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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사회 관계망이라고도 불리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물질적인 자원을 교환하는 동시

에, 다양한 지식도 나누면서 심리적 안녕을 찾는 다양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사

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은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적 네

트워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는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적 네트

워크가 개인의 수행이나 직무태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

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들의 특성이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네트워

킹 전체를 파악해야만 한다(Scott, 2000).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현재 기업이

성과 향상을 위해 활용해야만 하는 중요한 연구과제 라고 할 수 있다.

조직구성원들이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으로 정보습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현상이 늘게 되었다(조영복·김경원, 2011). 이에 따른 원인으로는 사회적 네

트워크의 범위가 시·공간적 범위를 넓히게 되었고,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차지하

고 있는 위치와 영향이 개인이나 조직을 벗어나 기업, 국가 등 점점 확대되고 있

기 때문이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자원과 정보의 교환 정도가 다를

것이며, 이러한 정보와 자원은 기업의 성과 제고에 필요한 교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적자원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유효성을 강화해

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선행 연구에서도 사회적 네트워크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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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가 직무태도와 수행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전수진, 2005; 박지혜, 2005; Cross & Cummings,

2004; Morrison, 2002). 이밖에도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지식습득, 경력몰입, 직

무숙달 등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듯 사회적 네트워크는 조직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조직에서 중요한 변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어떻

게 형성되었는지,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무엇인가에 대

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사회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Hurlbert, Haines, & Beggs,

2000; Salancik, 1995). 현재까지 사회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성격과 같은 개인 특성이다(Klein, Lim, Saltz, &

Mayer, 2004; Mehra, Kilduff, & Brass, 2001). 실제로 주도성과 자기감시성형 및

성격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고,(Klein et al., 2004; Mehra et al.,

2001),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개인특성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과 성격유형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에 차이에 대한 분석이 연구되었다(김

영주·유태용, 2009; 조영복·김경원, 2011).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사회적 네

트워크가 기본적으로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하여 묘사되는 것으로 본다면 네트워

크에 참여하는 개인 차이에 따라 네트워크의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조직을 구성하

는 개인의 특성과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직구성원을 이

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는 조직구성원들의 성격 정보를 파악하는데 있다(박

미선, 2011).

행동과학에서는 성격을 조직 내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변

인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체계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Barrick & Mount,

1991). 실제로 성격특성은 정신병리, 성격 장애, 학업 성취, 대인 관계 등을 예측

하는 주요 변수로 제시되고 있고(John, Naumann, & Soto, 2008), 타인과 구별되

는 고유한 성질이나 독특한 양식으로 표출이 된다고 하고 있다. 인간 그 차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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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표현되는 성격은(Allport et al., 1936), 개인의 특성이나 주관적 기호와 더불

어 외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네트워크 활동 안에서 활동

자 개인 성격에 따라 네트워크 활동이 결과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조직행동연구에서 조직구성원의 개인특성인 성격이 행

동과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성격이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배성현·최은

희, 2007).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정서적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직몰입과 이직 의도는 직무성과나 혁신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서 조직구성원이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

이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을 조직 내 네트워크 활동과 조직 외 네트워크

활동으로 구분한 후, 조직 내 네트워크 활동은 오프라인 활동, 조직 외 네트워크

활동을 온라인 활동으로 한정하여 접근하였다. 대상유사성이론(고영심·강영순,

2015)에 따르면 동일대상의 네트워크 활동(예, 조직 대상 네트워크 활동과 조직

대상 결과변인)은 다른 대상의 네트워크 활동보다 더 큰 인과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온라

인 네트워크 활동에 비해 결과변인(정서적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온라인 네트워크와 오프라인 네트워크의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고 이 두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의 장·단점을 찾아내어 보완시켜 조직구성

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한편 온라인 네

트워크 활동은 활동자의 성격특성에 따라 결과변인들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측되어 조절변수로 Big5 성격유형을 선정하였다. Big5 성격특성은 지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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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개인의 특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개인차 이론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Robert & Robins, 2000).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업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고 유지해야하는 중요성을 강조시키고자 한다.

제 2절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및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이를 기초로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이론적 개념 및 근거를 정립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 모형과 가설을 도출 및

제시 하였다.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방법으로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토

하였고,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하여 다중회

귀분석과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논문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고,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Ⅰ

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 제시하였고,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 Ⅱ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인 조직 내·외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과 Big5 성격특성, 정서적 조직몰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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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도의 개념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하위요

인 온라인 네트워크와 오프라인 네트워크, Big5 성격특성의 하위요인 친화성, 성

실성,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으로 구분지어 중점적으로 정리하였다.

제 Ⅲ장 연구 설계에서는 연구목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로 기술되었다.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변수들 사이에서

의 관계를 통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구성요인들의 조작적 정의 및 조사 방법

에 대한 설계 방법 과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Ⅳ장 실증분석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기술하였고, 본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그리고 변수들 간의 기술적 통계 및 상관관

계 분석 기술하였다. 그리고 다중 회귀분석과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설의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 Ⅴ장 결론 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 점

및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하여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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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 배경

제 1절 사회적 네트워크

1. 사회적 네트워크 개념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어우러져 살아간다. 역사에서도

엿보이듯 서로 물적 자원을 교환 또는 판매하기도 하고, 품앗이와 같이 노동력을

나누며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주었다. 뿐만 아니라 경·조사 때 축하나 슬픔을

나누는 것처럼 정서적인 측면 역시 존재한다(손동원, 2005). 이와 같이 다양한 방

식으로 소통을 하고 핵심자원을 제공하며 사람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를

학문적으로 ‘네트워크’라고 표현한다. 조영복·김경원(2011)은 ‘사회적 관계로 개인

과 조직이 연결된 시스템’이라고 정의 하였고, Coleman(1990)은 ‘목표 달성을 위

한 사회구조적 관계’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조직구성원들이 서로 관계가 얽혀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며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석되어진다. 요약하면 ‘사회

적 자본을 이루고 있는 사람간의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간단히 정의 내릴 수 있

겠다. 사람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으로 얽혀있는 이런 관계망

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해주고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기회를 높여 주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

고 있다. 조직 안에서는 구성원들이 조직목표 달성을 위하여 직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교환하면서 상호작용하고 이를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기도

한다. 개인, 집단, 사회의 관계를 네트워크로 파악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네트워

크 안에서 하나의 노드(node)이며, 네트워크는 이 각 노드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tie)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말한다. 모든 노드들은 네트워크 안

에서 존재하는 개별적인 주체들이고, 타이(tie)는 각 노드들 간의 관계를 일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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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 연결망, 즉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해서는 현재 경영, 인문, 공학, 웹 사이

언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 연결망 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은 수많은 노드들과 그 노드들 사이의 무수하게 생긴

관계들을 계산론 적으로 접근하는 복잡한 분야이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 네트워

크를 기반으로 두거나 활용하는 예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소셜 네트워크 게

임 산업 등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경영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Hollenbeck

& Jamieson, 2015). 또한 HRD 분야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기 시작했다. Hatala(2006)는 환경에 반영이 되는 개인의 행동은 HRD관점에서

개인과 집단이 활동하는 이해 없이는 구체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하

였다. 그리고 조직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행동과 대인관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맥락적인 요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지만, 기존 HRD 방법론들은 개인과 주

변 환경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대한 대

안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의 유형을 살펴보면 분석초점, 상호관계 유형과 그리고 분

석단위에 따른 네트워크 중심성과 구조적 공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Prell,

2012; Scott, 2017). 먼저 분석초점을 기준으로 에고(Ego)네트워크와 양자(dyad)

네트워크, 전체 네트워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에고 네트워크는 활동자 개인이

중심에 있고, 개인과 다른 노드(node)와의 연결을 표현한 네트워크 이다. 이때 다

른 노드는 타인(alter)이라 하고, 에고라는 중심에서 바깥으로 퍼져 나가는 별

(star) 모형을 이루게 된다(손동원, 2002). 이 네트워크는 응답자 개인을 중심으로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고, 응답자가 주변인에 대한 정보를 기술

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파악 할 수 있다. 양자

네트워크는 두 사람 사이의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한 쌍을 분석의 단위로 한다.

전체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네트워크이다. 완전(whole) 네트워크, 사회

중심(socio-centric)네트워크로도 불린다.

상호관계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한 네트워크로는 일과 업무 중심으로 과업 중심

네트워크와 업무적인 일 외에 심리적 안녕과 사회적 자원 교환 중심으로 친교

네트워크로 분류 할 수 있다. 이 두 네트워크는 서로 중첩될 수 있는데,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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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분석초점

에고(ego) 네트워크
개인이 중심이 되고 다른 노드(node)와의

연결을 표현한 네트워크

양자(dyad)

네트워크

두 사람 사이의 네트워크로써

두 사람의 쌍을 분석 단위로 측정

전체 네트워크
N명 전체 행위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로써

보편적으로 지칭하는 네트워크

상호관계 과업중심 네트워크 일, 업무와 관련된 네트워크

친구 관계인 사람과 업무상 교류를 할 수 있고, 업무상 동료가 친구관계로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이다(홍혜승, 2016).

다음으로 네트워크 중심성은 개인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

를 표현하는 지표이다. 여기서 중심은 다른 행위자에게 가시성이 높을 경우 주목

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의 관점에서 네트워크 내에서 활동자

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활동자 개인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제약을 가

져다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중심성은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의 개념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연결 중심성은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수준을 말

한다.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각 활동자 간 연결 거리를 최단 거리로 근

거로 하는 중심성을 근접 중심성이라고 한다(손동원, 2002). 마지막으로 매개 중

심성이란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개인이 매개자 혹은 중재자 역할의 정도를 의

미하며, 다른 사람들 사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네트워크 중심성은 연결된 정도에 초점을 둔다면, 구조적 공백은 사회적 네트워

크 안에서 빈 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구조적 공백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최지원·현영섭, 2014). 구조적 공백이란 사회적 네트워크 안

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은 빈 공간을 의미한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Ⅱ-1>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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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친교중심 네트워크 업무 이외에 친목, 친교 중심 네트워크

네트워크

중심성

연결 중심성
다른 행위자와 연결이 되어 네트워크 내에서

소통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수준

근접 중심성
네트워크 내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다른

행위자들과의 거리가 가까운 정도

매개 중심성
네트워크 내에서 한 행위자가 담당하는

매개자 혹은 중재자 역할의 정도

구조적 공백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이 되지 않은 곳,

업무 상 또는 친분 관계 상 교류할 일이

없음

이렇듯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들은 연결 구조의 특성을 이용하여 개인

이 차지하는 위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안에서 개인 간 관계구조나 개인의 성과

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론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각 노드들 간의 강도(strength), 밀도(density), 중심성(centrality), 근접성(degree)

등의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액터(actor)와 액터 사이에 연결정

도 값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 분석방법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분석

대상의 주관적인 대답으로 측정도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사적인

인간관계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응답의 대상자들은 사실대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지게 될 수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이론에 관점을 두어 측정하는데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교류장소에 따라 분류하는 최근에 나온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적 네

트워크를 오프라인 활동과 온라인 활동으로 분류하였다(손동원, 2002; 최재필;

2012). 온라인 네트워크와 오프라인 네트워크로 분류하는 4차 산업 혁명에 들어

선 현재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에 부합한 분류 방법이다. 오프라인 활동

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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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만남이 주를 이루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동종업종 종사자, 학연, 지

연, 혈연 등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동창회, 동호회, 동아리 등 다양

한 명목으로 여러 가지 모임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 안에서 사회적 자원을 교환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직접 만나 소통하며 관계망이 형성되었다(오문청·정수진,

2017).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에 활발히 이루어졌던 방법으로 동 시간, 같은 장

소에서 직접 대면하였기 때문에 소통과정에 왜곡됨 없이 소통이 가능했다. 신뢰

와 설득력, 협력의 지속성이 높긴 하지만 직접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급격히 변

하고 바쁜 현대사회에서 유연성이 떨어지고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는 단

점도 존재한다.

반면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화시대가 열리고 글로벌화가 되었다. 급속도

로 발전하는 시대흐름에 발맞추고,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환경변화에 적응하

기 위해 새로운 형태가 생겨난 것이다. 현실공간만을 기반으로 더 이상 조직구성

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가상공

간에서도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계속 새로운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는 것이다(오문청·정수진, 2017). 자연스레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대조를 이루며

오프라인 네트워크의 단점을 보안하게 되었다. 전 세계에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

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되었다.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전 세계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 해

보며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난 것이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가 넓어지면

서 다양한 부류의 개인이나 조직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쉽고 빠르게 얻어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가

능해졌다. 따라서 오프라인의 가장 큰 단점인 비용이 절약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역별, 업무 특성별 등 여러 가지 특징별로 facebook, 카카오톡, 네이버의 Band,

블로그 등 활동수단 역시 다양해졌다. 온라인을 통해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고 가

치를 창출하는 모종의 관계를 기반으로 관계망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런 무수

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 역시 존재한다.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인 결속력이 떨어지고 신뢰의 결핍이 생긴다. 그렇

다고 해서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다 또는 어느 것이 더 낫다는 방식의 연구가

중요하거나 의미가 있지는 않다. 각각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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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성과를 증진시키는 변수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의 초점을 사

회적 네트워크 활동의 유형으로 두어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의 유형에 따라 개인

의 인지정도와 활용에 따른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실제

연구결과를 보면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다 하더라도 활동자가 어떻게 얼마만큼

지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에 영향력이 개인이나 조직에게 더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Kilduff & Krackhardt, 1994).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 개인의 활용정도에 따라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더욱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조직 내 네트워크 활동을 오프라인 활동, 조직 외

네트워크 활동을 온라인 활동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직구성원들은 신뢰

와 믿음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구조이기에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조직 내에

서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보다 조직대상의 결과변인(정서적 조직몰입, 이직의도)

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한다.

2. 사회적 네트워크 선행연구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정의의 토대는 Granovertter(1973)의 연구로부터 시작

되었다.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하나 이상의 관계유형의 집합,

즉 actor의 집합으로 정의되기도 하였다(Wasserman & Faust, 1994). 이 후 사회

적 네트워크를 실무적인 직무와 연관시켜 조직구성원의 과업수행이나 심리적 만

족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써 개인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조직 수준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 경영학, 심리학,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

과학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곽기영, 2014).

역사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연구는 개인 또는 집단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구조를 분석하는 사회과학 접근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 거시적 사회구조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이론이 시작

되면서 거시조직 분야의 학문적 흐름을 형성하였고, 그 이후 조직 내 관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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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계와 조직과 환경, 조직과 시장을 분석하는 이론과 방법론으로 발전되었다

(김영춘, 2017). 사회적 네트워크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현상에 대한 연구로 구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네트워크 관계와 구조의 설명을 찾는 연구 분야로써, 활

동자 간 관계의 형성, 발전, 소멸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 형성, 네트워크 구조의

진화론적 발전과정 연구 등 조직 간 네트워크의 출발점부터 어떻게 형성되어 가

는지 연구한다.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가 조직 행위에 결과를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지식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 네트워크에 의한 권련관계와 의존성, 조

직 간의 계층화 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이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Borgatti & Halgin(2011)이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과 ”네트워크에 대

한 이론(theory of networks)"로 구분하여 네트워크 효과에 초점을 맞춘 이론과

네트워크 구성에 초점을 맞춘 이론을 구분하였다.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의 결과변수로 직무성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등이 많이

연구되어 왔다. 조직행위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요소에 대한 연

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직의 성과보다 개인의 성과가 조직행동에 대하

여 더욱 정확하고 자세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2018, 오문청). 사회적

네트워크를 원인변수로 설정한 연구들을 확인해보면 사회적 네트워크가 직무성

과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Raymond et al.,(2001)은

업무조언네트워크는 개인직무성과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하였

고, Liang(2011)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직무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

인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김용학(2011)의 연구를 보면 사회적 네트워크가 직무

성과, 보상, 승진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최재필(2012)의 금융회사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직무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온·오프라인 두 가지 경우 모두 직무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처럼 사회적 네트워크는 직무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되어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

였다.

Scott(2000)은 개인의 행동이 개인의 특성이나 태도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조직시

민행동 향상은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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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성원들 간에 결속력과 친밀감을 높이고 관계강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Krackhardt, 1992; Levin & Cross, 2004). Bowler & Daniel(2003)의 연구를 살

펴보면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의 강도가 대인관계에서의 시민행동에 유의정인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전기호(2010)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직시민행동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결과를 나타냈다.

Allen & Meyer(1996)는 조직 내 동료 구성원들은 유사한 경험을 태도를 공유하

고 있기 때문에, 이들 상호간의 교류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몰입을 증가시

키고 조직과 자신을 일치시켜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이렇게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활

발해져 상호 교류가 증가할수록 조직몰입도 또한 증가한다고 하였다(Hartman &

Johnson, 1989). Vuuren, de Jong, Seydel(2007)은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의사소

통이 활발하면 부하직원의 조직에 대한 조직몰입이 증가하고, 조직에 가치와 목

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Finegan(2000)은 조직구성원 간에 상호

작용은 개인과 조직의 가치(value)의 적합도(fit)에 의하여 조직몰입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결과로 조직몰입은 조직 가치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지각으로

예측 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조직의 구성원인 개인이 지닌 가치가 조직의 가치

가 일치할 경우에 개인은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더욱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를

검증하였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몰입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조직에 대한

불만, 이직률과 같은 조직몰입과 관련된 변수들의 정도는 낮다고 검증하였다

(Finegan, 2000; 문성애·이영민, 2009).

사회적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있지만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

는 유형들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개인의 특성과 지각하는 자로서의 대한 연

구가 많지 않다(조영복·김경원, 2011). 확인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네트워

크 구조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지각하느냐에 따라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이 지각된 네트워크는 실제 네트워크보다 개인이나 조직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Kilduff & Krackhardt, 1994). 또한 최근에 나온 새로운 분류

방식으로 온라인 네트워크와 오프라인 네트워크로 분류하는 것이다. 온·오프라인

으로 네트워크를 분류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선 오늘 날 사회·경제에 따



- 14 -

른 변화에 적합한 분류 방법이다(손동원, 2002; 최재필, 2012).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을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과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

으로 분류하고 개인의 성격특성을 조절변수로 두어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에 따

라 결과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제 2절 Big5 성격특성

1. Big5 성격특성의 개념

성격이란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적이고 지속적이며 일관된 행동양식이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인지를 예상케 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로써 사용이 되어오고 있다. 이

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성격이라는 개념은 18세기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Sampson(1989)은 개인의 내부의 속성과 타인을 구분할 수 있는 인상 전체로

성격을 정의하였고, Sullivan(1953)은 대인관계에서 타인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적 안정적인 양상이라고 정의하였다. Phares(1984)는 상황과 시간에 걸쳐 지속적

으로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감정, 사고 및 행동양식이라고

하였다. 국내 연구들을 보면 성격이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해져서 형

성된 ‘일관된 개인행동의 경향성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특유한 사고 또는 행동양

식’이라고 하였다. 또한 타인과 차별화 되는 독특한 가치관, 감정, 태도 등을 나

타내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특성으로 인간의 행동에 깊이 연관되어 있어 관찰 및

예측이 가능하다고 한다(김주호·손주영, 2013; 김해룡·김정자, 2013; 이유진·이종

구, 2006; 이재훈·임현철; 2010). 이렇듯 성격에 대한 정의는 연구마다 이해관점이

나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성격의 차이가 개인의 행동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관리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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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조직구성원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조직 전체가 아닌 개인을 관리해야 한다

는 시도들도 행하여지고 있다. 행동과학 분야에서도 성격을 인간의 행동을 예측

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변수로 인식하여 이를 체계적이 모델로 제시하

고 있다(Barrick & Mount, 1991).

성격을 분류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은 McDougall(1932)에 의해 먼저 이루어졌다.

이 후 Allport et al.,(1936)가 연구를 통하여 17,953가지라는 성격특성들을 발견하

여 이를 정리하고 체계화 시켰다. 많은 학자들이 특성의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

하여 Cattell(1973)은 171가지의 공통적인 성격특성들은 파악했으나, 이 후 재구

분하여 근본적인 공통요인 16개로 압축하여 성격특성의 “원천특성(source

traits)"이라 했다. Goldberg(1990)는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인들

다섯 가지를 확인하여 이를 "Big5”라고 이름 지었다(Wiggins, 1996). 최근 들어

여러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신뢰와 관심을 받고 있는 성격특성 모델이

바로 이 Big5 성격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들

이 사용하고 있는 Big5 성격특성을 조절변인으로 사용하여 결과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Big5 성격특성에 대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다소 의견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외향성

(Extraversion), 정서적 안정성(Neuroticism),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등

이 포함된다(Cosat & McCrae, 1985; Goldberg, 1990). 이 다섯 가지 요인들의 영

어 스펠링 앞글자만 따서 OCEAN모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친화성은 타인들과 더불어 잘 지내고자 하는 성향으로, 관대한 마음과 남을 돕

고자하는 이타심을 가지고 있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동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외부 이해관계자들과도 원만한 관계

를 형성해나가려고 한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 함께

어울려 일하는 조직 환경을 형성,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도 언급된다(Buss,

1991). “예의바른”, “착한”, “믿음직한”, “신뢰받는”, “협조적인” 등과 같은 단어들

로 친화성은 표현된다. 반대로 친화성이 낮은 사람들은 질투심이 강하고, 타인에

게 무관심 하며, 무례한 행동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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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성은 책임감이 강하고, 규칙적이며 집중력이 강한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특

징이다. 조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근면 성실한 사람들이 많다. 즉, 사회적 규칙과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고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하지만 성실성의 요인이 너무 높은 사람은 오히

려 완벽주의자 성향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주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어

려운 여지가 있다(Costa & McCrae, 1992). 성실성은 “철저한”, “책임감 있는”,

“계획적인”, “조직적인” 등과 같은 단어들로 표현이 된다. 성실성의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게으르고, 의지가 나약하며, 순간의 쾌락에 빠지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외향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사교성, 활동성, 모험

성 등이 관련요인이다(Goldberg, 1990).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접촉과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여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는 특징

이 있다. 이들의 행동 지향적인 특징은 조직 내에서 주도적이고 사교적으로 분위

기를 이끌어 나가는 경향이 있다(Bernerth et al.., 2007). 행동 지향적이고 열정적

인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주목을 끌기를 좋아하여 에너지가 넘치

는 사람으로 비추어 진다. “사교적인”, “어울리기 좋아하는”, “말을 많이하는”,

“활동적인” 등과 같은 단어로 표현된다. 이 요인이 야망과 사교성이라는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반대로 외향성이 낮은 사람들은 조

용하고, 과묵하며, 사람들과의 교류를 꺼린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의 장점이자

단점은 민감한 자극에 반응이 강하여 조직 내부 환경은 물론 외부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집중한다(Eaves & Eysenck, 1975).

정서적 안정성은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로, 많은

연구에서 신경증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사람들은 만

성적으로 당황을 잘하고, 걱정도 많고, 화를 잘 내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부정적

인 감정들이 높다(Costa & McCrae, 1992). 평소 생활에서 부정적 정서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스트레스를 잘 받는 다고 할 수 있고, 평소 생활에서

도 부적응을 경험하여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다. “불

안”, “우울”, “자의식”, “충동성”, “적대감” 등과 같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반

대로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사람들은 평온하고 침착하며, 심리적으로 이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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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높은 점수 낮은 점수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지적

자극이나 변화, 다양성에 대한 관심

호기심, 창의성,

상상력, 모험

보수적, 관습적,

현실적인, 비예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정신건강이 좋다고 할 수 만은 없다(Costa &

McCrae, 1992).

마지막으로 개방성은 변화와 호기심을 좋아하는 정도로서 새로운 것에 대한 관

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고정관념에 대해서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도전적

으로 표현이 된다. Goldberg(1990)는 개방성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이지성

(intellect)로 명명하였고, 변화, 지적 자극,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지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이지성에 높은 점수

를 보이는데,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의 영

입은 그들의 특징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적응력으로 조직성과에

유익한 결과를 안겨줄 것이다(김해룡·김정자 2013). 개방성은 유전적인 영향보다

는 가정환경이나 교육, 문화적 배경 등의 영향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이 요인을 교양(Culture)이라고 명명하는 견해도 있다. 5가지 요인들

은 일상적인 용어를 통해 분류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각 요인들은 생물학적 기반

을 가지고 있다. 즉 개인의 유전에 의해서 5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고, 특정 요인

의 더 강하고 약한 것은 이미 유전적으로 정해졌지만 심리적 발달을 하면서 개

인적 차이가 생긴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경향성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기본적 성격은 타고나지만 발달 환경이 그 유전자의 발현과 비발현에 영향을 주

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여성의 경우, 유전적으로 외향성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억압적인 사회적 환경 아래서 발달하다보면 외향성이 발

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전적인 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Big5 성

격특성과 연관된 요소들에서의 차이는 유전적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Big5 성격특성을 정리한 표는 다음 <표 Ⅱ-1>과 같다.

<표 Ⅱ-2> Big5 성격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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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성(Conscientiousness):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는 정도

체계, 믿음직,

정리정돈, 철저,

계획, 근면

게으른,

부주의한, 의지가

약한

외향성(Extraversion):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으로부터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

사교, 적극, 상냥,

수다, 낙관,

사람중심

조용한,

과업중심,

냉정한,

좁은인간관계

친화성(Agreeableness): 타인과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

이타적, 배려,

겸손, 솔직, 신뢰

냉소, 무례, 질투,

자기중심, 비협조

정서적 안정성(Neuroticism): 심리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 자신을 얼마나

스스로 통제하는가의 정도

걱정, 초조,

불안정,

감정기복, 변덕

침착, 이완된,

안정, 강건

출처: 손주영(2014)에서 수정보완

2. Big5 성격특성의 선행연구

Allport와 Odbert(1936)에 의해 개인의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가 처음 시작 되었

다. 그 후 McCrae와 Costa(1985)에 의해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가 집대성이 되었

고 이 후 Cattell(1950), Norman(1963) 등 많은 학자들이 Allport와 Odbert의 연

구결과를 기초로 인간의 성격을 몇 가지의 특성으로 단순화시키는 작업에 집중

하였다. Goldberg(1990)는 이제까지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인들

다섯 가지를 찾아내고 이를 ‘Big5'라고 명명하였다(Wiggins, 1996). 이 Big5 성

격특성 이론이 현재 가장 일반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Big5 성격특성의 하위요소 다섯 가지는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

(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정서적 안정성(neuroticism), 개방성

(openness to experience)로 분류된다. 이러한 성격특성의 5개 하위 요인들은 조

직구성원들 간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의 행동 전체를 포괄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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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줄 수 있다(Buss, 1989). 성격특성은 많은 연구결과 직무성과의 상관관계에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성격모형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장은주·이기은,

2008). Barrick & Mount(1991)는 Big5 성격특성과 직무성과의 체계적인 모형을

구축하여 성격이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예측하는 변수가 될 수 있고, 조직행동을

설명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변수가 된다고 제시하였다. 수많은 연구 결과

Big5 성격특성은 개인의 행복, 종교성, 신체적·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친

구, 연인 사이에서의 각종 관계적 결과들 및 직업 선택, 직무 만족도, 수행, 사회

참여, 범죄 행동, 정치적 입장 같은 요소들을 잘 예측한다는 것이 밝혀졌다(Ozer,

2005).

많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Big5 성격특성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Konovsky & Organ, 1996; Organ & Lingl, 1992; 이

규용·송정수, 2011; 장은주·이기은, 2008). McCrae와 Costa(1991)은 외향성의 성

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이타주의, 예의바른 행동, 스포츠맨 십

등 조직시민행동의 하위요인을 증가하게 만든다고 하였다(한광현, 2005). 친화성

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양보를 잘하고, 조화롭게 지내려는 성향이 강

하다. 협조적이고 타인들에게 신뢰를 받는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직무수행 과

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동료를 도와주려 하는 행동이나 문제 예방을 위해

타인에게 정보제공을 하는 배려심 등은 조직에 직접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

지만 간접적인 효과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효과의 직무성과와 관련이 있다.

Borman과 Morowidlo(1993)은 친화성과 성실성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그와는 반대로 정서적 안정성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격특성(Big5)이 조직시민행동의 원인

변수가 되는 것을 밝힌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Hurtz & Donovan, 2011; 최영환,

2010).

성실성은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검증되었다

(고재윤·조현준, 2009). 또한 성실성은 직무몰입과 경력몰입에도 정(+)에 유의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김석영·전희원, 2008). Smith et al.,(2004)의

상사의 성격을 부하의 관점으로 평가한 연구에서는 재밌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상사의 성실성과 부하의 정서적 조직몰입이 반비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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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p<.05). 즉, 상사의 성실성이 높아질수록 부하직원의 정서적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Big5 성격특성 중 친화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성격특

성을 연구하였고, 그 중 친화성이 조직시민행동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중원·박성수(2007)의 Big5 성격특성이 윤리경영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친화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은 윤리경영 수용

도에 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안정성은 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 되었다.

강명희 등(2008)의 Big5 성격특성이 학업이수와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개방성이 학업이수에 따른 참여도와 과제수행에 정(+)에 영향을 미치

고, 외향성은 개인 과제이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

럼 개인의 성격특성에 따라 성취도의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을 보면, 수업

방식과 커리큘럼을 개선한다면 연구목적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과 성격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중에서 Kline(2004)은 네

트워크의 특성을 적대적 중심성, 친밀 중심성, 충고적 중심성으로 규정하고 Big5

성격특성과 네트워크 중심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적대적 중심성에는 외향성

과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이 정의 관계를, 호감성이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검

증하였고, 친밀 중심성에는 정서적 안정성과 개방성이 부의 영향을, 호감성이 정

의 영향을, 호감성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정서적 안정

성은 충고적 중심성에도 부의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ig5 성격특성을 변수 사이에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수로 두

어 타인과 구별이 되는 개인적 특성이 조절변인으로 들어갈 경우 결과변인에 어

떻게 영향을 주게 될 지 확인해 볼 것이다. Organ(1988)은 개인특성이 조직시민

행동의 주요 선행변수로써,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의 기초 요인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격이 지각과정을 통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네트워크 환경 안에서의 지각된 본

인의 성격특성은 그에 비례하여 중요해질 수 있다고 본다. 대상유사성이론에 따

르면 동일 대상의 네트워크 활동은 다른 대상의 네트워크 활동보다 더 큰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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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성격특성이라는 조절변수는 온라인 네트워크 보다 오프라

인 네트워크 내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 3절 결과변인

1. 정서적 조직몰입 개념 및 선행연구

조직몰입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 하였다. Mowday et al.(1982)은 자신의 조

직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 및 신뢰와 애착 상태, 조직구성원으로서 남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와 조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 등으로 정의했다. 또한 개인

이 조직과 동일 시 하는 강도와 조직에 남고자 하는 강도이며, 조직 몰입에는 조

직목표와 가치에 강한 신뢰와 수용, 조직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 조

직구성원으로서 남고자 하는 욕구 등 3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였다.

Buchanan,(1974)은 조직체의 가치관과 개인의 목표를 동일시하여, 조직의 목표

및 가치관과 자신의 역할에 몰두하는 것, 조직에 애정을 조직구성원으로서 남고

자 하는 강한 욕구, 즉 충성심(loyalty)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Greenberg와 Baran(1995)은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조직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로 조직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 참여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Meyer &

Herscovitch(2001)는 조직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하는 확고한 신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조직몰입의 개념들을 보면 조직에 대한 충성심, 조직을 위한 신뢰

와 애착, 열심히 하고자 하는 헌신 및 희생 등이 공통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강인주, 2015)

조직몰입은 오랫동안 직무관련 태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서적 몰입에만 초

점을 두었으나 좀 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Meyer &

Allen, 1991; O‘Reilly & Chatma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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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yer & Allen(1991)은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이

렇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지속적 몰입은 소속된 조직을 떠날 경우 따르는 비용

을 비교하여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규범적 몰입은 도덕적, 심리적 부담감이나 의무감으로 조직구성원으로 남는 것이

옳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정서적 몰입은 구성원이 조직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애

착을 느끼고 동일시하는 몰입 유형이다. 조직에 대한 충성도와 헌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갖고 있으며, 긍정적인 소속

감을 가지고 있다. 지속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과는 선행요인과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즉, 지속적 몰입은 상관관계가 없지만, 정서적 몰입은 규범적 몰입보다 상

관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Gong, Law, Chang, Chang & Xin,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의 세 가지 구성요소 중 정서적 몰입만을 측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Glisson & Durick(1988)은 개인특성, 조직의 특성이 조직몰

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조직 유효성 측면에서 많이 연구되는 조

직몰입은 경영학, 행동과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조직구

성원들의 태도와 행동관계를 잘 파악해주고, 이직의도를 예측하고, 이직률을 줄

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Poter et al., 1974).

위에서 언급 했다시피 조직몰입이 높은 조직구성원일수록 조직에 애착심, 충성

심을 갖으며, 조직을 위해 헌신하고, 조직의 목표를 위하여 조직에 남으려는 경

향이 크다(신철우·남선희, 2006). 또한 조직몰입도가 높은 직원은 조직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Willams & Anderson(1991). 반대로 조직 몰

입도가 낮은 구성원은 조직을 빨리 떠나려는 경향이 있고(Mathieu & Zajac,

1990), 조직에 대한 몰입이 높을수록 조직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조직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한다(Griffin & Hepburn, 2005). 그렇기 때문에 조직몰입은 조직구

성원들의 태도를 측정하는 구성개념으로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이처럼 이직의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정서적 조직몰입은 조직 내 네트

워크 활동이 중요한 선행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조직구성원들과의 결속과

감정적인 교류를 통하여 조직에 대한 신뢰 및 일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것

으로 보고, 조직몰입이 증가한 조직구성원은 조직에 오래 남으려는 경향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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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본다. 정서적 조직몰입은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오고

있는 요인이며 (김미정, 2016), 가장 자발적이고 순수한 조직 몰입의 형태이며,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한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

해보고자 한다.

2. 이직의도의 개념 및 선행연구

이직은 조직구성원의 조직 내·외부로부터의 이동으로, 개인의 자발적 이직은 보

다 더 나은 기회를 위하여 다른 조직으로 이동 하거나 조직에 대한 불만으로 조

직을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비자발적인 이직은 조직구성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기업의 입장에서 강제로 종료 되는 것이다(Allen & Meyer, 1990). 이직은

조직의 입장에서 조직구성원의 채용 및 훈련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추가적 비용

을 지불하여 경제적 측면에서도 조직에 부정적이고, 조직구성원이 이직 한 후에

남은 조직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정서적인 영향 또한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직의

최소화가 요구된다(Sousa-Poza & Hennebergar, 2004). 이처럼 조직에 부정적 효

과를 미치는 이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직 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수로써

이직의도를 도구로써 사용한다. 이직 의도는 이직의 선행요인으로서(Zimmerman

& Darnald, 2009), 조직구성원이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자발적인 심리상태로 지

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직을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직 행동

으로 나타나게 된다(Maertz & Griffeth, 2004). 이직 의도는 개인의 이직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요인이다.

이직에 관한 연구는 조직과 개인 양측에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다(Holtom et

al., 2008; Mobley, 1982). 경쟁이 극심해지는 현대사회에서 핵심 역량을 갖춘 인

재 확보 만큼 중요한 것이 인재 유출이다. 인력유출에 의한 손실은 채용과 교육·

훈련에 관련된 재정적 손해뿐만이 아니라 거래처 및 고객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

손실로도 이어 질수 있다(Holtom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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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개인적 요인, 환경적·경제적 요인, 조직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그 이유를 찾았다(Price & Mueller, 1981;, March & Simon,

1958; Meyer & Allen, 1991).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과 같은 태도적인 측면에서 원

인을 찾았었는데 이런 변수는 개개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직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Holtom et al., 2008). 성별, 인

종에 따라 이직의도가 차이가 난다고 했던 개인적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여성과 소수 민족이 이직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으나 아님이 밝혀졌다(Smith,

1979; Blau & Kahn, 1981; Lewis & Park, 1989).

Mitchell & Lee(2001)는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전통적인 접근이 아닌 새로운 시

선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환경을 고

려해보면, 개인의 이직은 지금까지 와의 다른 현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직

까지의 행위를 예측 가능한 한 개인의 행위라기보다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경

로로 접근하고 다양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관점을 변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후 Holtom et al., (2005) 또한 그의 이론을 증명하였으며, 이직을 관계적으로 접

근하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에 입각하여 개인행동의 특성

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와 어떤 정보를 주고받으며, 어떤 식으로 연결

되어있는지, 조직에 잔류하거나 떠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였다(Harris, Kacmar, & Witt, 2005).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으로 나누어 이직의도의 미치는 영향 대해서 알

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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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제 1절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앞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모형을 다음 <그림 Ⅲ-1>

과 같이 설정하여 조직 내·외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의 두 가지 하위요인(온라인

네트워크 활동,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정서적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한다. 또한, 상기한 양자의 관계에서 Big5 성격특성(친

화성, 성실성,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아

래 <그림 Ⅲ-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Ⅲ-1] 연구모형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

- 온라인

- 오프라인

조직몰입

- 정서적 조직몰입

이직의도

Big5 성격특성

- 친화성

- 성실성

- 외향성

- 정서적 안정성

-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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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가설 설정

1) 사회적 네트워크와 정서적 조직몰입, 이직의도와의 관계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은 사회적 자본을 이루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로써 사

회적 동물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개인과 개인, 개

인과 조직과 관계를 맺어나감으로써 물질적 자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손동원, 2005).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적과 가치, 역할, 목표, 그리고 조직 자체에 갖는 순수한

애착심이라고 한다(Buchanan, 1974). 조직 몰입이 낮은 구성원일수록 조직에 대

한 불만족, 스트레스, 이직 비율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이영민·이수영, 2008).

조직 구성원의 조직 몰입은 자연스럽게 직무성과와 연결되어 조직성과의 향상을

예측된다.

조직몰입의 구성요소로는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정서적 몰입이 있다(Meyer

& Allen, 1991).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갖고 있으며, 지

속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과는 다르게 물리적인 계산이나 합리적 선택에 의한 것

이 아니라,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조직의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정도로 조직

에 대한 조직원의 충성도와 애착을 말한다.

Allen & Meyer(1996)는 같은 조직에 구성원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들과 교

류를 하고 도움을 받음으로서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증가하며, 이로 인하여 조직

구성원은 자신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켜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구성원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정적으로 조직과 결속

해가려고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은 조직몰입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rtman & Johnson, 198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각각

나누어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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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 사회적 네트워크(온라인 네트워크,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은 정서

적 조직몰입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직 의도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을 자발적으로 떠나고자하는 심리로서 이직에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Porter, Steers, Mowday, & Boulin, 1974). 조직 구성원

이 이직을 행동으로 실천할 경우 비용 측면이나 조직 구성원들에게 정서적인 측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Sousa-Poza & Henneberger, 2004).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상

호 의무감을 가지게 되며, 조직몰입의 증가가 된다고 앞서 말한바 있다. 조직 몰

입과 이직의도 간에 상관성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은 조

직 몰입을 증가시키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 사회적 네트워크(온라인 네트워크,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은 이직

의도에 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사회적 네트워크와 정서적 조직몰입,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Big5 성격특

성의 조절효과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

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사회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

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Hurlbert, Haines, & Beggs, 2000; Salancik, 1995). 현

재까지 사회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성격과 같은 개인 특성이다(Klein, Lim, Saltz, & Mayer, 2004; Mehra,

Kilduff, & Bras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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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격특성은 많은 연구결과 직무성과의 인과관계를 설명 할 수 있는 성

격모형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장은주·이기은,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 가운에 하나인 사회적 네트워크와 정서적 조직몰입,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Big5 성격특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며, Big5 성격특성이 조절효과를 갖

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가설설정 단계로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접근

하고자 한다.

Big5 성격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arrick & Mount(1991)는 성격과

직무 수행 관계를 다룬 117개의 연구 결과를 메타분석 하여 Big5 성격특성과 다

섯 개 직업 집단의 직무수행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원칙을 잘 지키려

고 하는 성실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다섯 개 직업 집단에서 모두 직무수행 수준

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고, 외향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관리직과 영업직에서

만 직무수행 수준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김한신, 2004). 경찰직군에선 친화성

과 정서적 안정성이 준거측정치에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결과를 나타냈고, 전문

직 분야에서는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이 준거측정치와 정적 상관을 나타

내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조한용, 2011). 유태용·이도형(1997)의 성격 5요인

과 직무수행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정서적 안정성의 하위요인인 위축과

걱정이 고(高)성과 지점장이 저(低)성과 지점장에 비해 낮게 나왔으며, 외향성의

하위요인인 활력과 적극성은 고성과자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재밌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상사의 성실성과 부하의 정서적

조직몰입이 반비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04, p<.05). 즉, 상사의 성실성이

높아질수록 부하직원의 정서적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의미

한다.

대학교 교직원들의 결근율을 Big5 성격 요인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에서는 외

향성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결근회수가 많은 반면, 성

실성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결근회수가 더 적다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Judge, Martocchio, & Thoresen, 1997). 즉, 외향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극

을 추구하고 낙관적이기 때문에 여가활동에 몰입하여 결근하는 경향이 더 많다

고 하였다.

상기 연구결과를 고려해보면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과 조직몰입, 이직의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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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Big5 성격특성의 하위요인들이 조절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예측해 볼

수 있다. 사교적이며 외부 지향적인 외향성향이 높은 집단의 사람들은 주변 환경

에 민감하며 주변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인식한다. 또한 자신보다

외부사건에 관심을 더 집중한다(Eaves & Eysenck, 1975). 이러한 외향성은 새로

운 일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경향으로 인하여 다른 하위요인들의 비해 조직몰입

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에는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본다. 성실성은 조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사회

적 규칙을 지키려 하는 척도를 나타내는 정도인데, 이러한 성실성은 조직성과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격변수이다(송준호·우문식, 2013; Barrick, et al.,

2001). 사회적 규칙과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 하고 사회적 행동기준을 스

스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Costa & McCrea, 1985; John, et al., 2008),

성실성이 높은 집단은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과는 별개로 조직에 대한 책임 의식

으로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본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타

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 함께 어울려 일하는 조직 환경을 형성, 유지하는데 중

요한 요인으로 언급되는 친화성(Buss, 1991)은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김석영·전희원, 2008). 친화성이 높은 집단이 조직몰입에 긍정적

인 조절효과를 하고 이직의도에는 부정정적인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라고도 예상

하지만, 친화성이 높은 집단이 많은 조직일수록 조직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사회

적 네트워크 활동은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도 예

측 해 볼 수 있다. 신경증이라고도 표현되는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사람들은 만

성적으로 당황을 잘하고, 걱정도 많고, 화를 잘 내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높다

(Costa & McCrae, 1992). 평소 생활에서 부정적 정서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스트레스를 잘 받는 다고 할 수 있다. 민감하고, 우울해 하는 경향을

보이며, 변덕이 심하다는 특징을 나타내는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

적 안정성이 낮은 조직구성원에 비해 조직을 형성해 나가는데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호기심을 좋아하는 정도로서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 척도를 나타내는 개방성은 조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면이 높다. 또한 도전적이며 호기심이 많다(Digman, 1990). 이러한 혁

신적 성향이 변화에 대한 높은 적응성으로 직무성과에 유익한 결과를 안겨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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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 되었다(김해룡·김정자, 2013). 직무성과와는 다르게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에는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의 내용들을 토대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인의 성격

에 따라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 하여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사회적 네트워크(온라인, 오프라인 네트워크)활동과 정서적 조직몰

입과의 관계에서 Big5 성격특성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 사회적 네트워크(온라인, 오프라인 네트워크)활동과 이직의도의 관

계에서 Big5 성격특성은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 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조사 설계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

오문청·정수진(2017)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상호작용하여 서

로 복잡하게 엮여있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문청·정수진

(2017)의 정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내 ·외부에서

의 물질적, 심리적인 사회적 자본을 얻기 위해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사회

적 관계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하위차원에서 온라인 네트워크와 오프라인 네트워크로 분류를 하여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수요에 맞게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을 측정해보고자 한다.



- 31 -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측정을 보면, Lim & Palacios(2011) 등이 개발하고 최

근에 오문청(2018)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제시한 온라

인 네트워크는 4개 문항, 오프라인 네트워크는 5개 문항으로 총 9개 문항으로 구

성하였고, 측정문항의 예는 “나는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온라인 친구들과 공유하

기를 즐긴다”, “나는 우리 회사의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면서 유용

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고 학습하기를 즐긴다” 등을 포함한 9개 문항을 사용하

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2) 정서적 조직 몰입

조직몰입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정서적 몰입은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과는

달리 기회비용이나 물질적인 손익계산을 떠나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갖고 조직에 결속해있는 상태이다(Meyer & Allen, 1991).

측정도구로는 Meyer & Allen(1991)이 개발한 것을 토대로 권태성(2018)이 활용

한 측정도구를 일부 설문문항만 사용을 하였다. 총 6개의 문항 중 3번과 4번 문

항은 역 문항으로 되어있었다. 측정문항의 예는 “나는 우리 회사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생각한다”, “나는 우리 회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나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등을 포함한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른 설문문항들과 마찬가지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이직의도

Meyer & Allen(1991)은 이직 의도를 조직구성원이 가까운 시일 내에 조직을 떠

나려는 의도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직 의도를 조직구성원의 이직 행

위를 예측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자, 정서적 조직몰입과 OCB의 부정적인 최

종적인 결과물로 정의한다.

측정도구로는 Brashear, Manolis, & Brooks(2005)와 이량(2018)등의 연구에서

제시된 측정도구를 설문 문항으로 몇 가지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문항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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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는 이직할 생각이 있다”, “나는 지금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직장도 알아

보고 있다” 등을 포함한 3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Big5 성격특성

성격이란 한 개인의 사고, 행동양식 또는 감정을 포함한 타인과 다르게 구별되

는 개인적인 특징이다(김영훈, 2012).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성격을 안정

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야 할 필요성이 판단되어 경영관리, 행

동과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계에서 시도가 이루어졌다. McDougall(1932)의 연구

를 시작으로 Goldberg(199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연구

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다섯 가지 요인들을 찾아내어 이를 'Big5'라고 하여

일반적인 틀로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Big5를 기준으로 개인이 지닌 특

성을 조절효과로 하여 각각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한다. 5요인 모델은 친화성, 성실성,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이

있는데, 친화성은 배려, 겸손, 조화, 이타적인 단어로 표현될 수 있고, 성실성은

신뢰, 근면, 원칙, 책임, 통제, 외향성은 능동, 사교, 적극, 사람 중심적으로 정서

적 안정성은 걱정, 초조, 변덕, 감정기복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방성은 호기심,

창의, 상상력, 모험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성격특성(Big5)에 대한 측정을 보면, Bernerth et al.,(2007), 김영훈(2012), 강성

환(2018) 등의 연구들에서 제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항목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문항의 예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 “나는 생기 있고 활기 넘치는 편이다”, “나는 급하

면 남에게 의존하려 하거나 쉽게 낙담한다” 등 20개 문항을 측정문항으로 사용

하였다. 각각 요인별 4개 문항씩 총 20개 문항을 사용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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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문항번호 문항수 출처(관련연구)

독

립

변

수

사회적

네트워크

온라인

네트워크
Ⅰ. 1 ~ 4 4

Lim & Palacios (2011)
오프라인

네트워크
Ⅰ. 5 ~ 9 5

2. 조사 설계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OCB, 정서적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지 방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활용도가 높고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는 Likert 척도를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설문 문항에 따라

측정하였다. 각 변수들의 측정은 선행연구들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어 있

는 문항들을 일부 수정하여 분석에 사용 하였다. 측정설문의 구성형태는 독립변

수인 사회적 네트워크가 9문항으로 하위요인인 온라인 네트워크 4문항, 오프라인

네트워크 5문항으로 나누었고, 조절변수인 성격특성(Big5)이 20문항으로 각각 친

화성 4문항, 성실성 4문항, 외향성 4문항, 정서적 안정성 4문항, 개방성 4문항으

로 나누었다. 종속변수인 OCB는 10개 문항으로 OCBI가 5개 문항, OCBO가 5개

문항이고, 정서적 조직몰입이 6문항, 이직의도가 3문항이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련된 문항은 성별, 연령, 경력, 직급, 직종5문항으로 총 5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Ⅲ-1>과 같다.

<표 Ⅲ-1>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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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절

변

수

성격특성

(Big5)

친화성 Ⅴ. 1 ~ 4

20 Bernerth et al.,(2007)

성실성 Ⅴ. 5 ~ 8

외향성 Ⅴ. 9 ~ 12

정서적

안정성
Ⅴ. 13 ~ 16

개방성 Ⅴ. 17 ~ 20

종

속

변

수

OCB

OCBI Ⅱ. 1 ~ 5

10 Farris & Karmarm(1992)

OCBO Ⅱ. 6 ~ 10

정서적 조직몰입 Ⅲ. 1 ~ 6

9

Meyer & Allen(1991)

이직의도 Ⅳ. 1 ~ 3
Brashear, Manolis, &

Brooks(2005)

인구통계학적 특성 5

2) 표본설계

본 연구는 조직 내 네트워크 활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지역에 소재하고 있

는 동 시간대에 동일 공간 안에서 10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기업 및 공기업의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업종은 관광, 서비스, 유통, 제조, 판매, 정보통

신, 금융, 병원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구성하였다.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조사대상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자에게 연구목적과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설문지 표지

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본 연구의 주제와 조사의 목적, 그리고 응답방법을 공지하

였다.

조사 기간은 2019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30일이 소요되었다. 총 410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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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분석내용 분석기법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분석

배부하였고, 그 중 불성실하거나 편향적 분포를 보인 응답을 제외한 10부를 제외

하여 총 40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통계분석을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21.0이다. SPSS 21.0 통

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각의 변수들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

석, 측정 항목들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과 조절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사회적 네트워크가 정서적 조직몰입, 이직의도의 미치는 영향과 Big5 성격특

성이 조절변수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다.

<표 Ⅲ-2> 연구의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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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네트워크

온라인

네트워크

측정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성

변수 간 영향 및 가설 검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

조절회귀 분석

오프라인

네트워크

정서적 조직몰입

이직의도

성격특성(Big5)

친화성

성실성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

Ⅳ. 실증 분석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양적 조사방법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조

사대상은 제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동일 공간 안에 동 시간대에 10인 이상이

근무하고 사기업 및 공기업의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관광, 서비스, 유통, 제조, 정

보통신, 금융, 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배포하였다. 2019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고, 회수된 자료들을 빈도 분

석과 평균분석을 통해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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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03 50.8

여성 197 49.2

연령

20대 95 23.8

30대 169 42.2

40대 102 25.5

50대 이상 34 8.5

경력

1년 미만 61 15.2

1~5년 131 32.8

은 <표 Ⅳ-1>과 같다.

성별의 비율은 남성이 203명(50.8%), 여성이 197명(492%)로 비슷한 수준을 보

였다.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169명(4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50

대 이상은 34명(8.5%)이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고, 30대, 40대, 20대, 50

대 이상 순의 분포를 나타났다.

경력별 분포도는 1년 미만이 61명(15.2%)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지만, 나머지

경력 분포들도 1~5년이 131명(32.8%), 6~10년이 103명(25.8%), 10년 이상이 105

명(26.2%) 순으로 크지 않은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다.

직급별 비율은 일반사원이 241명(6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리/주임급

이 64명(16.0%), 차장/부장급이 45명(11.2%), 과장급이 35명(8.8%), 임원급이 15

명(3.8)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비율은 서비스직 비율이 167명(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관광지

가 많은 제주의 특성상 10인 이상 기업의 비율이 서비스직에 많았던 것이 원인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업종으로 99명(24.8%), 일반관리직이 63명(15.8%), 생

산기술직이 34명(8.4%), 영업직이 31명(7.8%), 연구 개발직이 6명(1.4%) 순의 순

서를 보였다.

<표 Ⅳ-1>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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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년 103 25.8

10년 이상 105 26.2

직급

일반사원 241 60.2

대리/주임급 64 16.0

과장급 35 8.8

차장/부장급 45 11.2

임원급 15 3.8

직종

일반관리직 63 15.8

영업직 31 7.8

서비스직 167 41.8

연구개발직 6 1.4

생산기술직 34 8.4

기타 99 24.8

2. 측정도구 타당성 및 신뢰성

신뢰도를 검증하기 전에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

는지, 변수들이 타당하게 동일 요인으로 잘 묶였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행하였다. KMO(Kaiser-Meyer-Olkin)값은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

가 다른 변수에 의하여 잘 설명될 수 있는가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데, 일반적으

로 KMO 값이 0.6보다 적으면 변수들의 선정이 좋지 못한 요인분석의 결과가 나

타난다. 또한 0.9이상의 값이 나오면 좋은 값으로 판단하고, 0.5미만의 값은 변수

들의 선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값으로 판단한다.

요인분석 후에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들을 비교 가능한 독립되어있

는 측정 방법에 의하여 응답자가 일관되게 측정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 39 -

기법이다. 다시 말해 같은 개념에 대하여 같은 측정을 하였을 경우 동일한 측정

값을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신뢰도 분석 결과가 나오면

Cronbach's alpha 계수로 내적 일관성을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값이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이란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서 적합도 여부는 유의확률로 확인이 가능하다. 유의확률이 .000이면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요인분석으로 적합하고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추출 방법은,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초기 추출방법에는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회전 방식으로는 Varimax법을 채택하였다.

아래의 <표 Ⅳ-2>가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온라인 네트워크 활동, 오프라인 네

트워크 활동), 정서적 조직몰입, 이직의도, 성격특성(Big5)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

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행한 결과표이다.

각각의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요인의 요인 적재치

가 0.5이상으로 나타나서 집중 타당성이 있음이 확인 되었다. KMO-Bartlett 검

정 값도 모든 변수들이 0.800 이상의 값이 나와서 보통 이상의 강한 관계이며 요

인분석 모형의 적합성은 유의확률(p=0.000<0.05)이므로 공통요인을 가질 수 있으

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수들의 타당성은 인정 될 수 있다. 신뢰도 분석

을 위한 Cronbach's α의 값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Online이 .850, Offline이 .882,

정서적 조직몰입이 .871, 이직의도가 .904, 성격특성의 친화성은 .794, 성실성이

.872, 외향성은 .904, 정서적 안정성은 .779, 개방성은 .904로 나타났다. 0.70이상이

면 일반적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다.

사회과학분야에서 분산설명력의 누적치가 60% 기준을 초과하면 요인들이 변수

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각각의 변수들의 분산설명력 모두 60%를 초

과하여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 내적 일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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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인 적재치 Cronba

ch's α1 2 3 4 5 6 7 8 9

정서적 조직몰입5 .826 .134 .204 .007 .067 .072 -.133 -.006 -.012

.871

정서적 조직몰입6 .801 .137 .231 .045 .068 .106 -.180 -.045 .030

정서적 조직몰입2 .722 .123 .198 .149 -.017 .114 -.071 -.065 .156

정서적 조직몰입1 .686 .159 .072 .141 .086 .149 -.204 -.037 .130

정서적 조직몰입4 .630 .109 .063 .105 .102 -.129 -.316 -.139 .254

정서적 조직몰입3 .529 .147 -.017 .100 .201 -.130 -.193 -.133 .321

사회적 네트워크6 .115 .835 .073 .061 .126 .077 .001 -.049 .153

.882

사회적 네트워크7 .246 .789 .130 .147 .097 .169 .008 .033 .049

사회적 네트워크9 .210 .762 .267 .182 .074 .088 -.080 .007 .102

사회적 네트워크5 .080 .736 -.012 .118 .135 .273 -.024 -.039 .171

사회적 네트워크8 .086 .657 .192 .227 .156 .209 .048 .055 -.071

Big5 성격특성8 .081 .147 .805 .127 .176 .008 -.048 -.067 .149

.872

Big5 성격특성7 .135 .146 .761 .108 .149 .025 -.129 -.042 .287

Big5 성격특성5 .182 .090 .740 .127 .070 .135 .014 -.089 .064

Big5 성격특성6 .245 .126 .739 .153 .140 .120 -.037 -.056 .178

Big5 성격특성4 .182 .142 .507 .085 .071 .129 -.037 -.155 .500

Big5 성격특성19 .157 .138 .111 .858 .169 .152 .049 .045 .020

.904
Big5 성격특성18 .100 .168 .137 .817 .232 .109 -.011 .084 .133

Big5 성격특성17 .144 .208 .182 .781 .166 .166 .011 .087 .072

Big5 성격특성20 .031 .145 .127 .753 .219 .184 .049 .058 -.007

<표 Ⅳ-2> 타당도 분석 및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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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5 성격특성11 .103 .100 .113 .283 .813 .235 .000 .033 .094

.904
Big5 성격특성10 .064 .233 .102 .130 .780 .114 -.004 .092 .122

Big5 성격특성12 .105 .174 .154 .279 .768 .247 -.013 .005 .058

Big5 성격특성9 .113 .083 .255 .197 .760 .146 .030 -.048 .181

사회적 네트워크2 .136 .153 .005 .144 .128 .804 .035 -.033 .121

.850
사회적 네트워크4 -.030 .073 .121 .143 .207 .800 .031 .007 .019

사회적 네트워크1 .111 .241 .117 .082 .144 .768 .072 .038 .035

사회적 네트워크3 .018 .255 .077 .219 .122 .680 .008 .116 .099

이직의도3 -.195 -.014 -.064 .048 .034 .065 .894 .155 -.092

.904이직의도2 -.249 -.016 -.059 .054 .018 .064 .879 .183 -.094

이직의도1 -.356 .020 -.045 .007 -.026 .004 .790 .083 -.028

Big5 성격특성16 -.111 -.011 -.074 .042 -.134 -.033 .100 .794 .101

.779
Big5 성격특성15 -.099 -.056 -.134 -.002 -.136 .110 .138 .789 -.017

Big5 성격특성14 .052 .031 -.009 .063 .189 -.022 .158 .721 -.291

Big5 성격특성13 -.094 .048 -.051 .152 .242 .051 .029 .701 -.160

Big5 성격특성2 .137 .158 .192 .051 .081 .106 -.112 -.076 .771

.794Big5 성격특성3 .277 .089 .188 -.008 .216 .105 -.066 -.109 .700

Big5 성격특성1 .098 .070 .410 .131 .115 .061 -.036 -.056 .672

설명된 총 분산(누적분산) 71.980

Kaiser-Meyer-Olkin 검증값 .896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근사 카이제곱(χ2) 9776.271

유의확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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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먼저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

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나온 값들은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가설 검증

분석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표와 기술

통계량은 <표 Ⅳ-3>과 <표 Ⅳ-4>이다.

기술통계량을 우선 살펴보면 성격특성(Big5) 중 친화성에 대한 응답 값의 평균

이 3.7900과 성실성의 대한 응답 값의 평균이 3.7838로 가장 높게 나왔다. 배려와

이타적인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친화성의 응답자와 근면, 책임이라는 단어로 표

현될 수 있는 성실성의 응답자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이 당연한 결과로 보

여 진다. 또한 2.7163으로 걱정, 변덕, 감정기복 등이 있는 성격특성의 정서적 안

정성에 대한 응답 값이 제일 낮게 나왔고, 이직 의도에 대한 표준편차가 1.03553

으로 가장 높아 이직의도에 대한 응답자들 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관계 계수를 확인하여, 두 변인간의 상관도를 확인 할 수가 있는데, 상관관

계 계수의 최대의 값은 1이고, 최소의 값은 -1이다. 부적 상관관계가 강할수록

-1에 가까워지고, 정적 상관관계가 강할수록 1에 가까워지며, 절대 값이 0에 가

까워질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진다. 상관관계 계수가 1이라는 것은 그 두 변인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관관계 계수의 값이 ±9 이상으로 나오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로 나오는데, 오히려 상관관계 계수가가 너무 높아 다중공선선

(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하여 연구를 수정해야한다. 상관관계 계수가 ±0.7

이상 ±0.9미만일 경우는 높은 상관관계, ±0.4이상 ±0.7미만이면 다소 높은 상관관

계로 적정 수준의 상관관계 수준으로 보여 진다. ±0.2미만의 상관관계 계수는 상

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류병곤, 2011)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부분의 상관계수가 ±0.2이상 ±0.7미만으로 변

수들 사이에 적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절변인인 성격특

성(Big5) 중에 친화성과 성실성성은 모든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

고, 외향성과 성실성은 상관관계 계수가 .610(p<.01>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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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빈도 (N) 평균 (M)
표준편차

(S.D)

사회적

네트워크

온라인

네트워크

400

2.9325 .86881

오프라인

네트워크
3.3515 .72861

정서적 조직몰입 3.4838 .68638

이직의도 2.3783 1.03553

성격특성(Big5)

친화성 3.7900 .58967

성실성 3.7838 .62059

외향성 3.4950 .75321

정서적 안정성 2.7163 .69060

개방성 3.3288 .82055

수 값을 나타나는 걸로 분석 되었다.

독립변인인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의 하위변인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과 오프라

인 네트워크 활동과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온라인 네트워크와

친화성 .281(p<.01),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친화성이 .371(p<.01), 성실성은 온라인

이 .285(p<.01), 오프라인이 .394(p<.01), 외향성은 온라인이 .463(p<.01), 오프라인

이 .429(p<.01), 개방성은 온라인이 .430(p<.01), 오프라인이 .452(p<.01)로 오프라

인이 .576(p<.01), 오프라인이 .436(p<.01), 정서적 몰입과 온라인이 .202(p<.01),

오프라인이 .405(p<.01)으로 상관관계 계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온 정서적 안

정성과 이직의도를 제외하고, 외향성만이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상관관계 계수

가 높게 나오고 전부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상관관계가 더 높게 측정되었다.

<표 Ⅳ-3>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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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회적

네트워크
성격특성 정서적

조직

몰입

(10)

이직

의도

(11)
ON

(1)

OFF

(2)

친화

성

(3)

성실

성

(4)

외향

성

(5)

안정

성

(6)

개방

성

(7)

1 1

2 .467** 1

3 .281** .371** 1

4 .285** .394** .610** 1

5 .463** .429** .393** .418** 1

6 .079 -.002 -.256** -.169** .057 1

7 .430** .452** .285** .383** .546** .143** 1

8 .202** .405** .479** .442** .306** -.207** .297** 1

9 .075 -.065 -.241** -.173** -.022 .319** .031 -.505** 1

<표 Ⅳ-4>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p<.001 **p<.01 *p<.05

제 2절 가설검증

가설1,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을 두 가지

하위요인(온라인 네트워크 활동,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가설1

은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과 정서적 조직몰입, 가설2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이직의

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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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가설 1은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온라인,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정서적 조

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함과 동시에 대상유사성 모형에 의거

하여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에 비해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정서적 조직몰입

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설 1의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Ⅳ-5>에 제시되었다.

먼저 가설 1의 분석결과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은 정서적 조직몰입에 정(+)의 영

향을 미치지 않는(β=.016, t=.307)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은

정서적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β=.398, t=7.662)것으로 확인되었

다. 가설 1은 부분채택 되었다.

<표 Ⅳ-5>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온라인, 오프라인)이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공차한계

정서적

조직몰입

온라인

네트워크
.041 .016 .307 .759 .782

오프라인

네트워크
.049 .398 7.662*** .000 .782

R=.405, R²=.164, 수정된 R²=.160, F=39.007, p=.000, Durbin-Watson=1.767

***p<.001 **p<.01 *p<.05

2)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설 2는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온라인,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함과 동시에 대상유사성모형에 의거하여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에 비해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이직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

석결과는 <표 Ⅳ-6>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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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의 분석결과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β=.134, t=.307)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β=-.127,

t=7.662)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타났다.

<표 Ⅳ-6>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온라인, 오프라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공차한계

이직의도

온라인

네트워크
.067 .134 .307 .017 .782

오프라인

네트워크
.080 -.127 7.662* .027 .782

R=.135, R²=.018, 수정된 R²=.013, F=3.701, p=.026, Durbin-Watson=1.671

***p<.001 **p<.01 *p<.05

3)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정서적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Big5 성격특성의 조절효과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이 제안한 조절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회귀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독립변수와 조절변

수의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

할 때. 독립변수×종속변수(상호작용항)을 추가할 경우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조절회귀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는 상호작용변수를 만든 후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여 회귀

분석을 3단계로 진행한다. 단계적 회귀분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step1: Y = X1

step2: Y = X1 +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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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Y = X1 + X2 + (X1 × X2)

Y = 종속변수 (OCB, 정서적 조직몰입, 이직의도)

X1 = 독립변수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

X2 = 조절변수 (성격특성Big5)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절차를 바탕으로 1단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을 온라

인 네트워크 활동과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으로 각각 독립변수로 적용하고, 정

서적 조직몰입, 이직의도를 종속변수 적용하고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

회귀식 적용한 독립변수와 더불어 조절변수인 성격특성(Big)의 하위요인 친화성,

성실성,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을 각각 회귀식에 투입하여 분석을 하였

고, 3단계에서는 2단계 회귀식에 추가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의 상호적용항을

추가하여 각각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보편적으로 조절효과의 유의성 여부는 2단계의 R²값과 3단계의 R²값이 변화량을

살펴보고 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다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3은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온라인,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과 정서적 조

직몰입간의 Big5 성격특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는 <표

Ⅳ-7>과 <표 Ⅳ-8>로 제시되었다. 우선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과 정서적 조직몰

입 사이에 정서적 안정성이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안정성의 조절효과는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 있어서,

이는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정서적 조직몰

입에 미치는 영향력의 기울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과 정서적 조직몰입간의 Big5 성격특성의 조절효과는 <표 Ⅳ-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채택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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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

모형
독립변수 β Beta t R² ⊿R² ⊿F

1 온라인 네트워크(A) .159 .202 4.107*** .041 .041 16.868***

2
온라인 네트워크(A) .057 .073 1.591

.235 .194 100.692***
친화성(B) .534 .459 10.035***

3

온라인 네트워크(A) .058 .073 1.568

.235 .000 .000친화성(B) .534 .459 9.961***

A×B .000 .000 -.008

1 온라인 네트워크(A) .159 .202 4.107*** .041 .041 16.868***

2
온라인 네트워크(A) .065 .082 1.758

.202 .161 80.058***
성실성(B) .463 .419 8.948***

3

온라인 네트워크(A) .066 .084 1.763

.202 .000 .036성실성(B) .464 .420 8.912***

A×B -.011 -.009 -.190

1 온라인 네트워크(A) .159 .202 4.107*** .041 .041 16.868***

2
온라인 네트워크(A) .060 .077 1.423

.098 .057 25.308***
외향성(B) .246 .270 5.031***

3

온라인 네트워크(A) .056 .071 1.318

.100 .002 .693외향성(B) .249 .273 5.068***

A×B .035 .040 .833

1 온라인 네트워크(A) .159 .202 4.107*** .041 .041 16.868***

2
온라인 네트워크(A) .173 .219 4.568***

.091 .050 21.849***
정서적 안정성(B) -.223 -.224 -4.674***

3

온라인 네트워크(A) .165 .208 4.336***

.101 .011 4.733*정서적 안정성(B) -.208 -.209 -4.321***

A×B -.105 -.105 -2.176*

1 온라인 네트워크(A) .159 .202 4.107*** .041 .041 16.868***

2
온라인 네트워크(A) .071 .090 1.710

.095 .054 23.855***
개방성(B) .216 .258 4.884***

3

온라인 네트워크(A) .064 .081 1.517

.099 .004 1.669개방성(B) .221 .264 4.983***

A×B .053 .062 1.292

<표 Ⅳ-7> 온라인 네트워크와 정서적 조직몰입 간의 Big5 성격특성의 조절효과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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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

모형
독립변수 β Beta t R² ⊿R² ⊿F

1 오프라인 네트워크(A) .382 .405 8.837*** .164 .164 78.098***

2
오프라인 네트워크(A) .248 .263 5.778***

.290 .126 70.176***
친화성(B) .444 .382 8.377***

3

오프라인 네트워크(A) .248 .263 5.768***

.290 .001 .383친화성(B) .442 .380 8.307***

A×B .038 .026 .619

1 오프라인 네트워크(A) .382 .405 8.837*** .164 .164 78.098***

2
오프라인 네트워크(A) .257 .273 5.813***

.259 .095 50.601***
성실성(B) .370 .334 7.113***

3

오프라인 네트워크(A) .256 .272 5.774***

.259 .001 .318성실성(B) .370 .335 7.112***

A×B .035 .024 .564

1 오프라인 네트워크(A) .382 .405 8.837*** .164 .164 78.098***

2
오프라인 네트워크(A) .316 .336 6.690***

.185 .021 10.408**
외향성(B) .147 .162 3.226**

3

오프라인 네트워크(A) .318 .338 6.681***

.186 .000 .139외향성(B) .149 .163 3.242**

A×B -.020 -.017 -.373

1 오프라인 네트워크(A) .382 .405 8.837*** .164 .164 78.098***

2
오프라인 네트워크(A) .381 .405 9.052***

.207 .043 21.324***
정서적 안정성(B) -.205 -.206 -4.618***

3

오프라인 네트워크(A) .385 .409 9.088***

.208 .001 .726정서적 안정성(B) -.214 -.216 -4.688***

A×B .047 .039 .852

1 오프라인 네트워크(A) .382 .405 8.837*** .164 .164 78.098***

2
오프라인 네트워크(A) .320 .340 6.678***

.180 .016 7.939**
개방성(B) .120 .144 2.818**

3

오프라인 네트워크(A) .317 .336 6.597***

.183 .003 1.410개방성(B) .119 .142 2.789**

A×B .050 .054 1.187

<표 Ⅳ-8>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정서적 조직몰입 간의 Big5 성격특성의 조절효과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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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는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온라인,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과 이직의도

간에 Big5 성격특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표는 <표 Ⅳ

-9>와 <표 Ⅳ-10>에 제시되었다.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과 이직의도 사이에 친

화성,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안정성의 조절효과는 양(+)의 방향, 나머지 친화성,

외향성, 개방성의 조절효과는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안정성은

낮은 사람일수록, 친화성, 외향성, 개방성은 높은 사람일수록 온라인 네트워크 활

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기울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프라인 네

트워크 활동과 이직의도간의 Big5 성격특성의 조절효과는 <표 Ⅳ-10>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부분채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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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

모형
독립변수 β Beta t R² ⊿R² ⊿F

1 온라인 네트워크(A) .089 .075 1.498 .006 .006 2.244

2
온라인 네트워크(A) .185 .155 3.088**

.080 .075 32.262***
친화성(B) -.500 -.285 -5.680***

3

온라인 네트워크(A) .211 .177 3.501**

.096 .016 6.805**친화성(B) -.475 -.270 -5.395***

A×B -.220 -.128 -2.609**

1 온라인 네트워크(A) .089 .075 1.498 .006 .006 2.244

2
온라인 네트워크(A) .161 .135 2.643**

.047 .041 17.062***
성실성(B) -.352 -.211 -4.131***

3

온라인 네트워크(A) .177 .148 2.862**

.052 .005 2.297성실성(B) -.340 -.204 -3.968***

A×B -.140 -.076 -1.516

1 온라인 네트워크(A) .089 .075 1.498 .006 .006 2.244

2
온라인 네트워크(A) .129 .109 1.926

.010 .004 1.664
외향성(B) -.100 -.073 -1.290

3

온라인 네트워크(A) .148 .124 2.202*

.024 .014 5.867*외향성(B) -.111 -.080 -1.435

A×B -.162 -.121 -2.422*

1 온라인 네트워크(A) .089 .075 1.498 .006 .006 2.244

2
온라인 네트워크(A) .060 .050 1.051

.104 .099 43.722***
정서적 안정성(B) .472 .315 6.612***

3

온라인 네트워크(A) .072 .060 1.265

.114 .009 4.223*정서적 안정성(B) .450 .300 6.260***

A×B .149 .099 2.055*

1 온라인 네트워크(A) .089 .075 1.498 .006 .006 2.244

2
온라인 네트워크(A) .090 .075 1.360

.006 .000 .001
개방성(B) -.002 -.001 -.023

3

온라인 네트워크(A) .111 .093 1.671

.019 .013 5.305*개방성(B) -.016 -.012 -.225

A×B -.149 -.116 -2.303*

<표 Ⅳ-9> 온라인 네트워크와 이직의도 간의 Big5 성격특성의 조절효과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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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

모형
독립변수 β Beta t R² ⊿R² ⊿F

1 오프라인 네트워크(A) -.092 -.065 -1.292 .004 .004 1.670

2
오프라인 네트워크(A) .041 .029 .553

.059 .055 23.119***
친화성(B) -.443 -.252 -4.808***

3

오프라인 네트워크(A) .041 .029 .554

.059 .000 .029친화성(B) -.442 -.252 -4.779***

A×B -.018 -.008 -.171

1 오프라인 네트워크(A) -.092 -.065 -1.292 .004 .004 1.670

2
오프라인 네트워크(A) .006 .004 .074

.030 .026 10.495**
성실성(B) -.291 -.174 -3.240**

3

오프라인 네트워크(A) .006 .004 .079

.030 .000 .014성실성(B) -.291 -.174 -3.237**

A×B -.013 -.006 -.119

1 오프라인 네트워크(A) -.092 -.065 -1.292 .004 .004 1.670

2
오프라인 네트워크(A) -.096 -.067 -1.216

.004 .000 .014
외향성(B) .009 .006 .117

3

오프라인 네트워크(A) -.083 -.058 -1.042

.009 .005 2.081외향성(B) .017 .012 .225

A×B -.127 -.073 -1.443

1 오프라인 네트워크(A) -.092 -.065 -1.292 .004 .004 1.670

2
오프라인 네트워크(A) -.091 -.064 -1.350

.106 .102 45.151***
정서적 안정성(B) .478 .319 6.719***

3

오프라인 네트워크(A) -.084 -.059 -1.244

.108 .002 .811정서적 안정성(B) .463 .309 6.325***

A×B .080 .044 .900

1 오프라인 네트워크(A) -.092 -.065 -1.292 .004 .004 1.670

2
오프라인 네트워크(A) -.141 -.099 -1.767

.009 .005 1.838
개방성(B) .096 .076 1.356

3

오프라인 네트워크(A) -.135 -.095 -1.691

.013 .004 1.497개방성(B) .098 .078 1.386

A×B -.086 -.061 -1.224

<표 Ⅳ-10>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이직의도 간의 Big5 성격특성의 조절효과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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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네트워크 활동을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으로, 조직 외

네트워크 활동은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으로 구분지어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대상유사성이론에 따라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결과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 생각되어 Big5 성격특성을 조절변인으

로 선정하여 개인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결과변인에 미치는 차

이에 대해서 확인해보았다.

가설1과 가설2는 온라인, 오프라인 네트워크가 각각의 결과변수(정서적 조직몰

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가설이고, 가설3과 가

설4가 조절변인인 Big5 성격특성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서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이다.

가설1은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정서적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오

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은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2에서 또한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

동만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Big5 성격특성을 독립변수(온라인 네트워크 활동,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와

종속변수(정서적 조직몰입, 이직의도)간의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던 가설

3, 가설4에서는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과 종속변수 사이 간에서 유의한 조절효

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하지만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과 종속변수 사이

간에서 Big5 성격특성은 모든 성격특성은 아니지만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이 정

서적 조직몰입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직의도에서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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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을 제외한 모든 성격특성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정리한 표는 <표 Ⅴ-1>과 같다.

<표 Ⅴ-1 연구결과 요약>

구분 가설의 주요변수 관계 지지/기각

가설1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온라인, 오프라인) → 정서적 조직몰입 부분 채택

가설2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온라인, 오프라인) → 이직의도 부분채택

가설3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온라인, 오프라인)+Big5 성격특성 →

정서적 조직몰입
부분채택

가설4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온라인, 오프라인)+Big5 성격특성 →

이직의도
부분채택

2. 시사점

기존의 선행연구 대부분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오프라인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

춰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발맞추어 사회적 네트워크를 오프라인 네트

워크와 온라인 네트워크로 나누어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성격특성(Big5)을 조절변인으로 두어 결과변수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지도 확보해보았다. 그 결과 성격특성이 조절변인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경우에는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보다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왔지만 활동자의 조직 외 네트워크 활동인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에서는 개인의 특성인 성격유형이 조절변수로 들어간 경우 결과변인인 조직

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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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내에서 조직구성원들이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어야 한다. 조직 내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정서적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확인되어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오문청, 2018; 방세린, 2017; Zhang·Venkatesh,

2013).

기업은 대부분에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보내는 직장 동료들과의 사회적 네트워

크 안에서 조직구성원들이 교류하면서 직접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실무 담당자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실용적인 정보 지식은 정확성과 신

뢰성이 높아지고, 업무 효율이 증대할 것이다. 조직구성원들과의 교류는 조직과

구성원들과의 유대감을 증가 시키고, 이직의도를 낮추어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

다(방세린·안지영, 2017). 이는 이직이 발생 할 경우 남은 구성원들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효과나 기업의 비용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밖에도 멘토링 이나

사내 동호회 등과 같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직 내에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하여 직무지식 뿐만 아니라 조직 몰입도를 증가시키는 것도 실제로 직무를 수행

하는데 있어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관리자로서 조직구성원들

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시키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의 관리자는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

회 변화의 흐름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가져다주는 정보는 상상하

기 어려울 정도이다. 사회인들은 이미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상현실과 현실세계

를 넘나들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소통을 하고 있고, 가상공간 안에서는

오롯이 활동자의 성격이 들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네트워크 안에서의 모

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온라인 네트워크 활

동의 영향력이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의 영향력보다 낮은 결과로 나왔기 때문

에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종업원들의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낮은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프라

인 네트워크에서 느껴지는 고립감을 극복하고 심리적 안녕을 만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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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네트워크는 그 확산속도는 엄청 빠르고 수많은 정보 지식들이 넘쳐난다.

이러한 온라인 네트워크는 개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는 잠재적

영향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즈니스를 비롯한 수많은 영역에

서 중요한 소통방식으로 발전될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업 관리자는 조직의 발전

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을 결합시켜 균형적으로 발전시

켜야 할 것이다. 신뢰와 정확성을 바탕으로 구축된 오프라인 네트워크이지만, 공

간과 시간, 비용 상의 이유로 유연성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엄청난 확산

속도를 갖고 있고, 다양한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이지만,

신뢰성과 정확성이 낮아 허위정보가 많다. 이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네트워크

간의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하여 조직구성원들 간의 온라인상에서 얻은 지식을

교환하게 되는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특성의 차이(예, 성격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에서의 제약부분도 온·오프라인을 결합 하여 조금은 완화

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합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비용과 시간의 문

제를 해결하는 것과 기업내부의 조직문화의 특성 또한 고려해야할 연구 과제라

고 본다.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을 온라인(조직 외 네트워크 활동), 오프라인(조직

내 네트워크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에는 이외에도 수많은

유형이 존재한다. 이 후에는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을 동일한 조직 내 네트워크

활동으로 기준으로 하여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블라인드, 오픈채팅 등

직장인들의 커뮤니티를 추가로 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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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을 조직 외부 활동으로 볼 것이 아닌 조직 내부 문제로

인식하여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표본을 제주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획득되

었다. 조사대상자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연구결과가 일반화를 통해 전반적으로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범위를 제주 외의 지역으로 확대하여

조사 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측정문항으로 인한 변수의 선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네트워

크 활동에 측정문항은 기존 연구들을 통하여 검증을 받은 문항이었지만 사회적

네트워크 보다는 조직 구성원 간의 지식공유 성격이 강하여 기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증명하고자 했던 사회적 네트워크(John·Bradley, 2015)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네트워크 활동이 아닌 조직 내 네트워크

망을 파악하고 변수로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 확인해보고자 했던 조직종사원들의

정서적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적절히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

으로 본다. 또한 조직 내 사회구조 안에서 개인의 성격특성이 미치는 영향 또한

다음 연구에 다루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의 연결 구

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설문지를 작성해야만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측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선정한 변수가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었다. 또한 자기보고식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통해 얻은 연구 결

과이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조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응

답자의 태도의 의해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면접과 같은 추가적인 조사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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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온라인 친구들과 공유하기를 즐긴다. 1 2 3 4 5

2. 나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구축 된 온라인 상 의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즐긴다. 
1 2 3 4 5

3. 나는 나의 업무를 위해 SNS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받고 지식을 배우기를 즐긴다.
1 2 3 4 5

4.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SNS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해 친구를 사귀거나 소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를 즐긴다.

1 2 3 4 5

5. 나는 우리 회사의 다른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면서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고 학습하기를 즐긴다.
1 2 3 4 5

6. 나는 우리 회사의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학

습하기를 즐긴다.
1 2 3 4 5

7. 나는 우리 회사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연락하면서 새

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기를 즐긴다.
1 2 3 4 5

8. 나는 나만의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외부의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기를 즐긴다.
1 2 3 4 5

9. 나는 우리 회사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직무의 요구

에 대해 이해하기를 즐긴다.
1 2 3 4 5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우리 회사에서 앞으로의 직장생활이 더욱 행복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는 우리 회사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우리 회사의 한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1 2 3 4 5

Ⅰ. 다음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실제정황과 실

제생각에 근거하여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Ⅱ. 다음은 조직몰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실제정황과 실제생각에 근거하여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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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는 우리 회사에 대한 애착심을 느끼지 못한다. 1 2 3 4 5

5. 나는 우리 회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매우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이직할 생각이 있다. 1 2 3 4 5

2. 나는 올해 또는 내년 직장을 옮길 것 같다. 1 2 3 4 5

3. 나는 지금 일을 하면서 다른 직장도 알아보고 있다. 1 2 3 4 5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 한다. 1 2 3 4 5

2. 나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 보다는 협력하는 편이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 1 2 3 4 5

4. 나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려 노력한다. 1 2 3 4 5

5. 나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 1 2 3 4 5

6. 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1 2 3 4 5

7. 나는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한다. 1 2 3 4 5

8. 나는 책임감이 강한 편이다. 1 2 3 4 5

9. 나는 생기 있고 활기 넘치는 편이다. 1 2 3 4 5

10.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11. 나는 활동적인 사람이다. 1 2 3 4 5

12. 나는 사교적인 편이다. 1 2 3 4 5

13. 나는 후회하기는 하지만, 당장의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 1 2 3 4 5

Ⅲ. 다음은 이직의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실제정황과 실제생각에 근거하여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Ⅳ. 다음은 귀하의 평소 성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실제정황과 실제생각에 근거하여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81 -

는 편이다.

14. 나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못마땅해서 화

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1 2 3 4 5

15. 나는 급하면 남에게 의존하려 하거나 쉽게 낙담한다. 1 2 3 4 5

16. 나는 긴장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1 2 3 4 5

17. 나는 이색적이고 다양한 것을 좋아해서 새로운 것을 시

도하는 편이다.
1 2 3 4 5

18. 나는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1 2 3 4 5

19. 나는 모험을 좋아한다. 1 2 3 4 5

20. 나는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다. 1 2 3 4 5

항 목 구 분

1.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2. 연 령
① 20대            

③ 40대            

② 30대

④ 50대 이상

3. 경력
① 1년 미만

③ 6~10년

② 1~5년

④ 10년 이상

4. 직급

① 일반사원

③ 과장급

⑤ 임원급

② 대리/주임급

④ 차장/부장급

5. 직종

① 일반관리직

③ 서비스직

⑤ 생산기술직

② 영업직

④ 연구 개발직

⑥ 기타

▶ 다음은 연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개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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