)이나 백림정, 홍

희선, 한진수(2019)가 제시한 개념에서 성장에 대한 피드백이나 성과관리에 대한 내

용들은 인사 평가 경험의 요소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평가자가 인식하는 인사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박지성, 김승희, 류성민, 

2016; 송지은, 이찬, 2020; 한태영, 2010; 한태영, 2015; Greller, 1978; Keeping 

& Levy, 2000)에 따르면, 인사 평가 경험은 평가의 과정과 제도에 대해 직원들이 

회기를 거쳐 스스로 태도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개념이며, 피평가자가 평가에 대해 

인식한 정확성, 유용성, 만족도, 공정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평가자 관점에서 

인사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은 평가 제도의 정확성에 대해 느끼는 주관을 의미

하며, 인사 평가의 유용성은 피평가자가 인사 평가 피드백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이다. 또한, 인사 평가 만족도는 평가 방법, 평가 과정과 평가 제도에 대해 피평

가자가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인사 평가 공정성은 해당 평가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피평가자의 인식을 의미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피평가자가 지난 

평가의 과정을 회기하고 평가의 과정에 있어서 인식한 요소들을 평가한다는 점이다.

인사 평가에 대해 피평가자가 인식한 효과성에 대한 도구는 Cropanzano, Prehar

와 Chen(2002), Keeping과 Levy(2000), Jawahar(2007), Thurston과 McNall 

(2010), 한태영(2010), 한태영(2015)의 도구가 있다. 평가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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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ing과 Levy(2000)와 한태영(2010), 한태영(2015)은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

정성의 요소만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평가자가 상사와 평가 과정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공정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호작용 공정성의 요소는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한태영(2010)은 도구 개발 과정에서는 평가 상호작용 공정성에 

대해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도구에서 상호작용 공정성이 유의한 도구

의 영향력을 가지지 못함에 따라 타당화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반면, 

Cropanzano, Prehar와 Chen(2002), Jawahar(2007), Thurston과 McNall(2010)

의 도구에서는 평가에서의 공정성 인식이 세분화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Jawahar(2007)나 Thurston(2010)은 상호작용 공정성의 항목도 더 

세분화하여 상호 작용 수준과 정보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직원도 조직의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론에 따르면(Pine 

& Gilmore, 2001), 평가자는 조직에서 제시한 평가 제도와 취지, 절차를 수행하는 

연기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평가자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조직의 평가 제도나 절차,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구분

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평가에 대한 공정성의 인식에서 

평가자가 조직의 대리인으로서 평가에 있어서 공정한 태도를 취했는지 등의 요소를 

확인함으로써 평가자에 의한 공정성의 인식을 분리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Cropanzano, Prehar와 Chen(2002), Jawahar(2007), Thurston과 McNall(2010)

의 선행연구에서도 평가 공정성에 있어서 상호작용 공정성을 측정하는 것은 인사 평

가에 대한 피평가자의 태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준거 결핍(criterion 

deficiency)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제시된 바 있다.

또한, Keeping과 Levy(2000)의 도구와 한태영(2010)의 도구에서는 평가 만족을 

평가 시스템과 평가를 지원하는 제도적인 측면의 만족 요인과 개인의 평가 점수를 

산출하는 평가자의 평가 행동 및 평가 운용의 과정에 대한 만족 요인으로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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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인사 평가 경험 구성 요인 종합 

그러나, 평가 수용성의 결과로 평가 만족을 제시하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했을 때

(Cardy & Dobbins, 1994; Cawley, Keeping & Levy, 1998; Culbertson, 

Henning, & Payne, 2013; Farndale, & Kelliher, 2013), 인사 평가 경험 대한 긍

정적인 인식은 결국 인사 평가에 대한 만족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는 

개념적인 공통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었다. 직원 경험은 조직에서 만족과 불만족, 인

식, 흥미, 놀라움, 호기심 등 다양한 형태의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와 같은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McLeod & TetzLaff, 2016). 또한, 

Thurston과 McNall(2010)은 Keeping과 Levy(2000)의 도구에서 측정하고 있는 

평가에 대한 제도적이고 과정적인 만족이 결국 평가에 대한 인식의 결과적인 측면이

며, 평가의 유용성이나 절차 공정성, 분배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등과 구분되기 어

렵다고 비판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평가 만족과 평가의 유용성, 공정성을 별도로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평가 만족이 결국 각 하위 요인들과 

상관성이 높으므로 인사 평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때에는 만족의 요소를 별도로 구

분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Keeping과 Levy(2000)

구분
Keeping & 

Levy(2000)

Cropanzano, 

Prehar, & 

Chen(2002)

Jawahrar

(2007)

Thurston & 

McNall

(2010)

한태영

(2010)

한태영

(2015)

평가 정확성 ● ● ● ●

평가 유용성 ● ● ● ● ●

평가

공정성

평가 

절차공정성
● ● ● ● ● ●

평가 

분배공정성
● ● ● ● ● ●

평가 

상호작용 

공정성

● ● ●

평가

만족

평가 

과정만족
● ● ● ●

평가 

절차만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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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한태영(2010), 한태영(2015)의 도구에서 제시한 평가 만족의 요소를 제외하였

다.

또한, 한태영의 연구(2015)에서는 인사 평가 경험을 측정할 때 피평가자 관점의 

인사 평가에 대한 태도라고 하더라도 측정 주체가 조직 수준에서 측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도 모든 구인화의 내용은 개인 수준이 아닌 조

직 수준으로 구분하고, 인사 평가 경험을 조직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자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그림 Ⅲ-3]과 같이 구인화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Ⅲ-3] 인사 평가 경험에 대한 개념적 구인

3) 예비 문항 Pool 작성

측정 도구의 초안은 연구자가 설정한 인사 평가 경험의 구인화 모형에 따라 선행

연구의 분석한 뒤 25문항의 예비 문항 풀(pool)로 구성하였다. 문항 풀은 강여진, 장

지원(2005), 남승하(2013), 박지성, 김승희, 류성민(2016), 한태영(2015), 

Kuvaas(2011), McFarlin과 Sweeney(1992), Moorman(1991), Roch, 

Sternburgh와 Caputo(2007)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들을 참고하였다. 박지성, 김

승희, 류성민(2016)과 한태영(2015)이 제시한 문항은 Keeping & Levy(2000)의 

문항에 기초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의 대상이 조직에 대한 경험의 수준이므로, 각 하

위 고인의 내용을 구인화된 조건/상황에 따라 조직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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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듬어서 작성하였다. 

그러나, 인사 평가 경험의 예비문항 Pool은 기존의 조사 도구를 기반으로 구성했다

는 점에서 현장의 관점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항의 

보완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소속된 기업의 인사 평가 담당자 및 HRD분야 학

계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검토 의견을 받았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상

으로 한 인사 평가 경험의 내용적인 요소가 예비 문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Ⅲ-8> 인사 평가 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예비 문항

구인화 no. 문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➉ 

평가 

정확성

1
우리 회사는 직원의 업무 수행 목표와 목표 

달성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한다. 
● ●

2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는 중요한 부분

이다.

● ● ● ●

3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에서 얼마나 많은 업무를 

완료했는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 ● ● ●

4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에서 업무 수행중 실수한 

빈도/정도는 중요하게 반영된다.
● ●

평가 

유용성

5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직원에게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 ● ●

6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은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 ● ●

7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은 팀에서 직원이 

해야할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

8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은 직원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준다.
● ● ●

9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와 팀 성과간의 

연결 관계를 이해한다.

● ●

평가 절차 

공정성

10
우리 회사에는 인사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 ● ● ● ●

11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제도는 일관되게 

적용된다.
● ● ●

12
우리 회사는 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조직 구성원

의 의견을 수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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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① 강여진, 장지원(2005) ②남승하(2013), ③박지성, 김승희, 류성민(2016), ④한태영(2015), 

⑤Mayer & Davis (1999)  ⑥Kuvaas(2011), ⑦Moorman(1991), ⑧Roch, Sternburgh, & Caputo(2007)

⑨ 전문가 추가 의견, ➉ 예비문항 선정 결과

구인화 no. 문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➉ 

13

우리 회사에는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공지하고, 중간 점검하고, 최종 평가하는 

평가 절차가 있다.

● ●

14
우리 회사의 조직 구조를 고려했을 때, 

회사에서 진행하는 절대 평가 제도는 타당하다.
● ● ●

15
우리 회사의 조직 구조를 고려했을 때, 

회사에서 진행하는 상대 평가 제도는 타당하다.
● ● ●

평가 분배 

공정성

16

우리 회사는 직원의 업무처리에 따른 노력과 

능력의 정도에 따라 공정한 인사 평가를 

진행한다.

● ● ● ● ● ●

17
우리 회사는 업무 목표에 따라 달성한 성과에 

기반하여 공정한 인사 평가가 진행한다.
● ●

18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직원들이 맡은 책임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진행된다.
● ● ● ● ●

19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는 직원이 조직에 

공헌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 ● ● ● ● ●

20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는 실제 개인의 

성과나 주변 동료들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정당하다.

● ● ●

평가 

상호작용 

공정성

21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평가자의 개인적인 편견을 배제하고자 

노력한다.

● ● ● ●

22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피평가자에게 

인사 평가의 목적과 인사 평가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 ● ● ●

23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평가자에게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 ●

24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인사 평가를 진행할 때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
● ● ●

25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인사 평가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피평가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소통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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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 타당도 검증

이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한 예비 문항이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을 측정하기에 타당한지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거쳐 

문항을 수정하였다. 전문가 선정은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

정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대표성 및 적절성, 전문적 지식과 능력, 참여의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약 7명의 전문가 패널

을 구성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표 Ⅲ-9> 인사 평가 경험 도구 내용 타당도 검수 패널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Lynn(1986)의 Index of Content 

Validity(I-CVI)기준을 참고하여 각 문항의 구성이 ‘매우 타당하다’를 4점, ‘타

당하나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를 3점, ‘수정하지 않는 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

다’를 2점, ‘매우 부적합하다’를 1점으로 한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각 내용에 대

하여 3점 이상의 점수를 응답한 전문가의 비율인 CVI를 산출하였다. 즉, 전문가가 

해당 문항에 대해 1-2점을 부여한 경우 타당도는 0점, 3-4점을 부여한 경우 해당 

문항에 대한 타당도는 1점이며, CVI값은 평가에 참여한 총 전문가의 인원 대비 3점 

또는 4점을 부여한 전문가의 인원을 나누어 계산한다. Lynn(1986)에서는 CVI값이 

전문가가 3-5명이면 1.00, 그리고 6-10명이면 0.78 이상이어야 문항의 타당도가 

구분 전문성 조건 인원 역할

내용

타당도

검수

‧ HR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HR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7명

‧ 인사 평가 경험의 개념에 

 기반하여 구인이 타당한지 검증

‧ 문항이 하나의 단일요인을 

 측정하기에 적합한지 검증

구분 소속 학위 경력

1 대학 교육학 박사 31년

2 대학 교육학 박사 15년

3 대학 HRD 박사 7년

4 연구소 HRD 박사 13년

5 기업 HRD 박사 13년

6 기업 경영학 박사 16년

7 기업 경영학 박사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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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된 것이라고 보았으며, 최근에는 CVI값이 0.8 이상인 경우 적절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류기욱, 향용숙, 최모나. 2020; Polit, Beck, & Owen, 2007).

이 연구에서는 인사 평가 경험 도구의 타당화를 위하여 1차적으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이후, 문항과 내용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한 이후 2차로 

다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3차적으로 각 문항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용을 문항

을 확정하였다. 1,2차 타당도를 진행한 결과, 전문가 7인의 합의율이 만족되지 못한 

3개 문항(평가 정확성 1문항, 평가 유용성 1문항, 평가 분배 공정성 1문항)은 삭제

되었으며, 평가 정확성에는 1문항이 추가되었다(부록 1). 그리고 3차 타당도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율이 85.7% 이상인 23개 문항에 대해 내용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Ⅲ-10> 인사 평가 경험 도구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

구인화 no. 문항
평균점수

(4점 만점)

합의도

(CVI)

평가 

정확성

1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업무 수행 목표와 달성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3.71 1.00 

2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열정을 기울였는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3.86 1.00 

3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에서 업무 목표와 비교하여 얼마

나 많은 업무를 완료 했는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3.71 1.00 

4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개인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

하고 있다.
3.71 1.00 

평가 

유용성

5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임직원에게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3.71 1.00 

6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은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인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이해를 

돕는다.

3.71 0.86 

7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은 임직원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준다.
3.57 1.00 

8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임직원들은 

본인의 업무와 팀 성과간의 연계성을 이해한다.
3.43 0.86 

평가 

절차 

공정성

9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 결과의 이의 제기 절차가 있다. 3.71 1.00 

10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제도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에 근

거하여 모든 피평가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된다.
3.86 1.00 

11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 제도에 대해 임직원의 3.7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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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합의도(CVI)는 각 개별 문항에 대한 합의도(item level content validity index)를 표기하여, 

      3점 또는 4점에 응답한 전문가를 1으로, 2점 또는 1점에 응답한 전문가를 0으로 표기하여 

      각 항목에 3점 또는 4점에 응답한 전문가의 비율을 계산한 숫자임 

5) 안면 타당도 검증

내용 타당도 검증까지 완료된 도구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 경력이 5년 이상인 연구 대상자 5

인에게 안면 타당도를 검토받았다.

안면 타당도의 적절성 역시 각 패널들에게 CVI를 기준으로 한 질문지를 배부하였

고, 각 내용에 대하여 3점 이상의 점수를 응답한 전문가의 비율인 CVI를 산출하였

구인화 no. 문항
평균점수

(4점 만점)

합의도

(CVI)

의견을 수렴한다.

12
우리 회사는 임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공지하고 중간 점검하며, 평가하는 절차를 준수한다.
3.71 1.00 

13

개인에게 부여하는 성과/역량의 목표를 고려할 때, 우리 

회사에서 목표 달성에 따라 평가하는 절대 평가 제도는 

공정하다.

3.14 0.86

14

개인에게 부여하는 성과/역량의 목표를 고려할 때, 우리 

회사에서 상대적 성과에 따라 평가하는 상대 평가 제도

는 공정하다.

3.14 0.86 

평가 

분배 

공정성

15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는 임직원의 업무 처리 능력 

정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평가된다.
3.57 0.86 

16
우리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는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된다.
3.57 0.86 

17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는 임직원이 조직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차등화 된다.
3.86 1.00 

18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는 실제 개인의 성과나 주변 

동료들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공정하다.
3.43 0.86 

평가 

상호작용 

공정성

19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와 관련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평

가자의 개인적인 편견을 배제하고자 노력한다.
3.71 1.00 

20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피평가자에게 인사 평가의 목적과 

인사 평가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3.71 1.00 

21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적절한 시점에 피평가자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시한다.
3.43 0.86 

22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인사 평가를 진행할 때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의사소통한다.
3.43 0.86 

23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인사 평가를 진행 하는데 있어서 

피평가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소통한다.
3.57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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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평가 분배 공정성을 묻는 문항들의 어휘에 있어서 ‘인사 평가 결과’

라는 표현은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 ‘인사 평가 결과(등급/점수)’로 구체화하여 

표기했으면 좋겠다는 수정 의견이 있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수정한 결

과를 토대로, 본 도구에서는 전문가 5인이 각 문항에 대해 80% 이상의 합의율을 만

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11> 인사 평가 경험 도구 안면 타당도 검수 패널

<표 Ⅲ-12> 인사 평가 경험 측정 도구 안면 타당도 검증 결과

구분 전문성 조건 인원 역할

안면

타당도

검수

‧ 소프트웨어 개발자 경력 5년 이상 5명

‧ 각 문항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경험하는 인사 평가 경험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증

구분 수행 업무 직급 업무 경력

1 소프트웨어 개발 차장 16년

2 소프트웨어 개발 차장 12년

3 소프트웨어 개발 과장 7년

4 소프트웨어 개발 대리 7년

5 소프트웨어 개발 대리 5년

구인화 no. 문항
평균점수

(4점 만점)

합의도

(CVI)

평가 

정확성

1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업무 수행 목표와 달성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4.00 1.00 

2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열정을 기울였는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4.00 1.00 

3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에서 업무 목표와 비교하여 얼마

나 많은 업무를 완료 했는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3.80 1.00 

4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개인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

하고 있다.
4.00 1.00 

평가 

유용성

5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임직원에게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3.80 1.00 

6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은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인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이해를 

돕는다.

3.60 0.80 

7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은 임직원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준다.
3.20 0.80 

8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임직원들은 

본인의 업무와 팀 성과간의 연계성을 이해한다.
3.60 0.80 

평가 9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 결과의 이의 제기 절차가 있다. 4.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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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 조사

이 연구에서는 내용 타당도 및 안면 타당도 검증을 통해 개발된 인사 평가 경험 

예비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 150명을 

임의 표집하여 예비 조사용 설문지로 신뢰도, 변별 타당도 및 구인 타당도의 검증을 

진행하였다. 

인사 평가 경험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KMO=.94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유

의 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인사 평가 경험 요인 분석 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

구인화 no. 문항
평균점수

(4점 만점)

합의도

(CVI)

절차 

공정성

10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제도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에 근

거하여 모든 피평가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된다.
4.00 1.00 

11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 제도에 대해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3.60 0.80

12
우리 회사는 임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공지하고 중간 점검하며, 평가하는 절차를 준수한다.
3.80 1.00 

13

개인에게 부여하는 성과/역량의 목표를 고려할 때, 우리 

회사에서 목표 달성에 따라 평가하는 절대 평가 제도는 

공정하다.

3.00 0.80 

14

개인에게 부여하는 성과/역량의 목표를 고려할 때, 우리 

회사에서 상대적 성과에 따라 평가하는 상대 평가 제도

는 공정하다.

3.00 0.80 

평가 

분배 

공정성

15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등급/점수)는 임직원의 업무 

처리 능력 정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평가된다.
3.60 0.80

16
우리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등급/점수)는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된다.
3.60 0.80 

17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등급/점수)는 임직원이 조직

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차등화 된다.
3.60 0.80 

18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등급/점수)는 실제 개인의 

성과나 주변 동료들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공정하다.
3.60 0.80 

평가 

상호작용 

공정성

19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와 관련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평

가자의 개인적인 편견을 배제하고자 노력한다.
4.00 1.00 

20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피평가자에게 인사 평가의 목적과 

인사 평가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4.00 1.00 

21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적절한 시점에 피평가자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시한다.
4.00 1.00 

22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인사 평가를 진행할 때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의사소통한다.
3.40 0.80 

23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인사 평가를 진행 하는데 있어서 

피평가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소통한다.
4.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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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대 우도 분석 결과 5개 요인의 회전 제곱합 적재량이 총 73.148%이며, 최대

우도법의 직접 오블리민 회전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9회 요인 회전에서 5개의 요인

으로 수렴되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평가 정확성, 평가 유용성, 평가 절차 공정

성, 평가 분배 공정성, 평가 상호작용 공정성이 모두 개별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신뢰도 검증 결과, 평가 정확성 .903, 평가 유용성 .939, 평가 절차 공정성 

.931, 평가 분배 공정성 .885, 평가 상호작용 공정성 .925로 나타났고, 인사 평가 경

험 전체 신뢰도는 .963으로 나타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관찰변인 문항
요인

1 2 3 4 5

평가

정확성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업무 수행 목표와 달성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100 -.004 .136 .035 .663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열정을 기울였는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001 -.001 .013 .128 .799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에서 업무 목표와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업무를 완료 했는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014 .129 -.016 -.017 .797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개인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133 .056 .074 .111 .603

평가

유용성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임직원에게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761 .029 .025 .098 .114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은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인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이해를 

돕는다.

.787 .039 .088 -.033 .099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은 임직원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준다.
.784 .094 .076 .068 -.033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임직원들은 

본인의 업무와 팀 성과간의 연계성을 이해한다.
.584 .042 .019 .187 .128

평가

절차

공정성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 결과의 이의 제기 절차가 있다. -.120 .052 .882 .030 -.059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제도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에 

근거하여 모든 피평가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된다.
.175 .039 .648 .031 .074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 제도에 대해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217 .005 .635 .027 .095

우리 회사는 임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

를 공지하고 중간 점검하며, 평가하는 절차를 준수한

다.

.000 .034 .838 .018 .015

<표 Ⅲ-13>  인사 평가 경험 예비 조사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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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조사

본조사 실시 단계에서는 예비 조사 분석 단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 문항을 

기준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예비 조사 단계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신뢰도, 변별 

타당도와 구인 타당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α)를 도출하여 전체 문항의 신뢰도 및 하위 구인별 신뢰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

한, 변별 타당도 검증의 경우 예비 문항의 세부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를 검

증하였다. 그리고, 구인 타당도의 경우 상관행렬이나 표본의 크기가 요인 분석에 적

합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KMO(Kaiser-Meyer Olkin)값과 문항별 요인 적재량

(factor loding)값을 확인하여 문항이 타당한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

관찰변인 문항
요인

1 2 3 4 5

개인에게 부여하는 성과/역량의 목표를 고려할 때, 

우리 회사에서 목표 달성에 따라 평가하는 절대 평가 

제도는 공정하다.

.189 -.035 .553 .085 .214

개인에게 부여하는 성과/역량의 목표를 고려할 때, 

우리 회사에서 상대적 성과에 따라 평가하는 상대 평

가 제도는 공정하다.

.259 -.009 .470 .003 .204

평가

분배

공정성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등급/점수)는 임직원의 

업무 처리 능력 정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평가된다.
.100 .775 -.057 .001 .120

우리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등급/점수)는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된다.
-.004 .875 -.026 -.042 .057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등급/점수)는 임직원이 

조직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차등화 된다.
.000 .781 .035 -.031 .035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등급/점수)는 실제 개인의 

성과나 주변 동료들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공정하다.
-.031 .722 .077 .091 -.106

평가

상호

작용

공정성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와 관련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평가자의 개인적인 편견을 배제하고자 노력한다.
-.025 -.074 .052 .783 .135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피평가자에게 인사 평가의 

목적과 인사 평가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061 .025 -.074 .881 .030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적절한 시점에 피평가자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시한다.
.371 .095 .082 .557 -.154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인사 평가를 진행할 때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의사소통한다.
-.090 .082 .040 .772 .086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인사 평가를 진행 하는데 

있어서 피평가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소통한다.
.095 .021 .099 .739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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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분석은 최대 우도법의 직접 오블리민 회전 방식의 분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였

다.

인사 평가 경험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평가 정확성 .849, 평가 유용성 .934, 평가 절차 공정성 .924, 평가 분배 공정성 

.884, 평가 상호작용 공정성 .926으로 나타났고, 인사 평가 경험의 전체 신뢰도는 

.959로 나타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준거 세부기준

문항분석

왜도
자료 분포의 기울어진 방향과 정도를 의미하며 도출된 값이, 절대값 기준 

2 이내(-2<왜도<2)일 경우 수용 가능(Curran, West, & Finch, 1996).

첨도
자료 분포가 평균을 중심으로 뾰족함의 정도를 의미하며, 절대값 기준 7

이내(-7<첨도<7)일 경우에 수용 가능(Curran, West, & Finch, 1996).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

일반적으로 .3 이상인 경우에 수용 가능하나, 하위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

과 상관 계수가 더 높을 경우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함(Field, 2013).

탐색적 

요인분석

KMO값

KMO(Kaiser-Meyer-Olkin)값은 1에 가까울수록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적

합하며, .6이상인 경우 문항 간 상관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Kaiser, 1974).

Barlett 

구형성 검정

상관행렬이 단위행렬과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며,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서원진 외, 2018).

요인도출 

기준

카이저(Kaiser) 방법(고유값 1 이상을 하위요인으로 도출)과 이론적 설명

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원진 외, 2018).

요인적재량
관찰변인이 잠재 변인을 설명하는 요인적재량이 .4 이상일 경우에 수용가

능(Stevens, 1992).

상관관계 분석 상관계수 값이 .35 이상일 경우에 수용 가능(Taylor, 1990).

신뢰도 분석
Cronbach Alpha값이 .7 이상일 경우에 수용 가능(Christmann & Van, 

2006).

확인적 요인분석
주요 적합도지수 RMSEA(≤.10), GFI/CFI/TLI(≥.90) 종합 검토(Hu & 

Bentler, 1999).

자료: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종합

<표 Ⅲ-14> 인사 평가 경험 도구 개발을 위한 주요 통계치 검토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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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및 하위요인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150) 본조사(n=420)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 .963 .959

평가 정확성 .903 .849

평가 유용성 .939 .934

평가 절차 공정성 .931 .924

평가 분배 공정성 .885 .884

평가 상호작용 공정성 .925 .926

<표 Ⅲ-15> 인사 평가 경험 측정 도구의 신뢰도 계수

인사 평가 경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KMO=.95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유

의 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인사 평가 경험 요인 분석 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

다. 최대 우도 분석 결과 5개 요인의 회전 제곱합 적재량이 총 69.746%이며, 직접 

오블리민 사각 회전 방식의 최대 우도 분석 결과 15회 요인 회전에서 5개의 요인으

로 수렴되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평가 정확성, 평가 유용성, 평가 절차 공정성, 

평가 분배 공정성, 평가 상호작용 공정성이 모두 개별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관찰변인 문항
요인

1 2 3 4 5

평가

정확성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업무 수행 목표와 달성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118 .054 .101 -.046 .597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열정을 기울였는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082 .027 -.025 -.058 .701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에서 업무 목표와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업무를 완료 했는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048 .028 .048 -.028 .608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개인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280 .057 .046 -.082 .515

평가

유용성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임직원에게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737 .018 .010 -.101 .111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은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인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이해를 

돕는다.

.792 .015 .142 .046 .051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은 임직원이 .840 .033 .029 .001 .028

<표 Ⅲ-16> 인사 평가 경험 본조사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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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에 이어, 인사 평가 경험 도구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

시하였다. 집중 타당도는 관측 변인이 하나의 잠재 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의

미하며, 요인 적재량과 개념 신뢰도(CR), 평균 분산 추출값(AVE)을 토대로 판단할 

관찰변인 문항
요인

1 2 3 4 5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준다.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임직원들은 

본인의 업무와 팀 성과간의 연계성을 이해한다.
.650 .039 .060 -.172 .009

평가

절차

공정성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 결과의 이의 제기 절차가 

있다.
-.074 .032 .891 .009 -.069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제도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에 

근거하여 모든 피평가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된다.
.085 .019 .800 .020 .016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 제도에 대해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088 -.036 .737 -.054 .050

우리 회사는 임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공지하고 중간 점검하며, 

평가하는 절차를 준수한다.

.004 .017 .780 -.029 -.008

개인에게 부여하는 성과/역량의 목표를 고려할 때, 

우리 회사에서 목표 달성에 따라 평가하는 

절대 평가 제도는 공정하다.

.107 .016 .580 -.062 .181

개인에게 부여하는 성과/역량의 목표를 고려할 때, 

우리 회사에서 상대적 성과에 따라 평가하는 

상대 평가 제도는 공정하다.

.100 -.023 .511 -.089 .242

평가

분배

공정성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등급/점수)는 임직원의 

업무 처리 능력 정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평가된다.
.069 .793 -.024 .076 .113

우리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등급/점수)는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된다.
-.022 .873 .008 .055 .025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등급/점수)는 임직원이 

조직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차등화 된다.
.020 .823 -.021 -.067 -.086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등급/점수)는 

실제 개인의 성과나 주변 동료들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공정하다.

-.054 .726 .056 -.065 -.007

평가

상호

작용

공정성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와 관련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평가자의 개인적인 편견을 배제하고자 노력한다.
.037 .056 -.012 .647 .202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피평가자에게 인사 평가의 

목적과 인사 평가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101 .055 -.011 .724 .075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적절한 시점에 피평가자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시한다.
.328 .070 .051 .611 -.123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인사 평가를 진행할 때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의사소통한다.
-.074 .002 .074 .829 .051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인사 평가를 진행 하는데 

있어서 피평가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소통한다.
-.016 -.017 .049 .871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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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모든 잠재 변인의 개념 신뢰도는 .70 이상, 평균 분산 추출값은 .50 이상이

면 집중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보는데(Hair et al., 2006), 모든 변인의 개념 신뢰

도와 평균 분산 추출값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준화 요인 적재량은 모든 관측변인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

도를 저해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잠재 

변인
관측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개념

신뢰도

평균분산

추출

평가 

정확성

정확성1 1.000 .807

.885 .763
정확성2 0.961 .756 0.057 16.817

정확성3 0.593 .598 0.047 12.625

정확성4 1.163 .871 0.058 20.148

평가 

유용성

유용성1 1.000 .911

.934 .780
유용성2 0.902 .901 0.031 29.469

유용성3 0.903 .880 0.033 27.754

유용성4 0.851 .845 0.034 25.276

평가 

절차 

공정성

절차공정성1 1.000 .757

.980 .891

절차공정성2 1.022 .852 0.055 18.521

절차공정성3 1.118 .856 0.060 18.636

절차공정성4 0.963 .781 0.058 16.721

절차공정성5 1.055 .848 0.057 18.409

절차공정성6 1.007 .815 0.057 17.571

평가 

분배 

공정성

분배공정성1 1.000 .833

.944 .807
분배공정성2 1.030 .846 0.052 19.818

분배공정성3 0.971 .809 0.052 18.729

분배공정성4 0.978 .755 0.057 17.094

평가 

상호작용 

공정성

상호작용1 1.000 .828

.933 .735

상호작용2 1.151 .875 0.052 22.306

상호작용3 1.063 .857 0.049 21.562

상호작용4 0.994 .835 0.048 20.716

상호작용5 1.020 .837 0.049 20.780

주1) Chi-square= 532.555, Degrees of freedom = 220, RMSEA= .058, TLI= .955, CFI= .960

<표 Ⅲ-17> 인사 평가 경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이어서 인사 평가 경험 측정 모형의 판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판별 타당도란 서

로 다른 구성개념에 대한 측정을 통해 수집된 측정값들 간의 상관계수가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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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관계수의 제곱값과 평균 분산 추출값(AVE)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평균 분산 추출값이 

높으면 판별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보는데(Fornell & Larker, 1981), 잠재 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의 제곱근보다 모든 평균 분산 추출값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인사 평가 경험 측정 모형의 판별 타당도는 확보되었다.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상관계수2

평가 정확성 ↔ 평가 유용성 .854 .729

평가 정확성 ↔ 평가 절차 공정성 .755 .570

평가 정확성 ↔ 평가 분배 공정성 .528 .279

평가 정확성 ↔ 평가 상호작용 공정성 .759 .576

평가 유용성 ↔ 평가 절차 공정성 .810 .656

평가 유용성 ↔ 평가 분배 공정성 .463 .214

평가 유용성 ↔ 평가 상호작용 공정성 .806 .650

평가 절차 공정성 ↔ 평가 분배 공정성 .443 .196

평가 절차 공정성 ↔ 평가 상호작용 공정성 .792 .627

평가 분배 공정성 ↔ 평가 상호작용 공정성 .481 .231

<표 Ⅲ-18> 인사 평가 경험 측정 모형 잠재 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다. 조직 보상

조직 보상은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조직 보상의 하위 요인은 임금 만족과 복리후생, 승진 기회를 의미한다. 임

금 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Heneman & Schwab(1985)가 개발한 PSQ를 활용하

고자 하였다. 해당 도구는 임금 만족을 임금 만족과 복리후생 만족으로 나누고 있다. 

PSQ는 이광희(1999)와 이용운(2000)등이 번안하였으며, 번안 후 확인 결과 모든 

문항의 신뢰도는 .7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까지도 PSQ는 김원상, 김정민, 이

상호(2021)의 연구에서 신뢰도가 .947로 나타났으며, 장은혜와 동료들(2018)의 연

구에서는 신뢰도가 .90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승진 기회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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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1997)가 제시한 문항에 고종욱, 류철(2009)이 수정, 번안하고 이우경(2010)

이 IT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타당화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도구의 신뢰도는 

고종욱, 류철(2009)에서 .762, 이우경(2010)이 .821로 보고하여 신뢰도를 확보했다

고 판단하였다.

다만,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번안하여 재구성한 도

구가 번역투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사 평가 및 HRD 담당으로 업무를 수

행중인 교육학 박사 1명, HRD 박사 수료 1명, 경영학 박사 수료 1명의 검토와 소프

트웨어 개발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개발자 2명의 검토를 통해서 일부 어색한 표현을 

정돈하였다. 

이후, 해당 도구 역시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통해 각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

는 내용을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타당도를 검증하는 패널로는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도구를 검증한 패널들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패널

들과 의견 합의도가 80% 미만인 문항이 6문항 나타나서 해당 문항을 삭제하였다(부

록 표 2-1 참고). 또한, 문항의 어휘에 있어서‘우리 회사는 임금 정책이 일관성있

게 관리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회사의 임금 정책은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

용된다’라는 표현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나는 회사가 나의 임금에 대해 

전달해주는 정보에 만족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회사에서 전달하는 나의 임금

에 대한 정보에 만족한다’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수정 의견이 있어 

해당 내용을 조정하였다.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이후 삭제한 문항과 변경한 표현을 

반영하여 안면 타당도를 진행한 결과, 패널들의 의견 합의도가 80% 이상으로 나타

났다(부록 표 2-2 참고).

조직 보상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임금 만족은 

.944, 복리후생은 .955로 나타났다. 다만, 승진 기회의 경우 문항 중 역문항으로 표

기된 문항인 ‘우리 회사에서는 내부 승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나는 승진 가

능성이 없는 일자리에서 일한다’라는 문항은 예비 조사에서 승진 기회에 대한 신뢰

도를 .587, 본조사에서 .449까지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두 문항의 경우 

탐색적 요인 분석에 있어서도 승진 기회라는 하위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어, 분석에서 삭제하고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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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승진 기회는 .755, 그리고 조직 보상 전체 신뢰도는 .937로 나타나, 분석 

가능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조직 보상 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KMO=.913, Bartlett의 구형성 검

정은 유의 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조직 보상 요인 분석 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최대 우도 분석 결과 5개 요인의 회전 제곱합 적재량이 총 72.318%이며, 직

접 오블리민 사각 회전 방식 최대 우도 분석 결과 5회 요인 회전에서 3개의 요인으

로 수렴되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임금 만족, 복리후생, 승진 기회가 모두 개별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 및 하위요인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150) 본조사(n=420)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보상 .946 .937

임금만족 .957 .944

복리후생 .962 .955

승진기회 .714 .755

<표 Ⅲ-19> 조직 보상 측정 도구의 신뢰도 계수



- 121 -

관찰변인 문항
요인

1 2 3

임금만족

나는 회사가 임금을 관리하는 방식에 만족한다. .747 .065 .098

우리 회사의 임금 정책은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된다. .389 .029 .391

나는 회사에서 전달하는 나의 임금에 대한 정보에 만족한다. .564 -.017 .321

나는 우리 회사에서 임금 인상이 결정되는 방식에 만족한다. .774 .017 .106

나는 가장 최근 나의 임금 인상률에 만족한다. .755 .031 .093

나는 나의 현재 임금에 만족한다. .940 .022 -.091

나는 내 임금의 전반적인 수준에 만족한다. .971 -.005 -.147

나는 내가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임금(실 수령액)에 만족한다. .939 .025 -.110

나는 나의 현재 임금 규모(월급, 상여금, 복리후생 등)에 만족한다. .789 .184 -.034

복리후생

나는 내가 받는 복리후생의 종류에 만족한다. -.006 .964 .011

나는 내가 받는 복리후생의 금전적 가치에 만족한다. .038 .934 -.005

나는 내가 받는 복리후생의 가짓수에 만족한다. .040 .871 .007

승진기회
우리 회사는 승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156 .138 .727

우리 회사는 승진 기회가 아주 많다. .226 -.014 .669

<표 Ⅲ-20> 조직 보상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에 이어, 조직 보상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잠재 변인의 개념 신뢰도(CR)는 .70 이상, 평균 분산 추출값(AVE)은 .50 이

상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표준화 요인 적재량은 

모든 관측 변인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도를 저해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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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변인
관측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개념

신뢰도

평균분산

추출

임금만족

임금만족1 1.000 .784

.936 .628

임금만족2 0.708 .514 0.065 10.898

임금만족3 0.821 .630 0.060 13.755

임금만족4 1.078 .791 0.059 18.171

임금만족5 1.181 .778 0.066 17.797

임금만족6 1.283 .942 0.055 23.157

임금만족7 1.221 .936 0.053 22.942

임금만족8 1.220 .924 0.054 22.494

임금만족9 1.134 .892 0.053 21.409

복리후생

복리후생1 1.000 .961

.951 .867복리후생2 1.043 .955 0.024 43.989

복리후생3 1.007 .897 0.029 34.368

승진기회
승진기회1 1.000 .750

.719 .561
승진기회2 0.939 .765 0.075 12.589

주1) Chi-square= 703.258, Degrees of freedom = 75, RMSEA= .141, TLI= .868, CFI= .892

<표 Ⅲ-21> 조직 보상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이어서 조직 보상 측정모형의 판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는데, 잠재 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의 제곱근보다 모든 평균 분산 추출값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조직 

보상 측정 모형의 판별 타당도는 확보되었다.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상관계수2

임금만족 ↔ 복리후생 .571 .326

임금만족 ↔ 승진기회 .410 .168

복리후생 ↔ 승진기회 .471 .222

<표 Ⅲ-22> 조직 보상 측정모형의 잠재 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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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직 신뢰

이 연구에서는 조직 신뢰를 직원들이 조직의 제도와 시스템에 가지는 신뢰이자, 직

원들이 조직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스스로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심리 상태라고 정의였다. 그리고, 이영석, 오동근, 서용원(2004)이 개발

하고 박수연(2010)이 인사 평가의 효과성 관점에서 타당화한 도구를 활용하여 조직 

신뢰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영석, 오동근, 서용원(2004)의 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해당 도구의 신뢰도는 .804로 보고되었다. 박

수연(2010)은 해당 도구를 활용하여 직원들이 인식한 인사 평가 효과성과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7점 척도를 5점 척도로 변환하여 검증하였다. 박수연

(2010)의 연구에서 보고된 해당 도구의 신뢰도는 .85로 보고되어, 5점 척도로 신뢰

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도구 역시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통해 각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

용을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타당도를 검증하는 패널로는 앞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의 도구를 검증한 패널들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패널들과 의견 합의도가 80% 미만인 문항은 나타나지 않았다(부록 표 3-1 

참고).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이후 삭제한 문항과 변경한 표현을 반영하여 안면 타당

도를 진행한 결과, 패널들의 의견 합의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3-2 

참고).

조직 신뢰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신뢰

도 계수는 .908로 나타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변인 및 하위요인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150) 본조사(n=420)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신뢰 .912 .908

<표 Ⅲ-23> 조직 신뢰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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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신뢰 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837, Bartlett의 구형성 검

정은 유의 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조직 신뢰 요인 분석 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최대 우도법 분석 결과 조직 신뢰는 단일 요인으로 수렴되었고, 높은 요인 적

재량을 보여, 조직 신뢰는 단일 요인 구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관찰변인 문항 요인 1

조직 

신뢰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은 대부분 회사를 신뢰하고 있다. .965

나는 우리 회사가 적어도 임직원들을 속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782

나는 회사의 정책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라도 믿고 따를 것이다. .707

나에게 섭섭하게 했더라도 나는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521

회사의 정책이 내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나는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630

나는 회사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다. .949

<표 Ⅲ-24> 조직 신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에 이어, 조직 신뢰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 변인의 개념 신뢰도(CR)는 .70 이상, 평균 분산 추출값(AVE)은 .50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표준화 요인 적재량은 모든 관

측 변인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도를 저해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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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변인
관측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개념

신뢰도

평균분산

추출

조직 

신뢰

조직 신뢰1 1.000 .965

.919 .665

조직 신뢰2 0.880 .782 0.037 23.499

조직 신뢰3 0.772 .707 0.040 19.184

조직 신뢰4 0.501 .521 0.042 12.062

조직 신뢰5 0.628 .630 0.040 15.804

조직 신뢰6 0.995 .949 0.024 42.052

주1) Chi-square= 225.997, Degrees of freedom = 9, RMSEA= .240, TLI= .814, CFI= .888

<표 Ⅲ-25> 조직 신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마. 경력 개발 지원

이 연구에서는 경력 개발 지원을 경력 개발에 대한 조직 차원의 지원에 대한 인식

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서경민(2010)의 도구에서 측정하고 있는 전략적 체계성과 

운영적 체계성 8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전략적 체계성

의 신뢰도는 .87, 운영적 체계성의 신뢰도는 .80으로 보고되어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고 판단하였다.

해당 도구 역시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통해 각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

용을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타당도를 검증하는 패널로는 앞의 일 열의,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의 도구를 검증한 패널들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 내

용 타당도를 검증한 패널들의 의견 합의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항의 

어휘에 있어서 ‘우리 회사에는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가 체계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우리 회사에는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 훈

련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문항의 어휘를 변경하였다(부록 표 4-1 참고).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이

후 변경한 표현을 반영하여 안면 타당도를 진행한 결과, 패널들의 의견 합의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항의 어휘에 있어서‘우리 회사의 경력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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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경영 목표 달성과 연관 되어 있다’는 표현보다는 ‘우리 회사의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은 경영 목표 달성과 연계 되어 있다’는 표현으로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문항의 어휘를 변경하였다(부록 표 4-2 참고).

경력 개발 지원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한 결과, 

전략적 체계성은 .927, 운영적 체계성은 .881로 나타났고, 경력 개발 지원 전체 신뢰

도는 .930으로 나타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변인 및 하위요인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150) 본조사(n=420)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력 개발 지원 .934 .930

전략적 체계성 .927 .927

운영적 체계성 .900 .881

<표 Ⅲ-26> 경력 개발 지원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경력 개발 지원 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KMO=.900, Bartlett의 구형

성 검정은 유의 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경력 개발 지원 요인 분석 모형은 적합하

다고 볼 수 있다. 최대 우도 분석 결과 2개 요인의 회전 제곱합 적재량이 총 

71.886%이며, 직접 오블리민 사각 회전 방식의 최대 우도 분석 결과 12회 요인회전

에서 2개의 요인으로 수렴되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전략적 체계성과 운영적 

체계성이 모두 개별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27 -

관찰변인 문항
요인

1 2

전략적 

체계성

우리 회사 경영진의 리더십은 경력 개발 지원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유형이다. .856 .024

우리 회사는 임직원의 경력 개발에 대한 비전 제시가 명확하다. .989 -.100

우리 회사의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은 경영 목표 달성과 연계 되어 
있다. 

.838 .064

우리 회사에는 인적 자원의 미래 수요에 따른 경력 개발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661 .207

운영적 

체계성

우리 회사에는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 훈련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058 .906

우리 회사에는 개인의 경력계획 설계를 위한 경력 상담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179 .587

우리 회사에는 개인의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054 .977

우리 회사에는 직무 공모, 직무 순환 등을 통한 다양한 경력 경로가 
제공되고 있다. .095 .644

<표 Ⅲ-27> 경력 개발 지원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에 이어, 경력 개발 지원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

였다. 모든 잠재 변인의 개념 신뢰도(CR)는 .70 이상, 평균 분산 추출값(AVE)은 

.50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표준화 요인 적재

량은 모든 관측변인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도를 저해하는 항목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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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변인
관측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개념

신뢰도

평균분산

추출

전략적 

체계성

전략적 체계성1 1.000 .876

.929 .765
전략적 체계성2 1.013 .894 0.039 25.777

전략적 체계성3 0.993 .896 0.038 25.915

전략적 체계성4 0.975 .828 0.044 22.256

운영적

체계성

운영적 체계성1 1.000 .858

.891 .673
운영적 체계성2 0.951 .731 0.054 17.536

운영적 체계성3 1.134 .929 0.045 25.238

운영적 체계성4 0.872 .726 0.050 17.333

주1) Chi-square= 102.670, Degrees of freedom = 19, RMSEA= .103, TLI= .954, CFI= .969

<표 Ⅲ-28> 경력 개발 지원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이어서 경력 개발 지원 측정모형의 판별 타당도를 검증하였는데, 잠재 변인 간 추

정된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모든 평균 분산 추출값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경력 개발 지원 측정모형의 판별 타당도는 확보되었다.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상관계수2

전략적 체계성 ↔ 운영적 체계성 .763 .582

<표 Ⅲ-29> 경력 개발 지원 측정모형의 잠재 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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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의 수집

자료의 수집은 대기업에 재직중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을 위해 필요한 표집 수는 최소 384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질문지 회수율과 유효 응

답률을 약 50%로 예상하여 17개 기업에 각 50명씩 850개의 설문을 배포하였다. 또

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특정 기업의 편중을 배제하기 위해 자료 확보 가능성

을 고려하여 각 기업별로 표집 인원을 최소 20명(최소 표집 목표의 약 5%)이상으로 

하되 특정 기업의 표집 비율을 40명(최소 표집 목표의 약 10%)이상 높이지 않는 선

에서 표집을 진행하였다. 

예비 조사는 2021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예비 조사 설

문 문항 분석 및 문헌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최종 조사 도구를 구성하여 본 조사는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일주일간 추가로 진행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Dilman(2000)이 제시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기업별 내부 협력자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취한 후, 연구의 목적과 설문 

가능 여부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그리고, 설문에 대한 수용 가능 인원과 추가적 협력

자를 논의하고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협력자를 선정한 이후에는, 온라인 설문 URL을 발송하여 표집하였다. 설문 요청시 

에는 기업, 소속 조직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여 협력자가 우려하는 기업의 보안과 관

련한 우려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며, 응답 결과가 연구를 위한 통계 자료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응답에 대한 인

센티브로서 핸드폰 메시지로 전달되는 소정의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먼저, 각 기업별 협력자를 통해 배포한 예비 조사 설문은 각 기업별로 20명씩 배

포하였다. 이를 통해, 각 기업별로 설문 조사의 협력적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설문 

응답이 저조한 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협력자를 섭외하여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조

사에서는 기존의 예비 조사 미응답자에게 응답을 독려하는 한편, 추가 설문 참여자를 

추천받아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설문지의 회수율은 54%였으며 총 462개의 

답변이 회수되었다. 그러나, 설문 과정에서 통제 변인에 해당하는 연령이나 근속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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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경력 년수 등의 주관식 답변을 무응답으로 표기하거나, 전년도 인사 고과 등에 

대한 답변을 ‘기타’로 표기하고 무응답한 경우 등의 불성실한 답변 27개를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각 측정 변인 중에서 이상치(평균에서 표준편차 거리 절대값 

3 이상)로 판단되는 자료 15개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총 420개의 자

료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90.9%의 유효자료율을 보였다.

<표 Ⅲ-30>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상 표집 결과

표집된 결과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223명(53.1%), 여자 197명(46.9%)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 150명(35.7%), 30대 173명(41.2%), 40대 이상 97명(23.1%)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사원 164명(39.0%), 대리급 83명(19.8%), 과장급 89명(21.2%), 

차장급 58명(13.8%), 부장급 이상 26명(6.2%)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12명

(2.9%), 전문대졸 23명(5.5%), 대졸 355명(84.5%), 대학원 이상 30명(7.1%)으로 

나타났다. 경력은 3년 미만 101명(24.0%), 3-5년 미만 71명(16.9%), 5-10년 미

만 95명(22.6%), 10-15년 미만 79명(18.8%), 15년 이상 74명(17.6%)으로 나타

구분 기업별 표집 예비조사 표집 인원 본조사 표집 인원 총 표집 인원

1 A 기업 9 25 34 (7.4%)

2 B 기업 8 23 31 (6.7%)

3 C 기업 10 18 28 (6.1%)

4 D 기업 11 15 26 (5.6%)

5 E 기업 12 15 27 (5.8%)

6 F 기업 7 24 31 (6.7%)

7 G 기업 5 18 23 (5.0%)

8 H 기업 12 24 36 (7.8%)

9 I 기업 8 12 20 (4.3%)

10 J 기업 9 15 24 (5.2%)

11 K 기업 11 23 34 (7.4%)

12 L 기업 10 12 22 (4.8%)

13 M 기업 11 26 37 (8.0%)

14 N 기업 9 14 23 (5.0%)

15 O 기업 7 14 21 (4.5%)

16 P 기업 4 18 22 (4.8%)

17 Q 기업 7 16 23 (5.0%)

총 합계 150 312 46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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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근속 년수는 1년 미만 31명(7.4%), 1-3년 미만 137명(32.6%), 3-5년 미만 

74명(17.6%), 5-10년 미만 89명(21.2%), 10년 이상 89명(21.2%)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 380명(90.5%), 무기 계약직 7명(1.7%), 비정규직 33명(7.9%)

으로 나타났다. 4,000만원 미만 127명(30.2%), 4,000-5,000만원 미만 90명

(21.4%), 5,000-6,000만원 미만 55명(13.1%), 6,000-7,000만원 미만 68명

(16.2%), 7,000만원 이상 80명(19.0%)으로 나타났다. 평가등급은 S 27명(6.4%), 

A 125명(29.8%), B 228명(54.3%), C 15명(3.6%), 기타(C 미만) 25명(6.0%)으

로 나타났다. 경력 개발 시간은 없음 154명(36.7%), 30시간 미만 126명(30.0%), 

30시간 이상 140명(33.3%)으로 나타났다. 이직 의도는 있음 199명(47.4%), 없음 

221명(52.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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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223 53.1
여자 197 46.9

연령
20대 150 35.7
30대 173 41.2

40대 이상 97 23.1

직급

사원 164 39.0
대리급 83 19.8
과장급 89 21.2
차장급 58 13.8

부장급 이상 26 6.2

학력

고졸 12 2.9
전문대졸 23 5.5

대졸 355 84.5
대학원 이상 30 7.1

경력

3년 미만 101 24.0
3-5년 미만 71 16.9
5-10년 미만 95 22.6
10-15년 미만 79 18.8

15년 이상 74 17.6

근속 년수

1년 미만 31 7.4
1-3년 미만 137 32.6
3-5년 미만 74 17.6
5-10년 미만 89 21.2
10년 이상 89 21.2

고용 형태
정규직 380 90.5

무기계약직 7 1.7
비정규직 33 7.9

연봉

4,000만원 미만 127 30.2
4,000-5,000만원 미만 90 21.4
5,000-6,000만원 미만 55 13.1
6,000-7,000만원 미만 68 16.2

7,000만원 이상 80 19.0

평가등급

S 27 6.4
A 125 29.8
B 228 54.3
C 15 3.6

기타 25 6.0

경력 개발 시간
없음 154 36.7

30시간 미만 126 30.0
30시간 이상 140 33.3

이직 의도
있음 199 47.4
없음 221 52.6

주) n=420

<표 Ⅲ-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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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의 분석 

가. 분석 방법 

이 연구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기초 자료 분석과 연구 가설 분석을 진

행하였다. 먼저, 기초 자료 분석은 SPSS 25.0 for Windows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3.4.1, AMOS 20.0을 통하여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상관

분석, t-검정(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중다 회귀 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및 다중 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

을 활용한 구조 방정식 분석을 실행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빈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의 기술 통계를 활용하였다. 그 외 상관 관계 분석을 통해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고 변인간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조 방정

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변인간의 직접효과와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중 집단 분석을 통해 경력 개발 지원의 집단간 차이에 대한 조절 효과를 

확인하고, Hayes(2013)에서 제안한 부트스트랩을 통해 경력 개발 지원의 조절 효과

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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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2> 연구 문제에 따른 통계 방법

연구 문제 통계 방법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구명한다.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및 

조직 신뢰의 관계에 대한 구조 모형 적합성을 구명한다.

구조 방정식 

가설 1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및 조직 신뢰의 구조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변인 간의 구조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가 일 열의에 

미치는 관계를 구명한다.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매개 효과 검정

가설 2-1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은 일 열의에 정적인 

직접 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2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보상은 일 열의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3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은 조직 신뢰에 정적인 

직접 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4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보상은 조직 신뢰에 정적인 

직접 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5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신뢰는 일 열의에 정적인 

직접 효과를 가질 것이다.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의 관계에서 

조직 신뢰의 매개 효과를 구명한다.

가설 3-1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신뢰는 인사 평가 경험과 

일 열의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2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신뢰는 조직 보상과 일 열의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및 

조직 신뢰의 관계에서 경력 개발 지원의 집단 간 차이를 구명한다. 다중집단분석,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가설 4-1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의 관계는 경력 개발 지원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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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찰 변인 분석

이 연구에서는 관찰 변인의 분석을 위해 기술 통계 분석, 상관 관계 분석, 정규성 

검토, 다중 공선성 검증의 방법이 수행되었다. 

먼저, 연구 변인별 분포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찰 변인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살

펴보기 위하여 관찰 변인의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리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관찰 변인의 상관행렬을 기준으로 수집된 자료의 상관관

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관찰 변인의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구조 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위해서는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변수들이 이루는 결합 빈도의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각 변수의 단변

량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연구에서는 측정 변수의 정규

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하고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왜도는 자료의 분포가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의 분포가 기울

어진 정도를 의미하고 있으며, 첨도는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가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Curran, West, & Finch(1996)에 따르면, 정규분포의 기준은 왜

도 지표는 절대값 2 이내, 첨도 지표는 절대값 7 이내로 볼 수 있다.

이후, 이 연구에서 활용한 독립변인 간 유사성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판단하기 

위해 다중 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중 공선성이란 독립 변인들이 지나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잘못된 분석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중 공선성은 공

차한계가 .10 이상이고, 분산팽창지수(VIF)가 10 미만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한다(허준, 2016). 

다. 동일 방법 편의 검정

이 연구는 자기 보고식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설문이 동일

한 방법으로 여러 문항이 반복적으로 수집되는 상황에서 항목 간 상관관계가 지나치

게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동일 방법 편의(Common method bias)의 발생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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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단된다(Podsakoff & Organ, 1986; Podsakoff, MacKenzie, Lee, & 

Podsakoff, 2003). 따라서, 단일 요인 검정(Single-factor test) 방법을 사용하여 

동일 방법 편의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중에

서 일반적 특성 변수를 제외한 척도 형태로 측정된 모든 문항을 투입하여 요인 분석

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단일 요인 검정을 통해 고유 값이 1 이상으로 나타난 요인이 

단 한 개로 나타나는 경우나, 여러 개로 도출될지라도 한 개 요인의 설명력이 50% 

이상으로 과다하게 높은 경우 동일 방법 편의 오류가 있다고 보고할 수 있다

(Harman, 1976). 

라. 측정 모형 및 구조 모형 분석

이 연구의 측정 모형과 구조 모형 분석은 Anderson과 Gerbing(1998)의 2단계 

접근법(two step approach)을 활용하여 측정 모형의 개념적 적절성을 검토한 후,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하여 변인간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측정 모형의 모수는 최대 우도법을 활용하며, 측정 모형의 적합도 판단 기준은 절

대 적합 지수를 판단하기 위한 카이제곱(χ2) 값과 SRMR, RMSEA를 활용하고, 증

분 적합 지수로는 TLI, CFI, NFI, IFI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구조 방정식의 적

합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카이제곱값의 경우는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아래 모형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사례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례 수가 600을 넘

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이훈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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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3> 적합도 지수 기준

출처: 배병렬. (2017), 허준. (2016), 홍세희, (2000), 히든그레이스. (2018). 의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자 

재정리

구조 모형의 분석은 측정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후, 이를 기반으로 구조 모형의 

관계 내에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인 매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매개 

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랩(bootstrap)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분석은 기

존의 매개 효과 검증이 가질 수 있는 간접 효과의 표준 오차를 부트스트랩을 이용하

여 추정하는 방법으로, sobel test 보다 더욱 민감하게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히든그레이스, 2018). 구조 모형 분석의 경우, 일반적 특성을 모두 

통제하여 각 변인의 순수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조절 효과 검증은 다중 집단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다중 집단 분석의 경우, 모

집단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집단이 다르게 반응하거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

는 방식이 같은지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측정에서의 오차를 제거하고 이론적인 변수 

수준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우종필, 김준호, 2017). 또한, 

다중 집단 분석은 각 집단에서 나온 경로 계수의 유의성과 집단의 경로계수 간 통계

적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는 연구 방법이다(우종필, 김준호, 

2017). 

 다중 집단 분석은 다중 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다중 집단 경로 분석으로 나뉘게 

된다(히든그레이스, 2018). 다중 집단 확인적 요인 분석은 측정 동일성 검증을 통해 

두 집단이 다르게 응답했다면 구성 개념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

적합지수 영문 진단기준

절대적합지수

χ2 Chi-squre statistic p>.05

SRMR Standard Root Mean Residual ≦,10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10

증분적합지수

TLI Tucker-Lewis Index ≧,90

CFI Comparative Fit Index ≧,90

NFI Normed Fit Index ≧,90

IFI Incremental Fit Index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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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를 검증하는 방법이며, 측정 동일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중 집단 경로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 타당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우종필, 2012; 우종필, 김준

호, 2017; 히든그레이스, 2018). 

측정 동일성 검정의 첫 번째 단계는 두 집단의 형태 동일성 분석(unconstrained)

을 통해 두 집단간의 측정 변수와 잠재변수, 오차항 등의 형태가 동일한지를 파악하

는 분석이다. 해당 분석 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두 집단 간의 요인 계수의 동일성

(measurement weights)을 분석하여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요인계수가 

두 집단 사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집단의 

공분산 동일성을 보는 단계로, 두 집단에서 나타나는 잠재변수들 간의 공분산과 잠재

변수의 분산이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요인계수와 공분산 동

일성을 동시에 살펴보고(structural convariances),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요인계수, 

공분산, 오차분산의 동일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measurement residuals) 측정 모

형의 적합도를 확인한다(우종필, 2012; 우종필, 김준호, 2017; 히든그레이스, 

2018).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단계의 측정 동일성 검정은 첫 번째 단계인 형태 동

일성 분석의 χ2 값과 각 단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을 때 (p>.05) 측정 동일성을 

만족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측정 동일성 검정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오면 보통 측정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히든그레이

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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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관찰 변인 분석 결과

가. 기술 통계 분석

이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 일 열의, 그리

고 경력 개발 지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사 평가 경험은 평균 2.83으로 나타났고, 인사 평가 경험을 구성하는 평가 정확

성은 2.87, 평가 유용성은 2.72, 절차 공정성은 2.93, 분배 공정성은 2.48, 상호작용

공정성은 3.04로 나타났다. 각 하위 변인의 평균값은 상호작용 공정성, 절차 공정성, 

평가 정확성, 평가 유용성, 분배 공정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분배 공정성이 

낮은 평균을 보였다. 

조직 보상은 평균 2.68로 나타났고, 조직 보상을 구성하는 임금 만족은 2.56, 복리

후생은 2.88, 승진 기회는 2.93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변인의 평균값은 승진 기회, 

복리후생, 임금 만족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임금 만족 수준이 낮았다. 

조직 신뢰는 평균 2.91로 나타나, 보통 수준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일 열의는 평균 3.39로 나타났고, 일 열의를 구성하는 활력은 2.97, 몰두는 3.51, 

전념은 3.70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변인의 평균 값은 전념, 몰두, 활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력 개발 지원은 평균 2.86으로 나타났고, 경력 개발 지원을 구성하는 전략적 체

계성은 2.90, 운영적 체계성은 2.82로 나타나, 전략적 체계성이 다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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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변인 관찰변인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3 2.83 .653 1.00 4.52

인사평가

경험

평가정확성 4 2.87 .728 1.00 4.50

평가유용성 4 2.72 .927 1.00 5.00

절차공정성 6 2.93 .773 1.00 5.00

분배공정성 4 2.48 .583 1.00 4.00

상호작용공정성 5 3.04 .843 1.00 5.00

14 2.68 .780 1.00 5.00

조직보상

임금만족 9 2.56 .883 1.00 5.00

복리후생 3 2.88 1.007 1.00 5.00

승진기회 2 2.93 .911 1.00 5.00

조직 신뢰 6 2.91 .732 1.00 5.00

9 3.39 .691 1.22 5.00

일 열의

활력 3 2.97 .836 1.00 5.00

몰두 3 3.51 .785 1.00 5.00

전념 3 3.70 .744 1.67 5.00

8 2.86 .806 1.00 5.00

경력개발지원

전략적체계성 4 2.90 .898 1.00 5.00

운영적체계성 4 2.82 .838 1.00 5.00

주) n=420

<표 Ⅳ-1> 관찰 변인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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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관관계 분석

이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 일 열의, 그리

고 경력 개발 지원 간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관찰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관찰 변인은 상관 관계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평가 경험은 조직 보상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581, 

p<.01), 인사 평가 경험은 조직 신뢰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565, p<.01), 인사 평가 경험과 일 열의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r=.427, p<.01), 인사 평가 경험과 경력 개발 지원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646, p<.01). 

조직 보상은 조직 신뢰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602, p<.01), 조

직 보상과 일 열의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380, p<.01), 조직 

보상과 경력 개발 지원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595, p<.01). 

조직 신뢰는 일 열의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414, p<.01), 조직 

신뢰와 경력 개발 지원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668, p<.01). 

일 열의는 경력 개발 지원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368, p<.01). 

결과적으로 모든 변인 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부분의 하위 영역 

간에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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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1-1 1-2 1-3 1-4 1-5 2 2-1 2-2 2-3 3 4 4-1 4-2 4-3 5 5-1 5-2

1. 인사평가경험 1

1-1. 평가정확성 .838** 1

1-2. 평가유용성 .900** .750** 1

1-3. 절차공정성 .887** .654** .748** 1

1-4. 분배공정성 .596** .455** .424** .404** 1

1-5. 상호작용공정성 .889** .666** .754** .729** .441** 1

2. 조직보상 .581** .480** .566** .547** .251** .503** 1

2-1. 임금만족 .553** .487** .549** .496** .243** .473** .954** 1

2-2. 복리후생 .455** .335** .417** .457** .225** .396** .764** .579** 1

2-3. 승진기회 .316** .194** .307** .355** .069 .294** .563** .395** .391** 1

3. 조직신뢰 .565** .479** .555** .503** .255** .503** .602** .600** .383** .357** 1

4. 일 열의 .427** .375** .389** .392** .138** .414** .380** .367** .286** .205** .414** 1

4-1. 활력 .446** .394** .418** .410** .176** .401** .413** .405** .290** .224** .431** .861** 1

4-2. 몰두 .386** .328** .339** .350** .098* .411** .345** .323** .266** .217** .357** .918** .695** 1

4-3. 전념 .282** .255** .256** .263** .083 .269** .232** .225** .191** .091 .294** .850** .542** .720** 1

5. 경력개발지원 .646** .572** .640** .572** .274** .563** .595** .548** .477** .385** .668** .368** .372** .346** .241** 1

5-1. 전략적체계성 .619** .580** .627** .523** .283** .522** .560** .520** .434** .366** .646** .335** .339** .316** .220** .933** 1

5-2. 운영적체계성 .578** .479** .559** .538** .223** .523** .544** .496** .451** .348** .592** .348** .352** .328** .228** .923** .723** 1

주) * p<.05, ** p<.01

<표 Ⅳ-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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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규성 검증

이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 일 열의, 그리

고 경력 개발 지원 자료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단변량 정규성은 왜도의 절대값 2.0, 첨도 절대값 7.0 이내

의 경우 정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왜

도와 첨도에 따른 기각률(Critical Ratio, CR)을 통해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다

소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 연구에서는 검정 통계량보다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수치

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 관찰 변인의 왜도 절대값은 0.003~0.474의 범위를 보였고, 첨도 절

대값은 0.018~0.567의 범위를 보였다. 즉 왜도의 절대값이 2.0 미만, 첨도의 절대

값이 7.0 미만으로 나타나, 자료는 단변량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한편 다변량 정규성은 다변량 첨도의 값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다변량 첨도의 검

정 통계량의 절대값이 1.96을 초과(유의 수준 .05 기준)하거나 2.58을 초과(유의 수

준 .01 기준)하는 경우 비정규성을 갖게 된다(배병렬, 2017). 

이 연구에서 다변량 첨도 지수는 41.411로 나타났고, 이의 검정 통계량은 20.048

로 나타났다. 유의 수준 .01에서 정규성 가정을 기각함으로써 비정규성을 보였다. 다

변량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 경우는 드물기에 단변량 정규성의 검토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분석에 큰 무리는 없으나, 보다 엄격하게 자료가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는 비정규자료인 경우, 부트스트래핑에 의해 비정규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임소현, 

2019). 이 연구의 자료는 단변량 정규성을 확보하였으나, 다변량 정규성을 완벽히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후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안정

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인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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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변인
관찰 변인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지수 C.R. 지수 C.R.

인사평가 

경험

평가정확성 -0.389 -3.253 -0.084 -0.352

평가유용성 -0.020 -0.167 -0.497 -2.080

절차공정성 -0.291 -2.434 0.110 0.461

분배공정성 -0.474 -3.967 0.567 2.373

상호작용공정성 -0.356 -2.975 -0.107 -0.446

조직보상

임금만족 0.231 1.937 -0.257 -1.075

복리후생 -0.218 -1.828 -0.548 -2.292

승진기회 -0.003 -0.029 -0.058 -0.242

조직신뢰

조직신뢰1 -0.390 -3.261 0.393 1.643

조직신뢰2 0.123 1.031 0.018 0.073

조직신뢰3 -0.190 -1.588 -0.051 -0.213

일 열의

활력 -0.111 -0.929 -0.142 -0.594

몰두 -0.314 -2.629 0.018 0.073

전념 -0.274 -2.293 -0.320 -1.340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 41.411 20.048

<표 Ⅳ-3> 관찰 변인의 정규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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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중 공선성

이 연구에서는 활용한 독립 변인 간 유사성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중 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중 공선성이란 독립 변인들이 지나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잘못된 분석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중 공선성은 공차 한계가 .10 이상이고, 분산 팽창 지수(VIF)가 10 미만이면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허준, 2016). 이 연구에서 나타난 공차 한계는 

.239~.750의 범위를 보였고, 분산 팽창 지수는 1.333~4.189의 범위를 보였다. ᄄ

라서, 앞서 제시한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이 연구에서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잠재 변인 관찰 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지수(VIF)

인사 평가 

경험

평가정확성 .379 2.637

평가유용성 .264 3.787

절차공정성 .342 2.921

분배공정성 .744 1.344

상호작용공정성 .340 2.938

조직 보상

임금만족 .453 2.207

복리후생 .601 1.664

승진기회 .750 1.333

조직 신뢰

조직 신뢰1 .239 4.189

조직 신뢰2 .247 4.043

조직 신뢰3 .286 3.491

<표 Ⅳ-4> 관찰 변인의 다중 공선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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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 열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 열의 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에 대해

서는 Scheffe의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고, 분산 동질성의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

우는 Dunnett T3 분석을 통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일 열의 차이 

성별에 따른 일 열의의 차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의 평균 비교 결과 남성(3.49)이 여성(3.28)보다 일 열의가 높았

다. 그리고 일 열의의 하위 영역 중 활력과 몰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활력은 

남성(3.13)이 여성(2.79)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 몰두도 남성(3.60)이 여성(3.41)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2) 연령에 따른 일 열의 차이 

연령에 따른 일 열의의 차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증 결과 40대 이상(3.64)이 20대(3.26)나 30대(3.38)보다 일 열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 열의의 하위 영역 중 활력, 몰두, 전념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활력은 40대 이상(3.26)이 20대(2.76)와 30대(2.99)보다 높았고, 

몰두는 40대 이상(3.68)이 20대(3.40)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전념은 40대 이상

(3.97)이 20대(3.61)와 30대(3.6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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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n=420) 남성(n=223) 여성(n=197) t

일 열의 3.39(.691) 3.49(.679) 3.28(.689)  3.089**

활력 2.97(.836) 3.13(.790) 2.79(.852)  4.223***

몰두 3.51(.785) 3.60(.758) 3.41(.806)  2.447*

전념 3.70(.744) 3.74(.730) 3.65(.757)  1.303

주) * p<.05, ** p<.01, *** p<.001

<표 Ⅳ-5> 성별에 따른 일 열의 차이 검증 

변인
전체

(n=420)

20대

(n=150)

30대

(n=173)

40대 이상

(n=97)
F

Sheffe/

Dunnett 

T3

일 열의
3.39 

(.691)

3.26 

(.650)

3.38 

(.689)

3.64 

(.698)
9.40*** ③>①,②

활력
2.97 

(.836)

2.76 

(.816)

2.99 

(.802)

3.26 

(.837)
11.57*** ③>①,②

몰두
3.51 

(.785)

3.40 

(.772)

3.51 

(.763)

3.68 

(.823)
3.59* ③>①

전념
3.70 

(.744)

3.61 

(.708)

3.63 

(.762)

3.97 

(.709)
8.58*** ③>①,②

주1)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이상; 주2) * p<.05, ** p<.01, *** p<.001; 주3)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6> 연령에 따른 일 열의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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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급에 따른 일 열의 차이 

직급에 따른 일 열의의 차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증 결과 부장급 이상(3.96)이 사원(3.34), 대리급(3.31), 과장급(3.30), 차장급

(3.56)에 비해 일 열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일 열의를 구성하

는 하위 영역 중 활력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장급 이상(3.56)이 사원(2.88), 

대리급(2.82), 과장급(2.9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몰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장급 이상(4.10)이 사원(3.47), 대리급(3.49), 과장급(3.33), 차장급(3.66)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장급 이상(4.21)이 사원(3.67), 

대리급(3.61), 과장급(3.65), 차장급(3.7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4) 학력에 따른 일 열의 차이 

학력에 따른 일 열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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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

(n=420)

사원

(n=164)

대리급

(n=83)

과장급

(n=89)

차장급

(n=58)

≥부장급 

(n=26)
F

Sheffe/

Dunnett T3

일 열의
3.39 

(.691)

3.34 

(.619)

3.31 

(.684)

3.30 

(.747)

3.56 

(.732)

3.96 

(.562)
6.433*** ⑤>①,②,③,④

활력
2.97 

(.836)

2.88 

(.807)

2.82 

(.830)

2.91 

(.814)

3.26 

(.809)

3.56 

(.821)
6.684*** ⑤>①,②,③

몰두
3.51 

(.785)

3.47 

(.709)

3.49 

(.790)

3.33 

(.879)

3.66 

(.789)

4.10 

(.572)
5.735*** ⑤>①,②,③,④

전념
3.70 

(.744)

3.67 

(.679)

3.61 

(.753)

3.65 

(.827)

3.75 

(.766)

4.21 

(.589)
3.565** ⑤>①,②,③,④

주1) ① 사원, ② 대리급, ③ 과장급, ④ 차장급, ⑤ 부장급 이상; 주2) * p<.05, ** p<.01, *** p<.001; 

주3)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7> 직급에 따른 일 열의 차이 검증 

변인
전체

(n=420)

고졸

(n=12)

전문대

(n=23)

대졸

(n=355)

대학원

(n=30)
F

Sheffe/

Dunnett T3

일 열의
3.39 

(.691)

3.47 

(.705)

3.56 

(.613)

3.37 

(.690)

3.50 

(.751)
0.814

활력
2.97 

(.836)

3.14 

(.745)

3.30 

(.803)

2.93 

(.826)

3.07 

(.968)
1.749

몰두
3.51 

(.785)

3.58 

(.726)

3.64 

(.651)

3.49 

(.789)

3.64 

(.866)
0.620

전념
3.70 

(.744)

3.69 

(.784)

3.72 

(.679)

3.69 

(.760)

3.78 

(.596)
0.131

주1) ① 고졸, ② 전문대, ③ 대졸, ④ 대학원; 주2) * p<.05, ** p<.01, *** p<.001; 주3)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8> 학력에 따른 일 열의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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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력 년수에 따른 일 열의 차이 

경력 년수에 따른 일 열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사후 검증 결과 15년 이상 경력자(3.68)가 3년 미만 경력자(3.29)나 5-10년 

미만 경력자(3.2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일 열의의 하위 영역 중 활력은 15년 이상 

경력자(3.33)가 3년 미만(2.80), 3-5년 미만(2.94), 5-10년 미만(2.80) 경력자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 몰두는 15년 이상 경력자(3.77)가 5-10년 미만 경력자(3.38)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전념도 15년 이상 경력자(3.95)가 5-10년 미만 경력자

(3.56)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6) 근속 년수에 따른 일 열의 차이 

근속 년수에 따른 일 열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결과를 보였지만 사후 검

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 열의의 하위 영역 중 활력은 10년 이상 

근속자(3.16)가 1-3년 미만 근속자(2.7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몰두는 1년 미만 

근속자(3.88)가 1-3년 미만 근속자(3.43)나 5-10년 미만 근속자(3.42)보다 상대

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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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

(n=420)

<3년

(n=101)

3-5년

(n=71)

5-10년

(n=95)

10-15년

(n=79)

≥15년

(n=74)
F

Sheffe/

Dunnett T3

일 열의
3.39 

(.691)

3.29 

(.571)

3.38 

(.579)

3.25 

(.810)

3.45 

(.721)

3.68 

(.662)
5.247*** ⑤>①,③

활력
2.97 

(.836)

2.80 

(.782)

2.94 

(.718)

2.80 

(.934)

3.08 

(.767)

3.33 

(.835)
6.275*** ⑤>①,②,③

몰두
3.51 

(.785)

3.44 

(.641)

3.54 

(.700)

3.38 

(.923)

3.49 

(.847)

3.77 

(.738)
2.920* ⑤>③

전념
3.70 

(.744)

3.62 

(.661)

3.66 

(.657)

3.56 

(.847)

3.77 

(.791)

3.95 

(.684)
3.493** ⑤>③

주1)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5-10년, ④ 10-15년, ⑤ 15년 이상; 주2) * p<.05, ** p<.01, *** p<.001; 

주3)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9> 경력 년수에 따른 일 열의 차이 검증 

변인
전체

(n=420)

<1년

(n=31)

1-3년

(n=137)

3-5년

(n=74)

5-10년

(n=89)

≥10년

(n=89)
F

Sheffe/

Dunnett T3

일 열의
3.39 

(.691)

3.65 

(.633)

3.29 

(.648)

3.46 

(.603)

3.31 

(.795)

3.49 

(.701)
2.831* not 

significant

활력
2.97 

(.836)

3.11 

(.762)

2.79 

(.830)

3.09 

(.805)

2.91 

(.881)

3.16 

(.801)
3.434** ⑤>②

몰두
3.51 

(.785)

3.88 

(.702)

3.43 

(.745)

3.59 

(.658)

3.42 

(.949)

3.52 

(.760)
2.650* ①>②,④

전념
3.70 

(.744)

3.95 

(.694)

3.64 

(.709)

3.70 

(.666)

3.61 

(.859)

3.80 

(.736)
1.805

주1)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3-5년, ④ 5-10년, ⑤ 10년 이상; 주2) * p<.05, ** p<.01, *** p<.001; 

주3)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10> 근속 년수에 따른 일 열의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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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 형태에 따른 일 열의 차이 

고용 형태에 따른 일 열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일 열의는 정규직‧무기계약직(3.37)보다 비정규직(3.67)이 유의하게 높았고, 일 

열의 중 활력도 정규직‧무기계약직(2.94)보다 비정규직(3.37)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몰두도 정규직‧무기계약직(3.48)보다 비정규직(3.83)이 유의하게 높았다. 

8) 연봉 수준에 따른 일 열의 차이 

연봉 수준에 따른 일 열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일 열의는  6,000~7,000만원 미만(3.58)인 경우나 7,000만원 이상(3.58)인 경

우가 4,000~5,000만원 미만(3.18)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일 열의의 하위 영

역은 모두 유의 했지만 사후 검증 결과는 활력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6,000~7,000만원 미만(3.18)인 경우나 7,000만원 이상(3.23)인 경우가 

4,000~5,000만원 미만(2.68)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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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

(n=420)

정규직‧무기계약직

(n=387)

비정규직

(n=33)
t

일 열의 3.39(.691) 3.37(.688) 3.67(.671) -2.410*

활력 2.97(.836) 2.94(.828) 3.37(.836) -2.918**

몰두 3.51(.785) 3.48(.783) 3.83(.755) -2.438*

전념 3.70(.744) 3.69(.741) 3.81(.777) -0.869

주) * p<.05, ** p<.01, *** p<.001

<표 Ⅳ-11> 고용 형태에 따른 일 열의 차이 검증

변인
전체

(n=420)

<4,000

(n=127)

4,000

~4,999

(n=90)

5,000

~5,999

(n=55)

6,000

~6,999

(n=68)

≥7,000

(n=80)
F

Sheffe/

Dunnett T3

일 열의
3.39 

(.691)

3.36 

(.647)

3.18 

(.681)

3.33 

(.793)

3.58 

(.624)

3.58 

(.681)
5.072** ④,⑤>②

활력
2.97 

(.836)

2.92 

(.848)

2.68 

(.842)

2.92 

(.854)

3.18 

(.713)

3.23 

(.790)
6.065*** ④,⑤>②

몰두
3.51 

(.785)

3.49 

(.752)

3.33 

(.764)

3.38 

(.910)

3.67 

(.776)

3.70 

(.724)
3.586** not 

significant

전념
3.70 

(.744)

3.66 

(.719)

3.54 

(.752)

3.68 

(.818)

3.88 

(.705)

3.80 

(.723)
2.526* not 

significant

주1) ① 4천만원 미만, ② 4~5천만원 미만, ③ 5~6천만원 미만, ④ 6~7천만원 미만, ⑤ 7천만원 이상; 

주2) * p<.05, ** p<.01, *** p<.001; 주3)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12> 연봉 수준에 따른 일 열의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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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사 평가 등급에 따른 일 열의 차이 

인사 평가 등급에 따른 일 열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 열의는 S급(3.66)이 B급(3.27)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일 열의의 하위 영

역 중 활력, 몰두, 전념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활력은 A급(3.13)이 B급

(2.86)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몰두는 S급(3.79)이 B급(3.35)보다 유의하게 높았으

며, 전념도 S급(4.05)이 B급(3.5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10) 조직에서 보장되는 경력 개발 시간에 따른 일 열의 차이 

조직에서 보장되는 경력 개발 시간에 따른 일 열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 열의는 30시간 미만(3.47)이나 30시간 이상(3.48)

인 경우가 없는 경우(3.2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일 열의의 하위 영역 중 활력도 

30시간 미만(3.14)이나 30시간 이상(3.04)인 경우가 없는 경우(2.77)보다 유의하

게 높았다. 전념은 30시간 이상(3.81)인 경우가 없는 경우(3.59)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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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

(n=420)

S급

(n=27)

A급

(n=125)

B급

(n=228)

<C급

(n=40)
F

Sheffe/

Dunnett T3

일 열의
3.39 

(.691)

3.66 

(.824)

3.56 

(.662)

3.27 

(.659)

3.43 

(.721)
6.590*** ①>③

활력
2.97 

(.836)

3.14 

(1.014)

3.13 

(.810)

2.86 

(.813)

2.97 

(.843)
3.288* ②>③

몰두
3.51 

(.785)

3.79 

(.943)

3.73 

(.708)

3.35 

(.756)

3.55 

(.859)
8.190*** ①>③

전념
3.70 

(.744)

4.05 

(.841)

3.81 

(.707)

3.59 

(.728)

3.78 

(.768)
4.900** ①>③

주1) ① S급, ② A급, ③ B급, ④ C급 이하; 주2) * p<.05, ** p<.01, *** p<.001; 주3)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13> 인사 평가 등급에 따른 일 열의 차이 

변인
전체

(n=420)

없음

(n=154)

<30시간

(n=126)

≥30시간

(n=140)
F

Sheffe/

Dunnett T3

일 열의 3.39 (.691) 3.25 (.706) 3.47 (.675) 3.48 (.669)  4.997** ②,③>①

활력 2.97 (.836) 2.77 (.816) 3.14 (.857) 3.04 (.798)  7.751*** ②,③>①

몰두 3.51 (.785) 3.41 (.826) 3.56 (.724) 3.58 (.785)  2.128

전념 3.70 (.744) 3.59 (.770) 3.71 (.736) 3.81 (.708)  3.424* ③>①

주1) ① 없음, ② <30시간, ③ ≥30시간; 주2) * p<.05, ** p<.01, *** p<.001; 주3) 단위: 평균(표준편차)

<표 Ⅳ-14> 조직에서 보장되는 경력 개발 시간에 따른 일 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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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직 의도에 따른 일 열의 차이 

이직 의도에 따른 일 열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일 열의는 이직을 고려한 경우(3.25)가 이직을 고려 하지 않은 경우(3.52)보다 

낮았다. 일 열의의 하위 영역 중 활력은 이직을 고려한 경우(2.76)가 이직을 고려 

하지 않은 경우(3.16)보다 낮았으며, 몰두도 이직을 고려한 경우(3.39)가 이직을 고

려하지 않은 경우(3.62)보다 낮았다. 전념도 이직을 고려한 경우(3.60)가 하지 않은 

경우(3.79)보다 낮았다. 

변인
전체

(n=420)

예

(n=199)

아니오

(n=221)
t

일 열의 3.39(.691) 3.25(.707) 3.52(.652) -4.091***

활력 2.97(.836) 2.76(.818) 3.16(.807) -5.095***

몰두 3.51(.785) 3.39(.827) 3.62(.731) -2.897**

전념 3.70(.744) 3.60(.798) 3.79(.681) -2.576**

주) ** p<.01, *** p<.001

<표 Ⅳ-15> 이직 의도에 따른 일 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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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모형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 일 열의 간 구조적인 관계를 

검증하기 전에, 잠재 변인과 잠재 변인을 구성하는 관측 변인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림 Ⅳ-1] 측정 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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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측정 모형의 적합도 

측정 모형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χ2, SRMR, RMSEA, TLI, CFI, NFI, IFI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χ2 값은 통계적 유의성을 제공하지만, 사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찰 변인들

이 다변량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에 큰 영향을 받는다(이훈영, 2010). 따

라서 χ2 통계량은 적합도 판단에 반영하지 않았다. 

나머지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SRMR은 .0473, RMSEA는 .060, TLI는 

.962, CFI는 .970, NFI는 .952, IFI는 .971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측정 모형의 적

합도 지수는 기준치를 만족하였고, 이에 따라 측정 모형은 적합하게 잘 설계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구분 측정값 해석 비고(기준)

Chi-Square 179.650(df=71, p=.000) 부적합/미해석 p>.05

SRMR .0473 양호
≤.05: 양호

≤.10: 대체로 양호

RMSEA

Mean .060

적합

≤.05: 매우 좋음

≤.08: 좋은 편임

≤.10: 적합

LO 90 .050

HI 90 .071

TLI .962 적합 ≥.90

CFI .970 적합 ≥.90

NFI .952 적합 ≥.90

IFI .971 적합 ≥.90

<표 Ⅳ-16> 측정 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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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 모형의 타당도, 신뢰도 분석

앞서 측정 모형의 적합도 확인을 통해, 측정모형이 전반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관측 변인이 잠재 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수렴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잠재 변인 간에 유사성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를 판단하

기 위해 판별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해 요인 적재값을 확인하였고, 개념 신뢰도(CR)와 평균 분산 추출값(AVE)을 도출

하였다.

수렴 타당도는 관측 변인들이 해당 잠재 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요인 적재값이나 개념 신뢰도, 평균 분산 추출값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agozzi, Yi, & Phillips(1991)에 따르면 관측 변인이 잠재 변인을 설명하는 요인 

적재값이 .50 이상이면 수렴 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부 인사 평

가 경험의 분배 공정성(.492)과 승진 기회(.492)는 .50에 약간 미치지 못 하였지만, 

그 외 변인은 모두 .50 이상의 높은 요인 적재값을 보였다. 

일부 관측 변인에서 .50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Anderson과 

Gerbing(1998), Fornell과 Larcker(1981), Hair와 동료들(2006)에 의하면 수렴 

타당도는 개념 신뢰도가 .70 이상, 평균 분산 추출값은 .50 이상이면 만족하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인사 평가 경험은 개념 신뢰도 .939, 평균 분산 추출값 .761, 조

직 보상은 개념 신뢰도 .747, 평균 분산 추출값 .508, 조직 신뢰는 개념 신뢰도 

.952, 평균 분산 추출값 .869, 일 열의는 개념 신뢰도 .906, 평균 분산 추출값 .765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모든 변인의 개념 신뢰도는 .70 이상, 평균 분산 추출값은 

.50 이상으로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측정 모형의 수렴 타당도

가 확보되었다고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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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인사 평가 경험

평가정확성 1.000 .810 - -

평가유용성 1.417 .901 0.065 21.892***

절차공정성 1.097 .837 0.055 19.778***

분배공정성 0.486 .492 0.047 10.252***

상호작용공정성 1.208 .845 0.060 20.063***

조직 보상

임금만족 1.000 .862 - -

복리후생 0.883 .668 0.068 13.002***

승진기회 0.588 .492 0.062 9.495***

조직 신뢰

조직 신뢰1 1.000 .911 - -

조직 신뢰2 1.060 .911 0.037 28.663***

조직 신뢰3 1.146 .873 0.044 26.302***

일 열의

활력 1.000 .754 - -

몰두 1.157 .928 0.067 17.172***

전념 0.899 .762 0.057 15.657***

주) *** p<.001

<표 Ⅳ-17> 측정 모형의 요인 계수

구분 개념 신뢰도(CR) 평균 분산 추출(AVE)

인사 평가 경험 .939 .761

조직 보상 .747 .508

조직 신뢰 .952 .869

일 열의 .906 .765

<표 Ⅳ-18> 측정 모형의 개념 신뢰도와 평균 분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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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잠재 변인 간에 유사성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판별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평균 분산 추출값보다 높지 않으면 판별 타당도

를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Fornell & Larcker, 1981), 잠재 변인 간 상관계

수 중에서는 조직 보상과 조직 신뢰 간 상관계수가 .698로 가장 높았으며, 상관계수

의 제곱값은 .487로 산출되었는데, 앞서 산출한 평균 분산 추출값은 모두 .50 이상

의 수치를 보였다. 즉 모든 평균 분산 추출값은 모든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높은 수

치를 보여, 판별 타당도 기준을 만족하였다. 

결과적으로 측정 모형은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모두 만족하였고, 모형의 타

당성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인사 평가 경험 ↔ 조직 보상 .690

인사 평가 경험 ↔ 조직 신뢰 .620

인사 평가 경험 ↔ 일 열의 .461

조직 보상 ↔ 조직 신뢰 .698

조직 보상 ↔ 일 열의 .432

조직 신뢰 ↔ 일 열의 .433

<표 Ⅳ-19> 측정 모형의 잠재 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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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정 도구의 동일 방법 편의 검정

이 연구는 자기 보고식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설문이 동일

한 방법으로 여러 문항이 반복적으로 수집되는 상황에서 항목 간 상관관계가 지나치

게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동일 방법 편의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Podsakoff & Organ, 1986; Podsakoff, MacKenzie, Lee, & Podsakoff, 2003). 

따라서, 단일 요인 검증 방법을 활용하여 동일 방법 편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중에서 일반적 특성 변수를 제외한 척도 형태로 측정

된 모든 문항을 투입하여 Kaiser 정규화가 있는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축 요인 

추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요인은 전체 변량의 11.617%로 나타났다. 단일 

요인 검정을 통해 고유 값이 1 이상으로 나타난 요인이 단 한 개로 나타나는 경우나, 

여러 개로 도출될지라도 한 개 요인의 설명력이 50% 이상으로 과다하게 높은 경우 

동일 방법 편의 오류가 있다고 보고할 수 있다(Harman, 1976). 이 연구에서는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변인이 50% 이상의 설명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동일 방

법 편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요인 고유값 설명변량 누적변량

요인1 7.202 11.617 11.617

주1) KMO=.949, Bartlett 구형성 검증 유의확률=.000

주2) 요인 추출 방법: 주축 요인 추출

주3)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Varimax

<표 Ⅳ-20> 동일 방법 편의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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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 모형 분석 결과 

가. 구조 모형의 적합도 

 이 연구에서는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이 조직 신뢰를 매개하여 일 열의에 미

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하여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 일 열의 변인 간의 순수한 

구조적인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 특성 변인이 매개 변인인 조직 

신뢰와 종속 변인인 일 열의로 가는 경로를 추가하여 구조 모형을 구성하였다. 연령, 

경력 년수, 연봉, 경력 개발 시간과 같은 연속형 변인은 중위수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나머지 범주형 변인은 더미 변환을 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그림 Ⅳ-2] 일반적 특성 변인을 통제한 구조 모형 검증 결과 

구조 모형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먼

저 변인을 통제하지 않고 구조 모형을 검증한 후, 일반적 특성 변인을 통제하고 구조 

모형을 검증하여 χ2, SRMR, RMSEA, TLI, CFI, NFI, IFI 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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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값은 통계적 유의성을 제공하지만, 사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찰변인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가정에 큰 영향을 받는다(이훈영, 2010). 따라서 

χ2 통계량은 적합도 판단에 반영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 변인을 통제했을 때 SRMR은 .0335, RMSEA는 .048, TLI는 .936, 

CFI는 .964, NFI는 .932, IFI는 .965로 나타나서 주요 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기준치를 만족하였고, 구조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조직 보상에서 일 열의로 가는 경로를 생략한 경

우도 적합도 지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해당 경로를 생략하지 않고 원 모형대로 

하여 경로 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구분 측정값
조직보상→일 열의 

경로 생략 시 측정값
해석 비고(기준)

Chi-Square
417.507

(df=211, p=.000)

419.405

(df=212, p=.000)
부적합/미해석 p>.05

SRMR .0335 .0339 양호
≤.05: 양호

≤.10: 대체로 양호

RMSEA

Mean .048 Mean .048

적합

≤.05: 매우 좋음

≤.08: 좋은 편임

≤.10: 적합
LO 90 .041 LO 90 .042

HI 90 .055 HI 90 .055

TLI .936 .936 적합 ≥.90

CFI .964 .964 적합 ≥.90

NFI .932 .932 적합 ≥.90

IFI .965 .965 적합 ≥.90

<표 Ⅳ-21> 일반적 특성 변인을 통제한 구조 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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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 모형의 경로 계수 및 직접 효과 검증 결과 

앞서 일 열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일반적 특성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하여 인

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 일 열의 간 구조적인 관계를 확인하고자 구조 

모형의 경로 계수와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 인사 평가 경험은 조직 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β=.286, 

p<.001), 조직 보상도 조직 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508, p<.001). 그리고 일반적 특성 변인이 조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연령이 조직 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β

=.148, p<.05).

조직 신뢰는 일 열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59, 

p<.05). 인사 평가 경험은 일 열의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β=.255, p<.001), 조직 보상은 일 열의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일반적 특성 변인이 일 열의에 미치는 

영향은 과장 직급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과장은 일 열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β=-.184, p<.05).

한편, 잠재 변인의 다중 상관 제곱값을 확인함으로써 내생 변인이 외생 변인에 의

해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 그리고 

통제 변인들은 조직 신뢰를 약 54.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 신뢰,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과 통제 변인들은 일 열의를 약 35.7%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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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R2

인사평가경험 → 조직신뢰 .319 .286 .075  4.247***

.544

조직보상 → 조직신뢰 .434 .508 .067  6.461***

성별 → 조직신뢰 -.021 -.016 .057 -0.364

연령 → 조직신뢰 .195 .148 .094  2.081*

직급(대리) → 조직신뢰 -.037 -.022 .076 -0.483

직급(과장) → 조직신뢰 .004 .002 .110  0.033

직급(차장) → 조직신뢰 .115 .060 .146  0.784

직급(부장이상) → 조직신뢰 .206 .075 .187  1.101

경력년수 → 조직신뢰 -.142 -.150 .079 -1.793

고용형태 → 조직신뢰 .043 .018 .098  0.440

연봉 → 조직신뢰 -.018 -.080 .010 -1.825

평가등급S → 조직신뢰 .121 .045 .132  0.916

평가등급A → 조직신뢰 .160 .111 .098  1.632

평가등급B → 조직신뢰 .063 .048 .091  0.693

경력개발시간 → 조직신뢰 .000 .008 .002  0.196

이직의도 → 조직신뢰 -.026 -.020 .057 -0.453

조직신뢰 → 일 열의 .153 .159 .071  2.163*

.357

인사평가경험 → 일 열의 .274 .255 .080  3.428***

조직보상 → 일 열의 .103 .125 .075  1.370

성별 → 일 열의 -.045 -.035 .062 -0.726

연령 → 일 열의 .176 .139 .103  1.709

직급(대리) → 일 열의 -.054 -.034 .082 -0.652

직급(과장) → 일 열의 -.285 -.184 .121 -2.362*

직급(차장) → 일 열의 -.206 -.112 .160 -1.291

직급(부장이상) → 일 열의 .057 .022 .204  0.279

경력년수 → 일 열의 .088 .097 .087  1.012

고용형태 → 일 열의 .110 .047 .106  1.034

연봉 → 일 열의 .018 .082 .011  1.633

평가등급S → 일 열의 .209 .081 .144  1.451

평가등급A → 일 열의 .114 .083 .107  1.067

평가등급B → 일 열의 -.090 -.071 .099 -0.915

경력개발시간 → 일 열의 -.003 -.059 .002 -1.348

이직의도 → 일 열의 -.040 -.031 .062 -0.640

주) * p<.05, *** p<.001

<표 Ⅳ-22> 일반적 통제 변인을 포함한 구조 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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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 신뢰의 매개 효과 검증 결과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이 조직 신뢰를 매개하여 일 열의에 미치는 간접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해당 검증은 일반적 변인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인사 평가 경험이 조직 신뢰를 매개하여 일 열의에 미치는 간접 효과 크

기는 .045로 나타났고, 95% 신뢰 구간은 .009~.108로 나타났다.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기에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인사 평가 경험

이 조직 신뢰를 매개하여 일 열의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직 보상이 조직 신뢰를 매개하여 일 열의에 미치는 간접 효과 크기는 

.081로 나타났고, 95% 신뢰 구간은 .011~.184로 나타났다. 신뢰 구간이 0을 포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직 보상이 

조직 신뢰를 매개하여 일 열의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앞서 인사 평가 경험은 일 열의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기에 인사 평

가 경험과 일 열의 사이에서 조직 신뢰는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조직 보상은 일 열의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못 미쳤기에 조직 보상과 일 

열의 사이에서 조직 신뢰는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변인
간접효과 

추정치
표준오차

95% Bias corrected

Lower 

Bounds

Upper 

Bounds

인사평가경험 → 조직신뢰 → 일 열의 .045* .025 .009 .108

조직보상 → 조직신뢰 → 일 열의 .081* .043 .011 .184

주) * p<.05

<표 Ⅳ-23> 조직 신뢰의 매개 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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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력 개발 지원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가. 다중 집단 분석을 통한 경력 개발 지원의 조절 효과

경력 개발 지원에 따라 변인 간 영향 관계가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중 

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경력 개발 지원에 대한 응답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경력 개발 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 

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 간의 측정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 비제약모

형과 모형2(요인부하량 제약모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요인 부하량의 동일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경우 다중 집단 구조 모형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성에 문제

의 소지가 있으므로(우종필, 2012; 우종필, 김준호, 2017; 히든그레이스, 2018), 다

음 단계의 다중 집단 구조 모형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모형 χ2 df RMSEA TLI CFI 유의성

모형1 비제약모형 283.889 142 .049 .937 .951 -

모형2 λ 제약 328.297 152 .053 .927 .939
유의함

(측정동일성 X)

모형3 Φ 제약 337.714 160 .052 .930 .938
유의함

(측정동일성 X)

모형4 λ, Φ 제약 345.821 162 .052 .928 .936
유의함

(측정동일성 X)

모형5
λ, Φ, θ 

제약
469.806 176 .063 .895 .898

유의함

(측정동일성 X)

주) λ: 요인부하량, Φ: 공분산, θ: 오차분산

<표 Ⅳ-24> 경력 개발 지원에 따른 다중 집단 모형 비교 (측정 동일성 분석 결과)

한편, 경력 개발 지원의 하위 영역인 전략적 체계성도 중위수를 기준으로 두 집단

으로 분류하여 다중 집단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 비제약모형과 모형2

(요인부하량 제약모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요인 부하량 동일성에 문제가 있었

다. 이런 경우 다중 집단 구조 모형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성에 문제의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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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우종필, 2012; 우종필, 김준호, 2017; 히든그레이스, 2018), 다중 집단 구조 

모형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모형 χ2 df RMSEA TLI CFI 유의성

모형1 비제약모형 257.725 142 .044 .951 .962 -

모형2 λ 제약 287.098 152 .046 .947 .955
유의함

(측정동일성 X)

모형3 Φ 제약 294.084 160 .045 .950 .956
유의함

(측정동일성 X)

모형4 λ, Φ 제약 300.158 162 .045 .949 .954
유의함

(측정동일성 X)

모형5
λ, Φ, θ 

제약
399.836 176 .055 .924 .926

유의함

(측정동일성 X)

주) λ: 요인부하량, Φ: 공분산, θ: 오차분산

<표 Ⅳ-25> 전략적 체계성에 따른 다중 집단 모형 비교 (측정 동일성 분석 결과)

그리고 경력 개발 지원의 또 다른 하위 영역인 운영적 체계성도 중위수를 기준으

로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다중 집단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 비제약모형

과 모형2(요인부하량 제약모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요인 부하량 동일성에 문

제가 있었다. 이런 경우 다중 집단 구조 모형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우종필, 2012; 우종필, 김준호, 2017; 히든그레이스, 2018), 다중 집단 

구조 모형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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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 df RMSEA TLI CFI 유의성

모형1 비제약모형 267.652 142 .046 .949 .960 -

모형2 λ 제약 294.091 152 .047 .946 .955
유의함

(측정동일성 X)

모형3 Φ 제약 302.333 160 .046 .949 .955
유의함

(측정동일성 X)

모형4 λ, Φ 제약 312.339 162 .047 .947 .953
유의함

(측정동일성 X)

모형5
λ, Φ, θ 

제약
394.018 176 .054 .929 .931

유의함

(측정동일성 X)

주) λ: 요인부하량, Φ: 공분산, θ: 오차분산

<표 Ⅳ-26> 운영적 체계성에 따른 다중 집단 모형 비교 (측정 동일성 분석 결과)

나. 부트스트랩을 통한 경력 개발 지원의 조절 효과

다중 집단 구조 모형 분석에서 측정 동일성을 확보하지 못 했지만, 경력 개발 지원

에 따른 변인 간 영향 관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과정에서는 일반적 

특성 변인들을 모두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여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첫째,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신뢰 간 관계에서 경력 개발 지원의 조절 효과를 검

증한 결과, 인사 평가 경험과 경력 개발 지원의 상호 작용항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

나,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조직 보상과 조직 신뢰 간 관계에서 경력 개발 지원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조직 보상과 경력 개발 지원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조절 효과

는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조직 신뢰와 일 열의 간 관계에서 경력 개발 지원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

과, 조직 신뢰와 경력 개발 지원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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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인사 평가 경험과 일 열의 간 관계에서 경력 개발 지원의 조절 효과를 검증

한 결과, 인사 평가 경험과 경력 개발 지원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조직 보상과 일 열의 간 관계에서 경력 개발 지원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조직 보상과 경력 개발 지원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조절 효과

는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조직신뢰 종속변인: 일 열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인사평가경험 .153** .055 .147** .055 .213*** .064 .219*** .064 .213*** .064

조직보상 .249*** .044 .246** .043 .091 .052 .097 .052 .096 .052

조직신뢰 .163** .058 .161** .058 .158** .058

경력개발지원 .422*** .045 .424*** .045 .056 .056 .052 .056 .056 .056

인사평가경험×경력개발지원 .022 .041 .026 .047

조직보상×경력개발지원 .050 .034 .040 .039

조직신뢰×경력개발지원 .050 .040

F 22.753*** 22.927*** 8.877*** 8.808*** 8.843***

R2 .546 .547 .330 .328 .329

주) ** p<.01, *** p<.001

<표 Ⅳ-27> 경력개발지원의 조절 효과 



- 172 -

5.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의 채택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 Ⅲ-28>

와 같으며, 9개의 연구 가설 중 7개의 가설(가설 1, 가설 2-1, 가설 2-3~5, 가설 

3-1~2)은 채택되었으며, 2개의 가설(가설 2-2, 가설 4)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연

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의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28> 연구 가설 채택 여부

연구 문제 결과

일반적

특성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

령, 직급, 학력 수준, 경력 년수, 근속 년수, 정규직 유무, 연봉 수준, 

인사 평가 등급, 경력 개발 시간, 이직 의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이다.

채택

모형

적합도
가설 1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및 조직 신뢰 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 모형은 

변인간 구조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채택

직접

효과

가설 2-1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은 일 열의

에 정적인 직접 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가설 2-2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보상은 일 열의에 

정적인 직접 효과를 가질 것이다.
기각

가설 2-3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은 

조직 신뢰에 정적인 직접 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가설 2-4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보상은 조직 신뢰에 

정적인 직접 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가설 2-5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신뢰는 일 열의에 

정적인 직접 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매개

효과

가설 3-1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신뢰는 

인사 평가 경험과 일 열의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부분매개)

가설 3-2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신뢰는 조직 보상과 

일 열의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완전매개)

집단간

차이

(조절

효과)

가설 4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및 조직 신뢰의 관계는 경력 개발 지원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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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모형에 대한 논의

이 연구는 직무 요구-자원 모형을 중심으로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를 설정하고 변인 간

의 직접 효과 및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인과적 구조 모형 검증 후 경력 개

발 지원에 대한 다중 집단 분석을 통해 경력 개발 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

한 구조적 연구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일반 특성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하여 구조

적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에서 SRMR은 .0335, RMSEA는 .048, TLI는 

.936, CFI는 .964, NFI는 .932, IFI는 .965 로 나타나 구조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 모형은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를 

둘러싼 잠재 변인들간의 영향 관계를 해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가설 1은 채

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를 설명하기 위해 직무 

요구-자원 모형을 근거로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 조직 신뢰를 고려해야 한다

는 점을 시사한다. 즉, 직무 요구-자원 모형과 조직 신뢰 이론에서 제시한 것과 같

이, 이 연구에서는 일 열의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신뢰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

며, 조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을 통합적인 관점에

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은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 조

직 신뢰와 일 열의를 구조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성과 관리와 보상, 일 열의를 구조적

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이 연구의 결과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직에서의 보상을 강화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조

직 신뢰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조직 보상 이외에 인사 평가 경험에 대한 탐색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 시장에서 부족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를 채용하고 유지하기 위해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중심으로 조직 보상이 경

쟁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조직 보상의 전략은 직원들의 일 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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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고 할 수 있다.

한편, 측정 모형의 수렴 타당도에서 인사 평가 경험의 분배 공정성이 다른 요인에 

비해 적재값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조직에서 불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을 때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분배에 대해 귀인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

과로 해석할 수 있다(박재춘, 2016). 사람들은 공정성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분배 공

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다른 공정성 인식에 비해 선행되며, 이후 절차나 상호작용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될 수 있다(조윤희, 홍계훈, 2017). 따라서, 분배 공

정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공정성 인식보다 더 낮게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직 보상의 수렴 타당도 결과에서 승진 기회가 다른 요인에 비해 적재값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소프트웨어 산업군에 소속된 기업의 특성에 귀인하여 설명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군에 소속된 기업의 경우,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지향하는 과

정에서 승진 제도가 없이 호칭을 통일하여 직급을 단순화하는 성향이 나타난다(명순

영, 2021).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군에 소속된 기업은 직무와 경력을 기준으로 보상

하되 일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특징이 있다(박광하, 2021). 따라서, 소프트

웨어 산업군에 소속된 기업의 경우 타 산업 분야와 다르게 승진 기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보상 요인에 비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

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 직접 효과에 대한 논의

1) 일 열의에 대한 인사 평가 경험의 직접 효과

연구 결과,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인식한 인사 평가 경험은 일 열의에 직접

적으로 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55, p<.001). 따라서, 이 연구

에서 설정한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이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인사 평가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일 열의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사 평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일 열의에 직접적으로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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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노미경, 2018; 박기준, 2021; Findley, Giles, & 

Mossholder, 2000; Ghosh, Rai, & Shinha, 2014; Gupta & Kumar, 2013; He, 

Zhu, & Zheng, 2014; LeVan, 2017; Sanyal & Biswas, 2014; Selvarajan & 

Cloninger, 2012)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무 요구-자원 모형의 관점에서 인사 평가 경험이 일 열의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이 연구는 인사 평

가 경험이 직원의 일 열의에 중요한 자원 요소가 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

라고 할 수 있다(Lee, Recco, & Shuck, 2020). 그동안, 직원 경험이 일 열의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개념적 차원의 접근(Morgan, 2017)과 직원 경험을 

강화함으로써 일 열의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HR 전반의 접근을 직원 관점에서 고려

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Deloitte, 2017; Gallup, 2018; IBM, 2016; Dhingra, 

Emmett, & Samadani, 2018; Whitter, 2019; Yohn, 2016)은 있었으나, 실증적 연

구를 통해 이와 같은 관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인사 평가 경험에 대한 불만족이 이슈화되었던 상

황에서(권하영, 2021; 이대호, 2021),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에 대

한 긍정적 인식이 일 열의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향후 조직에서 인사 평가 경험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 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일 열의에 대한 조직 보상의 직접 효과

연구 결과,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인식한 조직 보상이 일 열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125, p>.05).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이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조직 보상에 더 긍정적으

로 인식한다고 해서 일 열의가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직 보상이 일 열의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Cordero, DiTomaso, & Farris, 1994; Freeney & Tiernan, 2009; 

Huang & Tianshu, 2013; Joshi & Sodhi, 2011; Jung & Yoon, 2015; Koyuncu, 

Burke, & Fiksenbaum, 2006; Sharma & Krishnan, 2012)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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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직무 요구-자원 모형에 따라 조직 보상이 직무 자원의 요소로 일 열의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의(Lee, Rocco, & Shuck, 2020; Memon, Salleh, & 

Baharom, 2017)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 이지만, 단순한 조직 보상만으로는 일 열의

를 강화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Kulikowski & Sedlak, 2020)와 조직 보상이 일 열

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공정성이나 조직 신뢰 등의 심리적 과정을 거쳐야 한

다는 논의(Katou, 2013)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조직에서의 보상에 민감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에도 불구하

고(Baddoo, Hall, & Jagielska, 2006;  Burn, Couger, & Ma, 1992; Burn, Ma, & 

Ng Tye, 1995; Linberg, 1999; Smits, McLean, & Tanner, 1993), 대기업 소프

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보상에 대한 인식이 일 열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는 결과는 이들에게 조직 보상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조직 보상이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다른 심리적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일 열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보상 전략을 고려할 경우 외재적 보상 요소뿐만 아니라 보상을 둘러싼 다양한 

심리적 잠재 변인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조직 신뢰에 대한 인사 평가 경험의 직접 효과

연구 결과,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인식한 인사 평가 경험이 조직 신뢰에 직

접적으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86, p<.001). 따라서, 이 연

구에서 설정한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이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인사 평가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조직 신뢰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직무 요구-자원 모형과 조직 신뢰 이론에 근거하여 조직에 공

헌한 내용에 대해 인정받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심리적 계약 관계

에 따라 조직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Agarw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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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fold & Cummings, 1983; Mayer & Davis, 199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인사 평가의 과정에서 직원들이 평가가 

정확하고, 유용하고, 공정하다고 인식할 수 있을 때 조직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Baxter(1983)는 신뢰의 형성 과정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지를 탐

색하고, 의존성을 확장하며, 몰입하는 단계로 확장되어갈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 인사 평가 경험은 조직에서 신뢰를 형성하도록 하는 탐색의 과정이라고 해

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 결과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조직에 대해 신뢰를 형성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이 인사 평가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조직 신뢰에 대한 조직 보상의 직접 효과

연구 결과,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인식한 조직 보상이 조직 신뢰에 직접적으

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08, p<.001).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4는 채택되었다. 이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조직 보상을 긍정

적으로 인식할수록 조직 신뢰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직무 요구-자원 모형과 조직 신뢰 이론에 근거하여 조직 보상

이 직무 자원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충족이 되지 않으면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성

격을 가진 만큼 조직 보상에 대한 인식이 조직 신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이론

적 논의(Hughes, & Rog, 2008; Kian & Yusoff, 201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조직 보상이 조직 신뢰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문광수 외, 2014; Gim, & Cheah, 2020; Hausknecht, Rodda, & 

Howard, 2009; Irshad & Afridi, 2007; Ogbonnaya, Daniels, & Nielsen, 2017; 

Piansoongnern, Anurit, & Kuiyawattananonta, 2011)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

다.

조직 신뢰 이론에 따르면, 조직에서 만족할 수준의 보상을 직원들에게 제공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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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직원들은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으며, 조직 보상의 만족은 심리적 계약

의 의미에서 직원들이 조직에 헌신하도록 한다(Mayer, Davis, & Schoorman, 

1995).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조직 신뢰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직 보상과 조

직 신뢰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일 열의에 대한 조직 신뢰의 직접 효과

연구 결과,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인식한 조직 신뢰가 일 열의에 직접적으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59, p<.05).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

한 가설 2-5는 채택되었다. 이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조직 신뢰를 높게 인

식할수록 일 열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직무 요구-자원 모형과 조직 신뢰 이론에 따라 조직 신뢰의 

풍토가 형성되었을 때 직원의 일 열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이론적 논의(Agarwal, 

2014; Bakker, 2017; Grubb, 2007)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조직 신뢰 

이론에서 조직 신뢰는 일 열의가 강화될 수 있는 심리적 안전감을 조성하는데 기본

적인 요소로 제시되고 있으므로(Agarwal, 2014), 이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실증적인 결과를 통해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조직 신뢰가 일 열의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현주, 안성빈, 이종호, 2019; 현병무, 2016; Agarwal, 2014; Gulbahar, 

2017; Katou, 2013)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조직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직원들의 일 열의는  

건강한 조직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제시된 바 있다(Acosta, Salanova, & 

Llorens, 2012).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일 열의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과 동시에, 일 열의

를 강화하기 위한 신뢰롭고 건강한 조직의 구축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직 신뢰와 일 열의의 관계가 정적으로 유의하지만 효과 크기(β=.159, 

p<.05)가 다른 변인간의 직접 관계에서 나타나는 효과 크기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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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현재 표집한 대상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연구

에서 표집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76%는 20대와 30대이며, 사원·대리급이 응답자

의 50% 이상이고, 경력 5년 미만이 40%인 만큼 이들은 MZ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MZ세대의 경우, 조직에 신뢰를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보

상 받는 것 보다 현재의 보상과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이

경민, 2021), 조직 신뢰와 일 열의의 관계 보다 인사 평가 경험과 일 열의의 관계, 

조직 보상과 일 열의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 매개 효과에 대한 논의

1) 인사 평가 경험과 일 열의의 관계에서 조직 신뢰의 매개 효과

연구 결과,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인식한 조직 신뢰는 인사 평가 경험과 일 

열의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사 평가 경

험이 조직 신뢰를 매개하여 일 열의에 미치는 간접 효과의 크기는 B=.045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이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인사 평가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조직 신뢰를 높게 인식하고, 그 

결과 일 열의를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 결과는 조직에서 직원들이 평가가 정확하고 유용하며 공정하다는 인식이 

높을 경우, 조직 신뢰를 거쳐 일 열의를 강화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수행

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명백할 경우 조직에서 심리적 안전

감을 느끼게 될 때 일 열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Kahn, 1990)을 지지하는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안전감이 조직 신뢰를 거

쳐서 일 열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논의(Gruman & Saks, 2011)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 교환 이론에 근거하여 투입한 노력만큼 평가받고 

있다고 인사 평가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조직을 신뢰하게 됨으로써 성과를 

내기 위해 몰입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논의(Brown, Hyatt, & Bens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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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r & Salleh, 2015)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을 토대로 일 열의를 강화하는 

인터벤션을 구축할 때는 심리적 안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조직 신뢰를 강화하

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조직 보상과 일 열의의 관계에서 조직 신뢰의 매개 효과

연구 결과,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인식한 조직 신뢰는 조직 보상과 일 열의

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 보상이 조직 

신뢰를 매개하여 일 열의에 미치는 간접 효과 크기는 B=.081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3-2는 채택되었다. 이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조직 보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조직 신뢰를 높게 인식하고, 그 결과 일 열의를 

높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조직 보상과 일 열의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이 연구 결과는 조직 신뢰가 조직 보상과 일 열의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있

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인식한 조직 보상은 

그 자체로서 일 열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 신뢰를 통해 일 열의를 강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 열의의 심리적 상황 요인(Kahn, 1990)에서 제시한 대로, 조직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보상을 충족시켜 주는 경우 직원들은 심리적 의미감을 통해 조직에 대해 신

뢰를 형성한다(Bagdadli, Roberson, & Paoletti, 2006; Macey & Schneider, 

2008). 심리적 의미감이 일 열의를 발생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Agarwal, 2014)는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조직 보상과 일 열의의 관계에서 

조직 신뢰의 중요성과 이 연구에서 나타난 조직 신뢰의 매개 효과가 가지는 의미를 

뒷받침하고 있다. 조직 보상은 직접적으로 일 열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신

뢰라는 심리적 과정을 한번 더 거쳐서 일 열의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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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경쟁으로 보상을 강화하는 상황에서(이진영, 2021; 최민영, 2021), 보상을 

강화 하는 것만으로는 직원의 일 열의를 강화할 수 없으며 보상을 통해 조직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인터벤션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대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보상을 토대로 일 열의를 강화하는 인터벤션을 구축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통해 조직에서의 공헌이나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는 심리적 의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조직 신뢰를 향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야 한다. 

라. 경력 개발 지원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논의

연구 결과,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와 

일 열의의 관계에서 경력 개발 지원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측정 동일성을 만족할 

수 없어서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이

는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 조직 신뢰, 일 열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경

력 개발 지원을 높게 인식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경력 개발 지원을 낮게 인

식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집단이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 모형에 대해 서

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 동일한 전제 조건 하에 집단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기 어렵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력 개발 지원이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의미가 없는 

변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력 개발 지원이 조절 변인이 아닌 개별 독립 변인의 역할

로서 일 열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직군 자체가 신기술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고, 지속

적인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경력 개발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매우 중

요하게 여겨지고 있다(장지윤, 이종주, 2021).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기술환경

의 변화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하여금 성장 지향적인 특징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다

고 제시된 연구(Beecham et al, 2008; Couger, 1989; Frangos, 1997)는 이와 같

은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경력 개발 지원에 대한 인식이 대기업 소프

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일 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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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마.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논의

 일 열의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변인 간의 영향 관계를 통제하고 순수하게 각 변

인별 효과를 확인했을 때에는 직급에 있어서 과장급의 일 열의가 낮은 것이 유효한 

결과로 나타났다(β=-.184, p<.05). 

이와 같은 결과는 과장급의 직원들이 일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받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들은 초기 경력자나 리더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직에서 경력 개발이나 리더

십 육성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맥락과 연관지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Zenger & Folkman, 2014). Jaser(2021)는 과장급이 연결형 리더로서 직책자인 

팀장 또는 임원과 초기 경력자인 사원, 대리급의 직원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고 중재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인지 과부하나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과장급 직원은 연결 역할을 하는 리더로서 조직의 리

더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힘과 팔로어십을 가지고, 조직의 초기 경력자보다는 더 큰 

힘과 리더십을 가지고 관계를 구축해야 하므로 직무 소진과 감정 노동을 겪을 수 있

어 코칭과 심리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Jaser, 2021). 이 연구에서 

과장급 응답자와 일반 특성 변인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부록 6], 이들은 임

금에도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영

입하기 위해 기업들이 보상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충분하게 보상 전략을 고려하지 않

고 경쟁하듯이 신입사원의 연봉을 인상하면서 오히려 내부 직원들과의 임금 역전 현

상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우려(최민영, 2021)를 고려했을 때, 과장급의 직원에게 요

구되는 직무 요구 수준은 증가하였으나 조직의 보상이나 육성과 관련한 대상에서 해

당 직급이 소외되고 있어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영향 관계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성별에서는 남성

(3.49)이 여성(3.28)보다 일 열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40대 이상

(3.64)이 20대(3.26)나 30대(3.38)보다 일 열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

급에서는 부장급 이상(3.96)이 사원급(3.34), 대리급(3.31), 과장급(3.30), 차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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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에 비해 일 열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나 근속 년수에서는 유의

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경력 년수에서는 15년 이상의 경력자(3.68)의 일 열의

가 3년 미만의 경력자(3.29)나 5-10년 미만의 경력자(3.2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고용 형태에 있어서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3.37)보다 비정규직(3.67)의 일 열의

가 유의하게 높았고, 연봉 수준에서는 6,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3.58) 이나 

7,000만원 이상(3.58)인 경우의 일 열의가 4,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3.18)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인사 평가 등급에서는 S급(3.66)의 고과를 부여받았다고 응

답한 대상자의 일 열의가 B급(3.27)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직에서 보장되는 경력 개

발 시간의 경우 30시간 미만(3.05)이나 30시간 이상(3.02)인 응답자의 일 열의가 

경력 개발 시간이 없는 경우(2.57)보다 높았고, 이직 의도에 있어서 이직을 고려하

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3.52)가 이직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경우(3.25)보다 일 열

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일 열의가 높다는 선행연구(Lee & Ok, 

2015)나 성별과 일 열의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연구(Schaufeli, Bakker, & 

Salanova, 2006), 직급과 일 열의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연구(Lee & Ok, 

2015),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되었을 때 일 열의를 향상할 수 있다는 연구

(Demerouti, et al, 2001; Keating & Heslin, 2015)등과 상반되는 결과이지만, 연

봉 수준이 높아질수록 일 열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Kulikowski, 2018)를 지지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연령과 직급, 경력년수, 연봉이 높으며 좋은 성과를 받은 

경우, 이직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조직에서 보장되는 경력 개발 시간이 있는 경우 

일 열의가 높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업무 성과에 따라 계약 여부가 결정

되거나 정규직으로의 전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비정규직이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

장된 정규직이나 무기 계약직보다 일 열의가 높다는 점은 비정규직이 고용의 안정성

이나 조직에서의 심리적 안전감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이 연구의 결과는 일 열의가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 요구-자원 모형에 근거하

여 일 열의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의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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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

상 및 조직 신뢰의 관계를 규명하고, 경력 개발 지원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

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직무 요구-자원 모형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인사 평가 경

험과 조직 보상, 조직 신뢰와 일 열의의 구조 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약 6만 8천 5백명으로 추정

되었으나, 연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소속

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기업이자,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등록

된 17개 대기업에 재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비확률적 표집

중 유의 표집을 진행하되,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특정 기업의 편중을 배제하고자 

각 기업별로 표집 인원을 최소 20명(약 5%)이상, 40명(약 10%)이하로 한정하여 

표집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모형의 검증을 위해 인사 평가 경험은 조사 도구를 새롭

게 구인화하였다. 또한, 구조적 관계 검증을 위해 조직 보상, 조직 신뢰, 경력 개발 

지원은 기존의 도구를 타당화하여 인구 통계학적 문항과 함께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1년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다. 예

비조사로 150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고, 본 조사로 312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

성실 응답 및 이상치를 제거한 뒤, 최종적으로 420부를 분석하였다. 본 조사결과, 문

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일 열의 .918 , 인사 평가 경험 .959, 조직 보상 .937, 조

직 신뢰 .908, 경력 개발 지원 .930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분석은 SPSS Statistics 

25.0, AMOS 20.0, Process Macro 3.4.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

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연구 모형에 대한 관계 구명을 위한 구조 방정식 모

형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경력 개발 지원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다중 집단 분

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추리 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05를 기준으로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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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에 따른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와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및 조직 

신뢰의 구조 모형은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 모형 적합도 검증을 위해 절대 적합 지수, 증분 적합 지수를 검토한 결과, 

SRMR은 .0335, RMSEA는 .048, TLI는 .936, CFI는 .964, NFI는 .932, IFI는 

.965 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 모형은 이론적 모형 설명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반 특성 변인들을 통제하고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 조직 신뢰, 일 열의 간의 직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사 평가 경험은 조

직 신뢰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β=.286, p<.001), 인사 평가 경험은 일 열의에도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255, p<.001). 그리고, 조직 보상은 조

직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β=.508, p<.001), 조직 신뢰는 일 열의에 직접적

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159, p<.05). 그러나, 조직 보상이 

일 열의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125, 

p>.05). 

셋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반 특성 변인들을 통제하고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 일 열의의 관계에서 조직 신뢰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사 평가 경

험과 일 열의의 관계에서 조직 신뢰는 유의한 매개 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간접효과 크기는 B=.045로 나타났다. 조직 보상과 일 열의의 관계에서도 조직 

신뢰가 유의한 매개 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간접효과 크기는 B=.081으

로 나타났다.

넷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 조직 신뢰, 일 열

의의 관계에서 경력 개발 지원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측정 동일성을 

만족하지 못하여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트스트래

핑으로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 일 열의

의 관계에서 경력 개발 지원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력 개발 지원의 조절 효

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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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는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 조직 

신뢰가 성과관리 프로세스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

구에서 설정한 구조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직무 요구-자원 모형에 근

거하여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을 직무 자원의 요소로, 조직 신뢰를 일 열의의 

심리적 의미감과 안정감의 요소로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

르면, 조직의 성과관리 프로세스에서 직원들의 인사 평가 경험이나 조직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조직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일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일 열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조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 설계 전략

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는 인사 평가 경험의 긍정적인 인식 수

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사 평가 경험의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인사 평가 과정

에서 인식하는 평가의 정확성, 평가의 유용성, 평가 절차의 공정성, 평가 분배의 공정

성, 평가 상호작용 공정성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사 평가에 소비자의 

관점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욕구와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사 평가 경험을 고려

해야 한다는 논의(송지은, 이찬, 2020; 한태영, 2010; 한태영, 2015; Denisi & 

Murphy, 2017)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이며, 인사 평가 경험을 탐구해야 하는 필

요성을 제시한 결과이다. 또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원들의 인사 평가 경험이 

인사 평가가 업무 수행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평가의 피드백이 유용

하며 평가 절차와 결과, 평가자의 태도가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일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원들의 인사 평가 경험이 직원들에게 업무 능력 향

상을 위한 발전적이고 정확한 성과 리뷰와 피드백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유용한 과

정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직원들의 인사 평가 경험 관리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들의 인사 평가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인사 평가에 기대하는 가치와 회사에서 인사 평가를 통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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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하며, 전략적인 인터벤션을 통

해 긍정적인 인사 평가 경험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셋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를 높이는 조직 보상 전략을 구축할 때

에는 조직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인터벤션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노동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부족으로 경쟁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의 기본급을 인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별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

한 보상 전략들이 등장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보상을 제

시하는 경우 직원들이 조직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더라

도 조직에 남아서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Hughes, & Rog, 2008). 

그러나,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직 보상에 대해 긍정적 인식만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를 높일 수 없으며, 조직 보상의 인식은 조직 신뢰를 통해 일 열의

를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원 경험에 대한 탐구를 고찰했던 

Morgan(2017)은 직원이 회사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을 할 때 조직 내에서의 

성장 동기 부여와 인재의 유지(retention)가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보상 전략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보상 자체가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따라 주어진다는 기준과 내용을 명

확하게 제시하고 직원들에게 공유하며, 보상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충분히 커뮤니

케이션함으로써 조직을 신뢰하고 일 열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력 개발 지원에 대한 인식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경력 개발 지원에 따른 조절 효과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직에서 경력 개발 지원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도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분석했을 때 조직

에서 보장되는 경력 개발 시간이 있는 경우 일 열의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므로, 일 열의를 높이기 위한 인터벤션으로 경력 개발 지원은 지속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직장인의 69%가 회사에 계속 근무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성장 기회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직을 한 직장인의 34%가 경력 개발에 한계를 느껴서 이직한 것으



- 188 -

로 응답하는 등 성장과 육성에 대한 부분이 조직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만큼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김성남, 2021). 또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HR 담당자들도 금전

적 보상에 대한 직원의 불만족을 고민하면서, 우수한 인력을 끌어모으고 동기를 자극

하기 위해 성장 기회와 조직 신뢰의 구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이규

열, 2021). 그리고, 일자리를 둘러싼 스킬의 유효기간이 짧아지고 변화의 속도가 점

점 빨라짐에 따라, 경력 개발 지원에 대한 조직 차원의 비전 제시는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 제안(employee value proposition)의 일환이자 직원들의 일 열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Gartner, 2020). 따라서, 대기

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에 대한 신뢰와 일 열의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에서는 

경력 개발 지원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제언

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중소

기업 및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일 열의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한다.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대기업에 종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수 보

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재직중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수가 3배 정도 많은 것으

로 확인되고 있으므로(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비교하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재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를 강화하

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선호하

는 직장의 산업군이 더 이상 대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자율적인 근무 환경과 안정적

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중심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권명관, 2021), 해당 관점에서 중소기업 및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재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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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수행하는 일의 맥락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이들

의 일 열의, 직무 만족 및 이직 의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

다. 디지털 환경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 산업 분야로서 소프트웨어 산업과 소프트웨

어 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의 수요 증가 및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 

한국고용정보원, 2020a),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Kim & Choi, 

2014).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높은 이직율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이직 의도나 직장 만족,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장지윤, 이종주, 2021). 따라서,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상

으로 이들의 일 열의나 직무 만족,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조직 관점의 변인을 중심으로 조직 내에서의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 경력 개발 지원 등을 탐색하고 있으나, 개인이나 직무 관점에

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특징과 일 열의나 직무 만족, 이직 의도 등의 관계를 탐색한

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다양한 속성을 규명하고, 그에 맞는 조직의 지원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HR제도의 운영 관점에서 직원 경험을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체

계적인 고찰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직원 경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

사 평가 경험을 분석하고 연구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직원 경험에 대한 

논의가 실무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지면서, HR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근로자가 

경험하는 긍정적인 인식이 실제 제도의 효과성과 직원 열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

한 논의들이 있어왔으나 이를 적용한 실질적인 사례나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또

한, 이론적으로 직원 경험에 대해 내부 고객으로서의 직원의 특성에 기반한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실무적, 이

론적 관점에서 HR 제도에 대한 직원 경험의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사 평가 경험 역시 향후 지속적으로 분석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 송지은, 이찬(2020)과 한태영(2010)이 지적해온 것처럼, 직원들의 인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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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루어져 온 직원들의 인사 평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평가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김동희, 이계희, 

2008; 박지성, 김승희, 류성민, 2016; 이상우, 2015; 이수호, 한태영, 2008; 최정인, 

정세희, 문명재, 2017). 따라서, 직원 관점에서 인사 평가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일련

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맥락적이고 문화적인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찰

함으로써 인사 평가 경험의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 조직 신뢰, 일 열의의 관계에서 다양한 조절변

인의 탐색이 필요하다. 조직 보상과 인사 평가 경험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들의 관계에서 조직 신뢰와 일 열의를 높일 수 있

도록 하는 조절 변인의 탐색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직무 요구-자원 모형에 기반

할 때, 조직 신뢰와 일 열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므

로 이들을 고려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인사 평가 경험과 조직 보상, 조직 신뢰와 

일 열의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HR 인터벤션 차원의 변인이 제안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를 활용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발전적인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통제 변인이었던 인사 평가 등급이나 고용 안정성, 경력 개발 

시간, 이직 의도 등을 조절 변인으로 고려하여 해당 특징이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

상, 조직 신뢰, 일 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이와 같은 

탐색의 주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

발자의 일 열의를 강화하기 위한 인터벤션을 제시할 수 있을것이며, 나아가 소프트웨

어 개발자 대상의 일 열의 연구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력 개발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

하다. 다양한 연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성장 지향성이 나타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Beecham et al, 2008; Couger, 1989; Frangos, 1997), 소프트웨어 개발

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경력 개발이 개인과 노동 시장에서 매우 중요

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력 개발 지원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장지윤, 이종주, 2021). 따라서, 소프트

웨어 개발자들의 특성에 맞게 요구되는 경력 개발 지원의 다양한 속성을 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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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맞는 경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은 기업 관점에

서는 개발자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제시하고, 노동 시장의 

관점에서는 숙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여 노동시장에 공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실천적 제언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를 위한 실천적 제언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를 강화하는데 조직에서의 인사 평가 경

험과 조직 보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그리고 조직 신뢰의 형성이 중요하므로 성과

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있어서 긍정적인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

려해야 한다. 조직에서 인사 평가나 조직 보상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소

통하고 개선을 논의할 때, 일방적인 방식(one-way)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직원들에게 인사 평가와 조직 보상의 기준에 대

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직에서는 평가와 보상의 과정을 직원들

이 공정하고 정확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직원들이 열심

히 일하는 것이 인사 평가와 조직 보상에 반영되고, 직원의 성과를 회사가 알아줄 수 

있다는 심리적 의미감과 안전감이 직원들로 하여금 조직 신뢰 형성하도록 하며, 조직 

신뢰는 일 열의를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에서는 HR 

analytics를 활용하여 인사 평가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HR analytics를 활용하여 조직에서의 몰입 향상을 위한 인사관리 제

도의 관리 우선 순위를 도출하는 등 현장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

큼(이환우, 2018), 각 기업별로 근무 환경이나 평가 제도, 보상 제도, 승진 기회 등

을 고려하여 인사 평가 경험에 대한 HR analytics를 수행한다면 직원들의 인사 평가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우선 순위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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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피평가자가 인식하는 평가의 절차나 평가 환경, 

평가 피드백의 유용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어야 하므로, HR analytics

를 통해 인사 평가가 직원의 성과를 향상하도록 하는 발전적인 성과 리뷰의 수단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탐구해야 한다. 

셋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 방

안을 모색해야 한다. HR 실무에서는 기업 브랜딩의 개념을 외부에서 좋은 인력을 채

용하기 위한 고용 브랜딩(employer branding) 전략과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

고자 하는 내부 브랜딩(internal branding) 전략으로 확장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Cervellon, & Lirio, 2017).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조직의 의사

소통(organizational communication)을 통해 조직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다양한 방

안들 역시 함께 논의되고 있다(박정열, 2021). 조직에서 직원의 기대와 조직의 기대

를 일치시킬 수 있을 때 직원들이 동기부여 되고, 조직 신뢰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조직 신뢰를 향상하기 위한 조직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Muchinsky, 1977). 따라서, 조직 신뢰를 높이고 일 열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조직의 의사소통 전략을 수립하고,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

서의 노이즈(noise)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정성, 다양성, 고

용 안정성 등 몰입을 지향하는 인사관리가 조직의 의사소통을 거쳐 혁신 성과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오주연, 이동진, 2015)와 조직의 의사소통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대상자 간의 경험과 그 안에서의 감정, 생각, 경험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Baker, 2007)는 인사 평가에서 보상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조직적인 의사소통 전략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인사 평가와 조직 보상에 대해 직원 경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의 의사소통 전략을 구축함으로써 조직 신뢰와 일 열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경력 개발 지원은 중요한 비금전적 보상이

자 일 열의를 강화하기 위한 동기부여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조직에서는 경력 개

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성장에 민감하다는 특성(Beecham 

et al, 2008; Couger, 1989; Frangos, 1997)을 고려할 때,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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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에게도 성장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는 경력 개발 지원은 매우 중요한 동기 부여

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에서 경력 개발 시간이 보장된 경우 일 열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조직에서 경력을 개

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육성형 리더십을 강화하고 개인과 조직의 성장에 대한 비

전을 제시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해, 리더는 

성과관리에 대한 리뷰(performance review discussion) 과정에서 과거의 성과에 

대한 논의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향후 직원이 성과를 향상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

도록 피드백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직원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코칭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리더가 직원

들의 성과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와 경력 개발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코칭하며 개인과 조직의 성장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일 열의를 강화하기 위한 성장 관점의 경력 개발 지원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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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 의견 

구분 No 문항 전문가 의견 (1차) 전문가 의견 (2차)

평가

정확성

1
우리 회사는 직원의 업무 수행 목표와 목표 달

성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한다. 

우리 회사는 임직원의 업무 수행 목표와 목표 

달성 정도를 정확하게 인사 평가를 진행한다.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업무 수행 목표와 달

성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2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는 중요한 부분

이다.

상동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열정을 기울였는가는 중요

한 부분이다.

3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에서 얼마나 많은 업무를 

완료했는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에서 업무 목표와 비교하

여 얼마나 많은 업무(양)을 완료했는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에서 업무 목표와 비교하

여 얼마나 많은 업무를 완료했는가는 중요한 부

분이다.

4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에서 업무 수행중 실수한 

빈도/정도는 중요하게 반영된다.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업무 수행 목표와 달

성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삭제

5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개인의 성과를 정확하

게 반영하고 있다.
상동

평가

유용성

6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직원에게 유용한 피드

백을 제공한다.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임직원에게 유용한 피

드백을 제공한다.
상동

7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은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은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를 돕는다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은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인이 무엇을 해야하는지이해

를 돕는다.

8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은 팀에서 직원이 

해야할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은 임직원이 해야

할 팀 내 역할 정보를 명확히 제공한다.
삭제

9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은 직원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준다.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은 임직원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준다.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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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o 문항 전문가 의견 (1차) 전문가 의견 (2차)

10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사람들

은 자신의 업무와 팀 성과간의 연결 관계를 이

해한다.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임직원

들은 본인의 업무와 팀 성과간의 연계성을 이해

한다.

상동

평가

절차

공정성

11
우리 회사에는 인사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우리 회사에는 인사 평가 결과의 이의 제기 절

차가 있다.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 결과의 이의 제기 절차

가 있다.

12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제도는 일관되게 적용된

다.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제도는 모든 피평가자에

게 일관되게 적용된다.

우리 회사의 인사평가제도는 명확한 절차와 기

준에 근거하여 모든 피평가자에게 일관되게 적

용된다.

13
우리 회사는 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조직 구성원

의 의견을 수렴한다.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 제도에 대해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14

우리 회사에는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공지하고, 중간 점검하고, 최종 평가하는 

평가 절차가 있다.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 제도를 공지하고, 중간 

점검을 거쳐, 최종 평가하는 절차를 준수한다..

우리 회사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제

도를 공지하고 중간 점검하며, 평가하는 절차를 

준수한다.

15
우리 회사의 조직 구조를 고려했을 때, 회사에서 

진행하는 절대 평가 제도는 타당하다.

우리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 목표를 고려할 때,목

표 달성도에 따라 평가하는 절대 평가 제도는 

공정하다.

개인에게 부여하는 성과/역량의 목표를 고려할 

때, 우리 회사에서 목표 달성에 따라 평가하는 

절대 평가 제도는 공정하다.

16
우리 회사의 조직 구조를 고려했을 때, 회사에서 

진행하는 상대 평가 제도는 타당하다.

우리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 목표를 고려할 때, 

상대적 기여에 따라 평가하는 상대 평가 제도는 

공정하다.

개인에게 부여하는 성과/역량의 목표를 고려할 

때, 우리 회사에서 상대적 성과에 따라 평가하는 

상대 평가 제도는 공정하다.

17

우리 회사는 필요한 상황에 따라 수시로 피드백

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연말에 인사

평가를 진행한다.

삭제

평가

분배

공정성

18
우리 회사는 직원의 업무처리에 따른 노력과 능

력의 정도에 따라 공정한 인사 평가를 진행한다.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는 임직원의 업무처

리 노력과 능력의 정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제

시된다.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는 임직원의 업무처

리 능력 정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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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o 문항 전문가 의견 (1차) 전문가 의견 (2차)

19
우리 회사는 업무 목표에 따라 달성한 성과에 

기반하여 공정한 인사 평가가 진행한다.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는 성과 달성 정도

에 따라 공정하게 제시된다.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는 성과 달성 정도

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된다.

20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직원들이 맡은 책임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진행된다.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는 임직원들이 맡은 

책임의 양에 비추어볼 때 공정하게 제시된다.
삭제

21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는 직원이 조직에 

공헌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는 임직원이 조직에 

공헌한 것을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는 임직원이 조직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차등화 된다.

22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는 실제 개인의 성

과나 주변 동료들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정당하

다.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는 실제 개인의 성

과나 주변 동료들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정당하

다.

상동

평가

상호

작용

공정성

23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

어서 평가자의 개인적인 편견을 배제하고자 노

력한다.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

어서 평가자의 개인적인 편견을 배제하고자 노

력한다.

상동

24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피평가자에게 인사 평가

의 목적과 인사 평가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한다..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피평가자에게 인사 평가

의 목적과 인사 평가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한다.

상동

25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평가자에게 적시

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업무 수행을 상황에서 피

평가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적절한 시점에 피평가자

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시한다.

26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인사 평가를 진행할 때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인사 평가를 진행할 때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한다.
상동

27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인사 평가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피평가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소통한다.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인사 평가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피평가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소통한다.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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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조사 도구에 대한 전문가 내용타당도 및 안면 타당도 결과

<부록 표 1-1>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 도구 활용을 위한 내용타당도 검증

주 1) 합의도(CVI)는 각 개별 문항에 대한 합의도(item level content validity index)를 표기하여, 

      3점 또는 4점에 응답한 전문가를 1으로, 2점 또는 1점에 응답한 전문가를 0으로 표기하여 

      각 항목에 3점 또는 4점에 응답한 전문가의 비율을 계산한 숫자임 

<부록 표 1-2>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 도구 활용을 위한 안면타당도 검증

항목 문항
평균점수

(4점 만점)

합의도

(CVI)

활력

나는 회사에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3.57 1.00 

나는 일할 때 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3.86 0.86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가고 싶다. 3.57 0.86 

몰두

나는 내 일에 대해 열정적이다. 3.71 1.00 

내가 하는 일은 나를 고취시킨다. 3.86 1.00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3.86 1.00 

전념

나는 열심히 일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3.86 1.00 

나는 업무에 깊이 몰두한다. 3.86 1.00 

나는 일할 때 열중한다. 3.71 0.86 

항목 문항
평균점수

(4점 만점)

합의도

(CVI)

활력

나는 회사에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3.60 1.00 

나는 일할 때 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3.60 1.00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가고 싶다. 3.00 0.80 

몰두

나는 내 일에 대해 열정적이다. 3.80 1.00 

나는 일을 하면서 고취된다. 3.20 0.80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3.80 1.00 

전념

나는 열심히 일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3.40 1.00 

나는 업무에 깊이 몰두한다. 4.00 1.00 

나는 일할 때 열중한다. 3.40 0.80 



- 242 -

<부록 표 2-1>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보상 도구 활용을 위한 내용타당도 검증

항목 문항
평균점수

(4점 만점)

합의도

(CVI)

임금만족

나는 회사가 임금을 관리하는 방식에 만족한다. 3.00 0.86 

우리 회사의 임금 정책은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

된다.
3.57 0.86 

나는 회사에서 전달하는 나의 임금에 대한 정보에 

만족한다.
3.14 0.86 

나는 회사의 직급 (또는 직위)에 따른 구조적 임금 

차이에 만족한다.
3.00 0.71 

나는 회사 내에서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임금에 만족한다.
2.43 0.57 

나는 회사 내 직무 간의 임금 차이에 만족한다. 2.57 0.57 

나는 우리 회사에서 임금 인상이 결정되는 방식에 

만족한다.
3.00 0.86 

나는 과거에 내가 받아왔던 임금 인상 수준에 

만족한다.
2.57 0.71 

나는 가장 최근 나의 임금 인상률에 만족한다. 2.71 0.86 

나는 나의 상사가 나의 임금에 갖는 영향력에 

만족한다.
2.71 0.71 

나는 나의 현재 임금에 만족한다. 2.86 0.86 

나는 내 임금의 전반적인 수준에 만족한다. 2.86 0.86 

나는 내가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임금(실 수령액)에 

만족한다.
3.29 1.00 

나는 나의 현재 임금 규모(월급, 상여금, 복리후생 등)

에 만족한다.
3.29 1.00 

복리후생

나는 내가 받는 복리후생의 종류에 만족한다. 3.29 1.00 

나는 회사가 나의 복리후생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만족한다.
2.71 0.71 

나는 내가 받는 복리후생의 금전적 가치에 만족한다. 3.14 0.86 

나는 내가 받는 복리후생의 가짓수에 만족한다. 3.14 0.86 

승진기회

우리 회사는 승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3.57 1.00 

우리 회사는 승진 기회가 아주 많다. 3.29 1.00 

우리 회사에서는 내부 승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3.43 1.00 

나는 승진 가능성이 없는 일자리에서 일한다. 3.00 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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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2>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보상 도구 활용을 위한 안면타당도 검증

항목 문항
평균점수

(4점 만점)

합의도

(CVI)

임금만족

나는 회사가 임금을 관리하는 방식에 만족한다. 2.80 0.80 

우리 회사의 임금 정책은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

된다
3.20 0.80 

나는 회사에서 전달하는 나의 임금에 대한 정보에 

만족한다
2.80 0.80 

나는 우리 회사에서 임금 인상이 결정되는 방식에 

만족한다.
3.20 0.80 

나는 가장 최근 나의 임금 인상률에 만족한다. 3.00 0.80 

나는 나의 현재 임금에 만족한다. 3.20 0.80 

나는 내 임금의 전반적인 수준에 만족한다. 2.60 0.80 

나는 내가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임금(실 수령액)에 

만족한다.
3.40 0.80 

나는 나의 현재 임금 규모(월급, 상여금, 복리후생 

등)에 만족한다.
3.20 0.80 

복리후생

만족

나는 내가 받는 복리후생의 종류에 만족한다. 3.60 1.00 

나는 내가 받는 복리후생의 금전적 가치에 만족한다. 3.60 1.00 

나는 내가 받는 복리후생의 가짓수에 만족한다. 3.40 0.80 

승진기회

우리 회사는 승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3.60 1.00 

우리 회사는 승진 기회가 아주 많다. 2.60 0.80 

우리 회사에서는 내부 승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3.40 1.00 

나는 승진 가능성이 없는 일자리에서 일한다. 2.80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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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1>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신뢰 도구 활용을 위한 내용타당도 검증

<부록 표 3-2>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조직 신뢰 도구 활용을 위한 안면타당도 검증

항목 문항
평균점수

(4점 만점)

합의도

(CVI)

조직

신뢰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은 대부분 회사를 신뢰하고 

있다.
3.57 0.86 

나는 우리 회사가 적어도 임직원들을 속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86 1.00 

나는 회사의 정책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라도 

믿고 따를 것이다.
3.57 1.00 

나에게 섭섭하게 했더라도 나는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3.14 1.00 

회사의 정책이 내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나는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2.86 0.86 

나는 회사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다.
2.86 0.86 

항목 문항
평균점수

(4점 만점)

합의도

(CVI)

조직

신뢰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은 대부분 회사를 신뢰하고 

있다.
3.40 1.00 

나는 우리 회사가 적어도 임직원들을 속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00 0.80

나는 회사의 정책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라도 

믿고 따를 것이다.
2.80 0.80 

나에게 섭섭하게 했더라도 나는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3.00 0.80 

회사의 정책이 내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나는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2.60 0.80 

나는 회사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다.
2.60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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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1>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력 개발 지원 도구 활용을 위한 내용타당도 검증

<부록 표 4-2>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력 개발 지원 도구 활용을 위한 안면타당도 검증

항목 문항
평균점수

(4점 만점)

합의도

(CVI)

전략적

체계성

우리 회사 경영진의 리더십은 경력 개발 지원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유형이다.

4.00 1.00 

우리 회사는 임직원의 경력 개발에 대한 비전 제시가 
명확하다. 4.00 1.00 

우리 회사의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은 경영 목표 달성
과 연관되어 있다. 

3.43 0.86 

우리 회사에는 인적 자원의 미래 수요에 따른 경력 개발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3.29 0.86

운영적

체계성

우리 회사에는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 훈련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4.00 1.00 

우리 회사에는 개인의 경력 계획 설계를 위한 경력 상담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3.57 0.86 

우리 회사에는 개인의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3.57 0.86 

우리 회사에는 직무 공모, 직무 순환 등을 통한 다양한 
경력 경로가 제공되고 있다. 3.29 0.86 

항목 문항
평균점수

(4점 만점)

합의도

(CVI)

전략적

체계성

우리 회사 경영진의 리더십은 경력 개발 지원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유형이다.

3.60 1.00 

우리 회사는 임직원의 경력 개발에 대한 비전 제시가 
명확하다. 3.20 1.00 

우리 회사의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은 경영 목표 달성
과 연계되어 있다. 3.80 1.00 

우리 회사에는 인적 자원의 미래 수요에 따른 경력 개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3.60 1.00 

운영적

체계성

우리 회사에는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 훈련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60 0.80 

우리 회사에는 개인의 경력 계획 설계를 위한 경력 상담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3.20 0.80 

우리 회사에는 개인의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3.80 1.00 

우리 회사에는 직무 공모, 직무 순환 등을 통한 다양한 
경력 경로가 제공되고 있다.

3.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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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예비조사 설문지 

[연구자 연락처] 전화: 010-4026-7639 e-mail: happyhrd@kakao.com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 및 경력 개발 지원이 일열의에 미치는 영향」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

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송지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지는 총 6면이며, 응답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15분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는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은 이 연

구를 위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

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

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송지은 드림

지도교수 이 찬

mailto:happyhrd@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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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일 열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주십시오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회사에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1 2 3 4 5

2 나는 일할 때 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1 2 3 4 5

3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가고 싶다. 1 2 3 4 5

4 나는 내 일에 대해 열정적이다. 1 2 3 4 5

5 나는 일을 하면서 고취된다. 1 2 3 4 5

6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1 2 3 4 5

7 나는 열심히 일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1 2 3 4 5

8 나는 업무에 깊이 몰두한다. 1 2 3 4 5

9 나는 일할 때 열중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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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업무 수행 목표와 달성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1 2 3 4 5

2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

마나 많은 관심과 열정을 기울였는가는 중요한 부

분이다.

1 2 3 4 5

3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에서 업무 목표와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업무를 완료 했는가는 중요한 부분이

다.

1 2 3 4 5

4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개인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1 2 3 4 5

5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임직원에게 유용한 피드

백을 제공한다.
1 2 3 4 5

6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은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인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이해를 돕는다.

1 2 3 4 5

7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은 임직원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준다.
1 2 3 4 5

8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임직원들

은 본인의 업무와 팀 성과간의 연계성을 이해한

다.

1 2 3 4 5

9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 결과의 이의 제기 절차가 

있다.
1 2 3 4 5

10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제도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에 근거하여 모든 피평가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된다.

1 2 3 4 5

11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 제도에 대해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1 2 3 4 5

12

우리 회사는 임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공지하고 중간 점검하며, 

평가하는 절차를 준수한다.

1 2 3 4 5

13

개인에게 부여하는 성과/역량의 목표를 

고려할 때, 우리 회사에서 목표 달성에 따라 평가

하는 절대 평가 제도는 공정하다.

1 2 3 4 5

Ⅱ. 다음은 인사 평가 경험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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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개인에게 부여하는 성과/역량의 목표를 

고려할 때, 우리 회사에서 상대적 성과에 따라 

평가하는 상대 평가 제도는 공정하다.

1 2 3 4 5

15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등급/점수)는 

임직원의 업무 처리 능력 정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평가된다.

1 2 3 4 5

16
우리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등급/점수)는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된다.
1 2 3 4 5

17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등급/점수)는 

임직원이 조직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차등화 된다.

1 2 3 4 5

18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등급/점수)는 

실제 개인의 성과나 주변 동료들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공정하다.

1 2 3 4 5

19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와 관련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평가자의 개인적인 편견을 배제하고자 

노력한다.

1 2 3 4 5

20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피평가자에게 인사 평가의 

목적과 인사 평가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1 2 3 4 5

21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적절한 시점에 피평가자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시한다.
1 2 3 4 5

22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인사 평가를 진행할 때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의사소통한다.
1 2 3 4 5

23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인사 평가를 진행 하는데 

있어서 피평가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소통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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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회사가 임금을 관리하는 방식에 만족한다. 1 2 3 4 5

2
우리 회사의 임금 정책은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된다.
1 2 3 4 5

3
나는 회사에서 전달하는 나의 임금에 대한 

정보에 만족한다.
1 2 3 4 5

4
나는 우리 회사에서 임금 인상이 결정되는 

방식에 만족한다.
1 2 3 4 5

5 나는 가장 최근 나의 임금 인상률에 만족한다. 1 2 3 4 5

6 나는 나의 현재 임금에 만족한다. 1 2 3 4 5

7 나는 내 임금의 전반적인 수준에 만족한다. 1 2 3 4 5

8
나는 내가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임금(실 수령액)에 만족한다.
1 2 3 4 5

9
나는 나의 현재 임금 규모

(월급, 상여금, 복리후생 등)에 만족한다.
1 2 3 4 5

10 나는 내가 받는 복리후생의 종류에 만족한다. 1 2 3 4 5

11
나는 내가 받는 복리후생의 금전적 가치에 

만족한다.
1 2 3 4 5

12 나는 내가 받는 복리후생의 가짓수에 만족한다. 1 2 3 4 5

13 우리 회사는 승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1 2 3 4 5

14 우리 회사는 승진 기회가 아주 많다. 1 2 3 4 5

15
우리 회사에서는 내부 승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1 2 3 4 5

16 나는 승진 가능성이 없는 일자리에서 일한다. 1 2 3 4 5

Ⅲ. 다음은 조직 보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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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은 대부분 회사를 신뢰하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우리 회사가 적어도 임직원들을 속이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회사의 정책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라도 

믿고 따를 것이다.
1 2 3 4 5

4
나에게 섭섭하게 했더라도 나는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5
회사의 정책이 내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나는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나는 회사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다.
1 2 3 4 5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 경영진의 리더십은 경력 개발 지원 분
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유형이다. 1 2 3 4 5

2 우리 회사는 임직원의 경력 개발에 대한 
비전 제시가 명확하다.

1 2 3 4 5

3
우리 회사의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은 
경영 목표 달성과 연계되어 있다. 1 2 3 4 5

4 우리 회사에는 인적 자원의 미래 수요에 따른 
경력 개발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1 2 3 4 5

5
우리 회사에는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 훈련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 2 3 4 5

6 우리 회사에는 개인의 경력 계획 설계를 위한 
경력 상담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1 2 3 4 5

7
우리 회사에는 개인의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1 2 3 4 5

8
우리 회사에는 직무 공모, 직무 순환 등을 통한 
다양한 경력 경로가 제공되고 있다. 1 2 3 4 5

Ⅴ. 다음은 경력 개발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주십시오

Ⅳ. 다음은 조직 신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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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성별은?

(1) 남성          (2)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숫자만 기입

3 귀하의 직급은?

(1) 사원   (2) 대리급   (3) 과장급   (4) 차장급   (5) 부장급 이상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1) 고졸  (2) 전문대졸   (3) 대졸   (4) 대학원이상

5. 귀하의 총 경력 년수는? (이전 직장 경력 포함)

만 (   )년 ※숫자만 기입

6. 귀하가 현재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만 (   )년 (   )개월 ※숫자만 기입

7. 귀하의 고용 형태는?

(1) 정규직  (2) 무기계약직  (3) 비정규직*   (4) 기타 (             )

※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등 포함),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근로자), 파견 ‧ 용역 ‧ 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무자(비전형 근로자)를 의미함

8. 귀하의 올해 연봉 수준은?

약 (   )만원 ※숫자만 기입

9. 귀하의 전년도 고과 수준은?

(1) S(최고수준)   (2)A(높은수준)   (3)B(보통수준)   (4)C(낮은수준)   (5)기타 (        )

10. 귀하가 현재 회사에서 연간 경력 개발을 위해 보장 받는 학습 시간은?

만 (   ) 시간 ※숫자만 기입

11. 귀하는 현재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 해주십시오.

(모든 사항들은 익명으로 처리되오며, 아래 사항은 통계처리를 위해 수집되는 내용입니다.)



[부록 4] 본 조사 설문지 

[연구자 연락처] 전화: 010-4026-7639 e-mail: happyhrd@kakao.com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일 열의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사 평가 경험, 조직 보상, 조직 

신뢰 및 경력 개발 지원이 일열의에 미치는 영향」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

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송지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지는 총 6면이며, 응답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15분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는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은 이 연

구를 위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

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

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송지은 드림

지도교수 이 찬

mailto:happyhrd@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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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회사에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1 2 3 4 5

2 나는 일할 때 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1 2 3 4 5

3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가고 싶다. 1 2 3 4 5

4 나는 내 일에 대해 열정적이다. 1 2 3 4 5

5 나는 일을 하면서 고취된다. 1 2 3 4 5

6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1 2 3 4 5

7 나는 열심히 일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1 2 3 4 5

8 나는 업무에 깊이 몰두한다. 1 2 3 4 5

9 나는 일할 때 열중한다. 1 2 3 4 5

Ⅰ. 다음은 일 열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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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업무 수행 목표와 달성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1 2 3 4 5

2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

마나 많은 관심과 열정을 기울였는가는 중요한 부

분이다.

1 2 3 4 5

3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에서 업무 목표와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업무를 완료 했는가는 중요한 부분이

다.

1 2 3 4 5

4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개인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1 2 3 4 5

5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는 임직원에게 유용한 피드

백을 제공한다.
1 2 3 4 5

6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은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인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이해를 돕는다.

1 2 3 4 5

7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은 임직원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준다.
1 2 3 4 5

8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임직원들

은 본인의 업무와 팀 성과간의 연계성을 이해한

다.

1 2 3 4 5

9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 결과의 이의 제기 절차가 

있다.
1 2 3 4 5

10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제도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에 근거하여 모든 피평가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된다.

1 2 3 4 5

11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 제도에 대해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1 2 3 4 5

12

우리 회사는 임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공지하고 중간 점검하며, 

평가하는 절차를 준수한다.

1 2 3 4 5

13

개인에게 부여하는 성과/역량의 목표를 

고려할 때, 우리 회사에서 목표 달성에 따라 평가

하는 절대 평가 제도는 공정하다.

1 2 3 4 5

Ⅱ. 다음은 인사 평가 경험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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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개인에게 부여하는 성과/역량의 목표를 

고려할 때, 우리 회사에서 상대적 성과에 따라 

평가하는 상대 평가 제도는 공정하다.

1 2 3 4 5

15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등급/점수)는 

임직원의 업무 처리 능력 정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평가된다.

1 2 3 4 5

16
우리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등급/점수)는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된다.
1 2 3 4 5

17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등급/점수)는 

임직원이 조직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차등화 된다.

1 2 3 4 5

18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결과(등급/점수)는 

실제 개인의 성과나 주변 동료들의 성과와 

비교했을 때 공정하다.

1 2 3 4 5

19

우리 회사는 인사 평가와 관련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평가자의 개인적인 편견을 배제하고자 

노력한다.

1 2 3 4 5

20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피평가자에게 인사 평가의 

목적과 인사 평가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1 2 3 4 5

21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적절한 시점에 피평가자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시한다.
1 2 3 4 5

22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인사 평가를 진행할 때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로 의사소통한다.
1 2 3 4 5

23
우리 회사의 평가자는 인사 평가를 진행 하는데 

있어서 피평가자의 입장을 배려하여 소통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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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회사가 임금을 관리하는 방식에 만족한다. 1 2 3 4 5

2
우리 회사의 임금 정책은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된다.
1 2 3 4 5

3
나는 회사에서 전달하는 나의 임금에 대한 

정보에 만족한다.
1 2 3 4 5

4
나는 우리 회사에서 임금 인상이 결정되는 

방식에 만족한다.
1 2 3 4 5

5 나는 가장 최근 나의 임금 인상률에 만족한다. 1 2 3 4 5

6 나는 나의 현재 임금에 만족한다. 1 2 3 4 5

7 나는 내 임금의 전반적인 수준에 만족한다. 1 2 3 4 5

8
나는 내가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임금(실 수령액)에 만족한다.
1 2 3 4 5

9
나는 나의 현재 임금 규모

(월급, 상여금, 복리후생 등)에 만족한다.
1 2 3 4 5

10 나는 내가 받는 복리후생의 종류에 만족한다. 1 2 3 4 5

11
나는 내가 받는 복리후생의 금전적 가치에 

만족한다.
1 2 3 4 5

12 나는 내가 받는 복리후생의 가짓수에 만족한다. 1 2 3 4 5

13 우리 회사는 승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1 2 3 4 5

14 우리 회사는 승진 기회가 아주 많다. 1 2 3 4 5

15
우리 회사에서는 내부 승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1 2 3 4 5

16 나는 승진 가능성이 없는 일자리에서 일한다. 1 2 3 4 5

Ⅲ. 다음은 조직 보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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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은 대부분 회사를 신뢰하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우리 회사가 적어도 임직원들을 속이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회사의 정책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라도 

믿고 따를 것이다.
1 2 3 4 5

4
나에게 섭섭하게 했더라도 나는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5
회사의 정책이 내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나는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나는 회사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다.
1 2 3 4 5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 경영진의 리더십은 경력 개발 지원 분
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유형이다. 1 2 3 4 5

2 우리 회사는 임직원의 경력 개발에 대한 
비전 제시가 명확하다.

1 2 3 4 5

3
우리 회사의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은 
경영 목표 달성과 연계되어 있다. 1 2 3 4 5

4 우리 회사에는 인적 자원의 미래 수요에 따른 
경력 개발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1 2 3 4 5

5
우리 회사에는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 훈련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 2 3 4 5

6 우리 회사에는 개인의 경력 계획 설계를 위한 
경력 상담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1 2 3 4 5

7
우리 회사에는 개인의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1 2 3 4 5

8
우리 회사에는 직무 공모, 직무 순환 등을 통한 
다양한 경력 경로가 제공되고 있다. 1 2 3 4 5

Ⅴ. 다음은 경력 개발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주십시오

Ⅳ. 다음은 조직 신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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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성별은?

(1) 남성          (2)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숫자만 기입

3 귀하의 직급은?

(1) 사원   (2) 대리급   (3) 과장급   (4) 차장급   (5) 부장급 이상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1) 고졸  (2) 전문대졸   (3) 대졸   (4) 대학원이상

5. 귀하의 총 경력 년수는? (이전 직장 경력 포함)

만 (   )년 ※숫자만 기입

6. 귀하가 현재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만 (   )년 (   )개월 ※숫자만 기입

7. 귀하의 고용 형태는?

(1) 정규직  (2) 무기계약직  (3) 비정규직*   (4) 기타 (             )

※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등 포함),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근로자), 파견 ‧ 용역 ‧ 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무자(비전형 근로자)를 의미함

8. 귀하의 올해 연봉 수준은?

약 (   )만원 ※숫자만 기입

9. 귀하의 전년도 고과 수준은?

(1) S(최고수준)   (2)A(높은수준)   (3)B(보통수준)   (4)C(낮은수준)   (5)기타 (        )

10. 귀하가 현재 회사에서 연간 경력 개발을 위해 보장 받는 학습 시간은?

만 (   ) 시간 ※숫자만 기입

11. 귀하는 현재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 해주십시오.

(모든 사항들은 익명으로 처리되오며, 아래 사항은 통계처리를 위해 수집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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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1 3-2 3-3 3-4 4-1 4-2 4-3 5 6 7 8 9-1 9-2 9-3 10 11

1. 성별(여자) 1

2. 연령 -.329** 1

3-1. 직급(대리)  .133** -.173** 1

3-2. 직급(과장) -.090  .484** -.257** 1

3-3. 직급(차장) -.293**  .400** -.199** -.208** 1

3-4. 직급(≥부장) -.123*  .237** -.127** -.133** -.103* 1

4-1. 학력(전문대) -.058 -.031 -.067 -.074  .055 -.018 1

4-2. 학력(대졸)  .112* -.046  .080  .012 -.039 -.081 -.563** 1

4-3. 학력(대학원) -.094  .166** -.045  .082  .050  .159** -.067 -.648** 1

5. 경력년수 -.196**  .762** -.114*  .449**  .400**  .217** -.052 -.072  .148** 1

6. 근속 년수 -.123*  .557**  .107*  .301**  .326**  .075 -.098* -.014  .144**  .624** 1

7. 비정규직  .045  .009 -.078 -.086  .063  .109*  .085 -.120*  .056  .009 -.066 1

8. 연봉 -.243**  .552** -.078  .297**  .317**  .237** -.094 -.020  .222**  .610**  .500**  .009 1

9-1. 평가등급S -.071  .107* -.008  .007  .092  .054 -.020 -.049  .078  .068  .084 -.040  .087 1

9-2. 평가등급A -.153**  .120*  .109*  .045  .087  .006  .026  .019  .001  .182**  .215** -.055  .193** -.171** 1

9-3. 평가등급B  .202** -.096 -.037  .008 -.076 -.082 -.052  .070 -.024 -.124* -.140**  .002 -.143** -.286** -.709** 1

10. 경력개발시간 -.054  .119*  .011  .114*  .086 -.016 -.067  .060  .001  .138**  .200** -.045  .157** -.045  .059  .057 1

11. 이직의도  .064 -.167**  .116* -.060 -.090 -.085  .044 -.016 -.022 -.129** -.066  .006 -.167**  .043 -.023  .028 -.111* 1

주) * p<.05, ** p<.01

[부록 5] 일반 특성 변인 간 상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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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인사
평가
경험

평가
정확성

평가
유용성

절차
공정성

분배
공정성

상호
작용

공정성

조직
보상

임금

만족

복리

후생

승진

기회
조직
신뢰 일 열의 활력 몰두 전념

경력
개발
지원

전략적

체계성

운영적

체계성

성별(여자) -.031 -.056 -.053 -.020  .070 -.043 -.040 -.080  .012  .090 -.072 -.149** -.202** -.119* -.064  .030  .040  .015

연령 -.085 -.060 -.086 -.055 -.045 -.102* -.048 -.075  .054 -.052  .009  .141**  .184**  .094  .085 -.033 -.046 -.014

직급(대리) -.057 -.101* -.074 -.049 -.014 -.008 -.045 -.046 -.028 -.023 -.068 -.061 -.087 -.013 -.057 -.074 -.046 -.092

직급(과장) -.083 -.090 -.094 -.082 -.025 -.047 -.091 -.131**  .022 -.010 -.063 -.070 -.035 -.117* -.034 -.007 -.004 -.009

직급(차장) -.017  .007 -.029  .021  .023 -.074  .040  .020  .055  .060  .046  .095  .141**  .077  .025  .015 -.018  .048

직급(≥부장)  .077  .081  .103*  .058 -.010  .068  .028  .044 -.018  .008  .053  .210**  .183**  .194**  .175**  .016  .022  .008

학력(전문대)  .130**  .155**  .137**  .088  .056  .109*  .077  .100*  .015  .000  .055  .057  .096*  .039  .008  .136**  .128**  .123*

학력(대졸) -.150** -.110* -.133** -.122* -.117* -.142** -.082 -.099* -.038  .005 -.045 -.074 -.100* -.066 -.025 -.063 -.050 -.068

학력(대학원)  .082  .035  .055  .070  .087  .095  .022  .023  .033 -.025 -.034  .041  .032  .047  .029 -.021 -.047  .009

경력년수 -.057 -.083 -.077 -.019  .016 -.067  .013 -.031  .107*  .037 -.005  .091  .133**  .039  .062  .027  .008  .043

근속 년수 -.080 -.118* -.119* -.021  .033 -.095 -.068 -.142**  .081  .077 -.088  .044  .082  .000  .029 -.040 -.074  .002

비정규직  .077  .102*  .106*  .057 -.003  .050  .158**  .170**  .082  .070  .130**  .117*  .141**  .118*  .042  .097*  .103*  .075

연봉  .031 -.061  .011  .055  .070  .046  .083  .041  .194** -.005 -.016  .183**  .198**  .131**  .150**  .035 -.029  .100*

평가등급S -.011 -.006 -.016 -.034  .024  .002 -.001 -.007  .012  .003  .009  .101*  .052  .094  .123* -.106* -.090 -.106*

평가등급A  .069  .058  .044  .012  .039  .132**  .030  .004  .095  .008  .084  .155**  .127**  .185**  .092  .138**  .127**  .128**

평가등급B -.082 -.100* -.072 -.012 -.028 -.129** -.035 -.028 -.056  .006 -.076 -.203** -.142** -.226** -.167** -.062 -.063 -.053

경력개발시간  .170**  .078  .111*  .227**  .125*  .136**  .142**  .083  .181**  .185**  .165**  .103*  .143**  .058  .066  .246**  .182**  .278**

이직의도 -.326** -.310** -.302** -.296** -.194** -.251** -.322** -.307** -.245** -.185** -.253** -.196** -.242** -.141** -.126** -.272** -.262** -.242**

주) * p<.05, ** p<.01

[부록 6] 주요 변인과 일반 특성 변인 간 상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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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appraisal experience, organizational rewards, 

organizational trust and work engagement of software developers of large 

corporations and to analyze differences between groups according to career 

development support. For this purpose, structural model was set which was 

then used to verify whether this model adequately predi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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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estimated to be about 68,500 software 

developers of large domestic companies, bu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mputer programming, system integration and management companies 

belonging to the top 17 companies registered with the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 The survey instrument used in this research for data collection 

was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experience 

scale, organizational rewards scale, organizational trust scale, and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scale and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These scales 

are verified with validity and reliability by with procedure of expert 

reviewing and pilot surve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online from mid-October to early November 

2021, 420 copies were used after data cleaning and concluded that 90.9% of 

the questionnaires was valid.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25.0, AMOS 20.0, and SPSS PROCESS macro v.3.4.1 

programs by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results of the inferential 

statistics was judged based on 0.05.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odness-of-fit of 

hypothetical structural model of performance appraisal experience, 

organizational rewards, organizational trust, and work engagement of 

software developers was satisfactory which confirm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the variable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rect and 

influential relationship of work engagement on the performance appraisal 

experience, organizational rewards, and organizational trust of software 

developers in large corporations, the direct effect of performance appraisal 



- 264 -

experience on organizational trust, the direct effect of performance appraisal 

experience on work engagement, and the direct effect of organizational 

rewards on organizational trust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direct effect of organizational rewards on work engagement 

was not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organizational trus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appraisal 

experience, organizational rewards, and work engagement of software 

developers. And, it was found that organizational trust had a ful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rewards and work 

engagement of software developers. Finall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emographic groups according to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appraisal experience, 

organizational rewards, organizational trust, and work engagement of  

software developers. Third, the organizational trust on relationships among 

work engagement and the performance appraisal experience in large 

corporations was confirme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And, the 

organizational trust on relationships among work engagement and 

organizational rewards in large corporations was confirmed to have a 

complete mediating effect. Fourth,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relationships among work engagement and the performance appraisal 

experience, organizational rewards, and organizational trust of software 

developers in large corporations according to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were not clarified due to a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in 

relationships among work engagement, performance appraisal experience, 

organizational rewards, and organizational trust of software developers in 

large corporations according to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the 

moderating effect of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was not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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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conclusions we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work engagement of software 

developers of large companies as a result of the organic operation of 

performance appraisal experience, organizational rewards and organizational 

trust in the proc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Second, since the work 

engagement of software developers at large corporations depends on the 

level of positive recognition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experience, an 

organization should improve the performance appraisal experience of its 

employees by enhancing the accuracy, usefulness, fairness of process, 

fairness of distribution, and the fairness of interaction. Third, the work 

engagement of software developers at large companies cannot be increased 

only by positive recognition of organizational rewards, and it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work engagement only when it can be linked with 

organizational trust. Fourth, the perception of software developers in large 

corporations for the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did not show a 

difference between groups, but it is very important to create an atmosphere 

of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in the organization.

Recommendations for follow-up studies based 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work engagement of 

software developers from small,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tart-up.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duct various studies related to their work 

engagemen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ontextual factors of the work performed by software developers. Thir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consider a framework that can analyze 

employee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HR system.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lore various moderate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appraisal experience, organizational rewards, organiz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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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and work engagement. Fifth, it is necessary to study various 

perspectives on support for the career development of software developers.

The practical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ensure positive recognition throughout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to enhance the work engagement of software developers in large 

corpor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creating a positive perception 

throughout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way to analyze specific performance appraisal experiences using 

HR analytics to enhance the work engagement of software developers in 

large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need to positively recognize the 

performance appraisal experience. Third, it is necessary for organizations to 

seek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methods to increase the organizational 

trust of software developers in large corporations. Fourth, it is necessary 

for organizations to consider ways to strengthen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because the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can be an 

important non-monetary reward and a motivating tool for software 

developers in large corporations.

Key words : Software Developers in Large Corporations, Work Enagagement,

             Performance Appraisal Experience, Organizational Rewards, 

             Organizational Trust,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Employee Experience

Student Number : 2018-3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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