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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文 
소속감과 정서  고갈 그리고 지각된 정의가 이직의도와 조직에 한 

부정  구 에 미치는 향

- 업 후 복귀한 A항공사 운항승무원을 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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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Airline Pilot's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Emotional Exhaustion and Perceived Justice on 

Tunrover Intention and Negative Word-of-Mouth

Y.S. KIM*, K.W KIM**, S.B. PARK***, B.C. OH****, M.A Hossan*****

ABSTRACT

Recently industries have start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word-of-mouth marketing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especially for airline industries who suffer from pilot 

shortage. Pilots are very important component of airline company and require a lot of 

money and time to assession, training and maintaining certified license validity. This study 

is to test the effect of airline pilot's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emotional exhaustion and 

perceived justice on turnover intention and negative word-of-mouth on airline union pilots 

returned from the  strike.  This study used both literary method and empirical method. 

The researcher did literary study based on the previous study, designed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did questionnaire survey to the Union member pilot from year 2005 strike 

for the subject of study to verify hypothesis and analysed empirically the finding using 

SPSS12.0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and negative 

word-of-mouth, (2) emotional exhaus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and 

negative word-of-mouth, (3) perceived justice has a nega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and negative word-of-mouth,

keywords :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emotional exhaustion, perceived justice, turnover 

intention, negative word-of-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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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항공사에 있어서 운항승무원은 경 의 핵심 

구성요소인 동시에 입직(assession)과 훈련등 많

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감으로 인해 매우 요한 

자산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한민국 국 의 조

종사들의 더 나은 근무조건과 기회를 찾아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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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 늘어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국과 

동 등의 항공사들의 성장으로 인한  세계 조

종사 인력시장에서 많은 인력들을 흡수해 가면서 

국내 항공사는 숙련된 조종사의 해외 조달도 쉽

지 않은 형편이 되었다. 

부분의 운항승무원은 높은 성취욕구, 새로운 

것에 한 탐구욕, 그리고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이는 비행을 통해 조종사 개인의 자기만

족으로 치되고 있다. 그러나 막 한 임무, 정비

결함이 있는 항공기, 악 기상 그리고 과도한 스

로 인한 피곤이 겹칠 때 조종사는  경계상

태(Hyperalertness)를 경험하게 된다.1)

조직 구성원들이 이 게 강하고 지속 인 스트

스원(stressor)에 노출됨으로 인해 감정  부조화

를 수용할 감정의 용량이 소진(burnout)되어 감에 

따라 차 정서  고갈(emotional exhaustion)을 경

험하게 되고 더불어 조직 내 공정성마 도 인식

(perceived organizational justice)하지 못하게 된다

면, 이를 극복하기 한 자기방어기제의 사용으로 

스스로를 조직으로부터 고립시키며 조직이 요구하

는 업무성능(job performance)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아를 발견하게 되어 소속감(organizational 

identification)이 낮아지게 되며 이에 한 해소․

해결책이 소속된 조직에 한 부정  구 (negative 

word-of-mouth)나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일반 으로 부정  구 이나 개인의 이직으로 

인한 경제  비용은 추정하기 어려우나 미국의 

경우 매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

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로 인한 기업 이미지 

제고와 개선, 새로운 종업원의 교육비용 등을 고

려할 때 기업의 이러한 스트 스원을 제거하기 

한 노력이 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에 띄게 많이 해외로 

이직한 국  조종사들이 공통 으로 겪었던 2005

년도 여름, 항공기 운항승무원의 업이후 복귀

한 국내 한 항공사 노조 조합원을 상으로 조직

원의 소속감, 정서  고갈 그리고 지각된 정의가 

이직과 부정  구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1) 물론 의 조직사회를 ‘스트 스 사회’라고 하듯

이 경 (輕重)은 달라도 모든 조직 구성원들은 부

분 직무 스트 스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한국직무

스트 스학회가 국 254개 사업체 직장인 약 

7,000명을 조사한 결과 73%는 잠재 인 직무 스트

스에 노출되어 있고 22%는 심한 스트 스를 받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40%), EU(28%)보

다 높은 세계 최고 수 이었다. 

실증 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공사의 

요 자산인 조종사들의 이직과 기업 이미지에 부

정  결과를 래하는 구 을 감소시키기 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조직원의 소속감과 조직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이직의도를 완화하고 부정  구 의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궁극

으로 같은 상황에 처한 항공사의 인력 운 ․ 리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론

에 이어 제2장은 본 연구의 이론  배경을 제시

하 다. 제3장은 실증조사를 한 연구 설계부문

으로서 연구모형의 설계와 연구가설의 도출과 

련하여 기술하 다. 제4장은 실증분석에 한 부

분으로서 실증조사  조사표본의 설계,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도구의 선정, 설문지 구성, 

분석방법  차, 실증분석 그리고 실증분석의 

요약을 제시하 다. 제5장은 결론부분으로서 연

구의 요약  시사 과 나아가 본 연구의 한계  

 후속연구를 한 제언 등을 제시하 다. 

Ⅱ. 이론  배경

2.1 소속감(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Maslow(1954)는 인간의 욕구와 그것이 인간 행

동에 향을 미치는 욕구 계설에서 생리 (신체

)욕구 다음으로 사회  욕구를 꼽았는데 소속욕

구는 이 사회  욕구에 포함된다. 그는 소속욕구

를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수용되고자 하는 욕구

이며 타인에 의해 자신이 인식되고자 하는 욕구라

고 하 고, 이러한 소속감이 충족되면 단순히 집

단성원의 일원이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동료

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자존심의 욕구가 생기고 마지막에는 자기실

의 욕구가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 다. 

Schultz(1976)는 인간은 한 집단에 가입함으로

써 만족될 수 있는 세 가지 기본  욕구  하나

가 소속욕구라 주장했다.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의 소속욕구에 한 다

양한 연구를 개 해 볼 때 인간에게 있어 소속욕

구는 가장 기본 이고 실한 욕구의 하나이다.

구성원은 자신이 소속한 조직이 발 되기를 

바라며, 명성 있는 조직에서 근무함으로써 자신

의 열등한 부분에 해 보상(compensation) 받기

를 원한다. 이러한 심리  기제는 구성원으로 하

여  조직에 한 애착심을 갖게 하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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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어느 정도 희생해 가면서라도 조직목표 

달성에 헌신하려고 노력한다.

신뢰 계가 깊은 동료 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에서는 소속감은 증가한다고 본 Ellenson(1973)

은 개인의 생활방식, 취미, 호기심 등이 소속감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는 조종사 상호간에 

친 감의 유지는 소속감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종해(1978)는 Lott의 말을 인용하여 소속감의 

특성을 응집성으로 보고 응집성이 강한 집단의 구

성원들은 그러한 집단에 소속한다는 사실로부터 상

당한 만족감을 얻고 있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 다. 

Mael․Ashforth(1992)는 소속감을 개인이 각자 

스스로를 속했다고 정의하는 조직의  구성원  

하나임에 한 지각 혹은 그러한 조직에 소속된 

것에 한 지각이라 하 다. 

 

2.2 정서  고갈(Emotional Exhaustion) 

정서  고갈(Emotional Exhaustion)은 소진

(Burnout)의 하  차원이므로 정서  고갈을 논

하기 이 에 소진에 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소진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으며 이들을 바탕으로 소진의 정의를 종합해보

면, 사람들과의 이 잦은 조직 구성원들이 조

직 생활, 직장 생활 에 쌓인 만성 인 스트

스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 , 정서 , 정신 인 고

갈 상태로 개인  조직에 부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소진은 인 계를 주로 하는 조직 구성원들이 

겪는 것으로 Maslach․Jackson(1981)은 정서  고갈, 

비인간화, 그리고 자아성취감 결여를 소진의 3요소

로 설정하 으며 정서  고갈을 소진의 가장 핵심

인 개념으로 보았다. Singhㆍ Goolsbyㆍ

Rhoads(1994)는 여기서 특히, 정서  고갈이 과도한 

심리  수요(emotional)에 의한 감정의 소진과 기력

의 고갈(exhausted)된 상태를 반 한다고 하 다. 

소진(burnout)은 지속 인 스트 스가 심화된 

것으로 스트 스와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스트

스의 연상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서  고갈은 과도한 스트 스원에 기인한 개인

의 정서  자원들(resources)이 고갈되었다고 느끼는 

에 지 결핍이며, 스트 스원에 한 긴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정의  특히, 

‘정서  고갈은 과도한 심리  수요(emotional)에 

의한 감정의 소진과 기력의 고갈(exhausted)된 

상태를 반 한다’고 한 Singh, Goolsby, and 

Rhoads(1994)를 따르고자 한다. 

2.3 지각된 정의(Perceived Justice)

보상을 받는 종업원의 입장에서 볼 때 지각된 

정의의 상태란 보상을 받는 종업원 자신이 공정

하고 공평하다는 것을 지각해야만 한다. 만약 그

지 못한 경우에는 조직유효성의 차원에서 보상

체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 종업원들은 보상이 

자신이 기 한 만큼 충족되거나 과하면 공정하

다고 단하고 그 반 이면 불공정하다고 단한

다. 지각(Perception)이란 인간이 감각기 을 통

하여 외계의 사물을 인지하는 반응으로 자기 자

신의 생존을 해서 주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

극을 수용하고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나타나는 

총체 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강정 , 1995). 

반 로 종업원의 정의에 한 지각의 상태는 

사용자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상이

라는 것이 연구결과 밝 졌으며 이는 종업원의 

조직정의에 한 지각이 종업원의 업무역량(job 

performance)에 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Maxham․Netemeyer(2003)는 연구에서 구성원의 

과역량 행동(extra-role behavior)에 향을 주

는 세 가지 조직 정의의 개념 분배  정의, 차

 정의, 상호작용  정의를 분석하 으며 이들 

조직 정의 모두 구성원의 과역량 행동에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 다. 

2.4 이직 의도(Turnover Intension)

기업이 확보된 종업원을 유지하고 유능한 종

업원의 이직을 최소화하며 계속 근속토록 하는 

합리 인 이직 리의 노력은 단히 요하다. 

더욱이 조종사와 같이 체자원의 교육과 입직

(accession)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직(seperation)이란 일반 으로 사용자와 종

업원간의 고용 계가 단 되어 종업원이 소속한 

조직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의 이직은 조직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개인이 자의로 조직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기하고 조직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의의 이직은 인력이 조직내부에서 조직외부로

의 이동, 즉 이탈과 함께 조직외부에서 내부로의 

이동, 즉 입직(accession)을 모두 포 하는 개념

으로 당해 조직으로서는 인력의 유출이고 동시에 

새로운 인력의 유입을 가능하게 해주는, 즉 인력

흐름에 있어서 통풍구의 역할을 해 다.

이 듯이 이직은 하나의 조직범 내의 구성원이 

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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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는 지 까지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PriceㆍMueller(1986)는 이직은 조직에 머물고 떠

나는 정도로 정의하 는데 이직을 개인이 조직에 머

무느냐 아니면 조직을 떠나느냐의 개인  이동행

를 심으로 하는 동태 인 개념으로 악하고 있다. 

그리고 Mobley(1977)는 이직은 조직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개인이 자의로 구성원으로서

의 역할을 종결짓는 것이라고 정의하 는데 이는 

조직으로부터의 종결이나 이탈에 있는 것이지 조

직내부의 이동이 아니며 구성원의 조건으로서 조

직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자인 종업원이라

는 을 강조하 다. 

Suh, et al. (2008)의 연구에서 조직이 기업의 

소명을 완수하기 해 일 된 방식으로 지양해 

나아가는 행동을 ‘임무완수(mission fulfillment)'

로 정의하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외부

인 요소와 련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직․간

으로 종업원의 심리  업무성과에 심각한 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냈다. 즉, 임무완수라는 변

수는 감정  직무투신에 정(+)의 결과와 매개변

수(소속감)의 효과를 증 시켰으며 반면에 부(-)

의 결과인 이직의도와 정서  고갈의 효과를 감

소시키는 것으로 밝 졌다. 만일 기업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다면 정 인 결과는 확 되고 부

정 인 결과는 감소할 것이며, 반 로 만일 기업

이 소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  결

과는 감소하고 부정 인 결과가 확 될 것이다.  

2.5 부정  구 (Negative Word-of-Mouth)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해서 구

(word-of-mouth)의 정의를 내리자면 '특정제품이

나 서비스에 하여 개인의 체험에 근거한 비공

식 이고 비상업 인 코멘트나 의견으로서, 개인

 의사소통경로를 통해 정 이거나 부정  

는 립 인 정보를 그들의 이해 계를 떠나서 

교환하는 자발 인 의사소통 행 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구 은 자발 으로 일어나는 인간 고유의 본능이

며, 다분히 감정  표 으로 나타나며 그 과정을 단

순화하기 어렵다. 한 구 은 호기심과 불안, 불만

으로부터 심리 인 평형과 안정을 해 일어난다. 

Katz ․Lazarsfeld(1955)의 연구에서는 구 행

동의 요성을 언 한 최 의 연구로 식품과 가

재도구의 구매에 있어서 구 은 소비자로 하여  

상표를 변경하게 하는데 라디오 고보다 2배나 

효과 이며 한 인 매보다는 4배, 신문이나 

잡지보다는 7배나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

어 구 이 구매행동의 요한 향요인임을 밝혔

다. 한 Arndt(1967)의 연구에서도 정 인 구

정보는 부정  구  정보에 비해 구매 가능성

을 3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행동의 유형은 방향과 내용, 그리고 의도

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에 따른 

분류는 구 의 방향을 심으로 하여 정  구

과 부정  구 으로 구분되는데, 구 의 방향

을 결정하는 것은 만족․불만족 정도이다. 

다음으로 구 내용에 따라 Richins․

Root-Shafter(1987)는 제품뉴스, 충고  개인  

경험의 3가지 형태로 나 고 있다. 제품뉴스는 

제품의 특성, 제품기술의 새로운 진보 는 성능, 

속성과 같은 제품에 한 정보이다. 충고를 주는 

것은 구입할 모델에 한 충고나 의견을 표명하

는 것과 련되는 것이다. 개인  경험은 제품에 

해서 성능에 한 그 소비자의 조언 는 소비

자가 그것을 구입한 이유에 한 조언과 련이 

되는 것이다. 제품뉴스는 상당히 직설 이지만, 

구 행동의 충고와 개인  경험의 차원은 정  

는 부정 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정  구 행동의 의도에 따라 임

의  구 과 조직  구 (Systematic Negative 

Word-of-Mouth)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임의  구

은 특별한 패턴 없이 발생하며, 부분의 부정

 구  형태, 제품  기업에 한 정보원의 부

정  경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임의

 구 은 제품품질 통제나 고객 계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될 수 있다. 한편 조직  구 은 불만

족을 느낀 소비자가 해당기업에 한 조직  응

행동으로 특정제품이나 기업에 한 동일한 문제

을 소비자들이 공유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정  정보에 비해 부정  정보는 소비자의 

기억에 많이 남아있게 되고  그 향력이 더 크

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 선행연구  김승희(1998)의 연구에서는 사

용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에 정  구 정보

와 부정  구 정보를 제공한 후 구매의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사용경험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 모

두 부정  구 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  구 의 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해 (2003)은 사람들 간의 커뮤니 이션활동

으로서 특정제품 련을 상으로 부정 인 혹은 

비호의 인 정보를 달하는 행 로 정의하 다.

이와 같이 부정  구 은 구매활동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구매평가

과정에서 불만족한 경우, 부정  구 행동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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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게 되어 이것이 비록 간 이기는 하지만 

기업에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서 

요시되어야 한다.

부정  구 의 요성을 발생건수측면에서 보면, 

Diener․Grreyser(1978)의 연구에서 개인의사결정에 

불만족한 소비자들의 34%가 불만족에 해 다른 

소비자에게 구 을 하고 있다. 한 Richins(1983)

의 연구에서는 가 제품에 불만족한 소비자들의 

57%가 그러한 불만족에 해 가족 외부의 다른 소

비자에게 구 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단 불만족이 경험되면 부

정  구 의 확산 범 가 범 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보의 향력측면에서 부정  구 의 

요성을 보면, 많은 연구에서 부정  정보가 

정  정보 보다 소비자들에게 더욱 커다란 향

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Arndt, 1967; 

WeinbergerㆍAllenㆍDillon, 1981).

이처럼 부정 인 정보는 정 인 정보에 비

해 그 향력 면에서 항상 괴 인 경향을 가지

고 있다. 이것이 비록 간 이기는 하지만 기업

에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서 요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정  구 과 정  구

을 비교, 부정  구 의 향력이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구 의 방향성에 한 기존의 연구

에서 더 나아가 부정  구 에 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의 설계

3.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기존에 제시된 이론을 토 로 2005

년 업 후 복귀한 A 항공사 운항승무원을 상

으로 그들이 조직 내에서 느끼는 감정  고갈과 

정의에 한 지각 그리고 소속감이 조직원의 이

직의도와 조직에 한 부정  구 (negative 

word-of mouth)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가

를 검증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소속감

정서  고갈

이직의도

부정  

구조직 내 지각된 

정의

H1

H2

H3

Fig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소속감’은 Meal․Ashforth(1992)

의 연구에서와 같이 개인이 각자 스스로 속했다고 

정의하는 조직의 구성원  하나임에 한 지각을 

바탕으로 구성하 다. 

‘정서  고갈'은 소진의 하 차원의 하나이며 비

인간화와 자아성취감 하의 원인변수로 알려져 있

다(Maslach, 1982). 이는 일종의 역할 련 스트 스

로서, 이를 겪게 되는 개인은 모든 일에 해 심

과 열정을 잃게 되고, 피로와 상실감을 느끼게 된

다. 다시 말하면, 타인과 과도한 으로 인해 업

무에 해 지치고 정서 으로 고갈된 느낌을 말한

다(Gains,J & J. M. Jermier, 1983). 정서  고갈은 

개인의 감정상태의 일종으로, 계속 으로 장기화되

는 정서  활동  자극의 결과로 발생되는 것이

다. 타인과의 빈번한 으로 인한 강도 높은 상

호작용은 정서  고갈과 한 련이 있다. ’정서

 고갈‘의 경우 SinghㆍGoolsbyㆍRhoads(1994)의 

연구 내용을 채택하 다. ‘조직 내 지각된 정의’는 

Maxham․Netemeyer(2003)의 개념을 채택하 고, 

종속변수  하나인 ‘이직의도’는 Suh, et al.(2008)

의 연구를 채택하 다. 그리고 ‘부정  구 ’은 

Taewon Suh.(2007)의 연구의 개념을 채택하 다.

3.2 연구가설의 도출

본 연구의 상은 항공사 운항승무원이며 직

무의 특성이 여타 직무와는 다르다. 제한된 공간

에서 고도의 긴장을 요하는 직무이며 기업간 경

쟁에 있어서 기업의 경쟁력 척도의 주요항목인 

안 성를 결정짓는 제일선에 선다는 이다. 

한 운항 스 에 따른 향이 커서 공정한 스

 리가 커다란 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을 감안하여 사명감을 좌우하는 소속감, 근무

환경에 따른 변수인 정서  고갈 그리고 지각된 

정의에 따른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H1 : 종업원의 소속감은 이직의도와 부정  

구 에 부정 (-)으로 연 될 것이다.

소속감은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의 하나이며 

따라서 이에 한 욕구가 매우 강렬하다고 할 것

이다. Mael․Ashforth(1992)는 소속감을 개인이 각

자 스스로를 속했다고 정의하는 조직의  구성원 

 하나임에 한 지각 혹은 그러한 조직에 소속

된 것에 한 지각이라 하 고 이상의 연구에서 

보듯이 조직원과 조직이 지양하는 기업의 소명이 

한곳을 향하지 않을 경우 조직원들의 소속감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에 부정 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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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는 것으로 밝 졌다(Suh et al., 2008). 그리

고 이 하된 소속감은 조직원들의 자발  이직의

도와 부정 인 구 에 향을 미칠 것이다. 

H2 : 종업원의 정서  고갈은 이직의도와 부

정  구 에 정 (+)으로 연 될 것이다.

SinghㆍGoolsbyㆍRhoads(1994)는 정서  고

갈이 과도한 심리  수요(emotional)에 의한 감

정의 소진과 기력의 고갈(exhausted)된 상태를 

반 한다고 하 다. 이러한 정서  고갈이 강도 

높은 스트 스상태(Hyperalertness)에 자주 노

출되는 운항승무원들한테는 특히 높은 직무 불

만족, 낮은 자존감, 나쁜 건강상태 나아가 자발

 이직의도와 조직에 한 부정  구 에 참

여할 것이다. 

H3 : 종업원의 지각된 정의는 이직의도와 부

정  구 에 부정 (-)으로 연 될 것이다.

종업원들은 스스로가 속한 조직이 상 으로 

공정하다고 인지하지 못한다면 정의의 지각이 어

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는 정의의 지각을 잃은 종

업원 개인의 업무역량(job performance)에도 직

인 향이 있다고 하 으며(Maxhamㆍ

Netemeyer, 2003), 이 역시 자발 인 이직과 부

정 인 구 행동으로 연결 될 것이다.

Ⅳ. 실증분석  결과

4.1 실증연구 차

4.1.1 표본의 구성 

본 연구는 항공사 운항승무원들의 소속감, 

정서  고갈, 그리고 지각된 정의가 이직의도 

 부정  구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설문조사법을 실시하 다. 본 조사는 국

내 A항공사의 운항승무원  설문 당시까지 

노조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330명을 상

으로 실시하 다. 

조사기간은 2007년 5월 7일부터 6월 6일까

지 약 31일간 조사를 실시하 고 사 에 체 

공지 후 총 330부의 설문지를 개인 메일박스에 

배포하여 165부를 회수하고, 그  충실하지 

못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는 설문지 15부를 제외

하고 최종 150부를 심으로 실증 분석하는데 

사용하 다. 

4.1.2 설문지의 구성  내용 

본 연구에서 실증조사를 해 구성된 분석항

목은 소속감, 정서  고갈, 지각된 정의 그리고 

이직의도  부정  구 과 련한 이론을 바탕

으로 총 26개 문항을 만들었다. 소진의 한 요소

인 감정  고갈을 측정하기 해 Singh, 

Goolsby, and Rhoads(1994)을 참고로 하여 3개 

문항을 만들었고, 지각된 정의와 소속감을 검증

하기 해 각각 Maxham and Neteneyer(2003)와 

Mael and Ashforth(1992)에 따라 지각된 정의 12

개 문항, 소속감 4개 문항을 채택하 다. 한 이

직의도  부정  구 과 련하여 각각 Suh, et 

al.(2008)와 Taewon Suh(2007)를 참고하여 이직

의도에 한 3개 문항, 부정  구 련 4개 문

항을 채택하여 모든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측정되었다. 마지막 부분은 응답자들의 인구통계

학  특징을 측정하기 한 8개의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한 통계 처리 도

구로서 SPSS 12.0 for Windows를 사용하 다. 

수집된 자료의 응답자 기 통계를 악하기 하

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 고, 

측정도구의 신뢰성 분석을 하여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 추정을 실시하 다.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각 변수들 간

의 계를 살펴보는 상 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변수들 간의 인과 계 분

석을 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

시하 다. 

4.2 측정도구의 검증

4.2.1 응답자 기 통계 분석

본 연구 표본의 일반 인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인구통계학  특성인 직 , 결혼여부, 입사

경로, 근무기간, 운항기종, 총 비행시간 등에 

한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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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수  항 목  빈 도(비율)

1.직
1. 기장

2. 부기장

59명(39.3%)

91명(60.7%)

2.결혼여부
1. 미혼

2. 기혼

8명(5.3%)

142명(94.7%)

2.1.자녀유
무

1. 유

2. 무

135명(90.0%)

15명(10.0%)

3.입사경로

1. 군 경력

2. 경력 공채

3. 신입 공채

39명(26.0%)

24명(16.0%)

87명(58.0%)

4.근무기간

1. 5년 미만

2. 5년～10년 

3. 10년～15년

4. 15년～20년

2명(1.3%)

31명(20.7%)

96명(64.0%)

21명(14.0%)

5.운항기종

1. B737

2. A321

3. B767

4. A330

5. B777

6. B747

20명(13.3%)

28명(18.7%)

5명(3.3%)

5명(3.3%)

27명(18.0%)

62명(41.3%)

6.비행시간

1. 2,000시간 미만

2. 2,000시간～3,000시간 

3. 3,000시간～4,000시간

4. 4,000시간～5,000시간

5. 5,000시간 

1명(0.7%)

12명(8.0%)

20명(13.3%)

27명(18.0%)

89명(59.3%)

7.학력 

1. 문 졸

2. 학교졸

3. 학원졸(혹은 재학)

3명(2.0%)

139명(92.7%)

7명(4.7%)

8.총자산 
규모

1. 1억원 미만

2. 1억원 ～ 5억원

3. 5억원 ～ 10억원

4. 10억원 ～ 20억원

5. 20억원 이상

5명(3.3%)

60명(40.0%)

68명(45.3%)

16명(10.7%)

1명(0.7%)

Table. 1 응답자 기 통계

4.2.2 측정도구의 타당성  신뢰도 분석

신뢰성의 의의는 어떤 조사결과에 해서 이 조

사결과가 부정확한 측정 자료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결과에 한 확신을  수 있으나 

연구결과와 그 해석을 한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척도에 한 신뢰성의 평가 없이는 어떤 측정도구

도 타당성을 가진 척도라 할 수 없으므로 모든 연

구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독립된 측정방법에 의해 동일한 상을 측정

하 을 때 그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

미하는 신뢰성 측정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일 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 이라

고 할 수 있겠다. 

내 일 성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할 경우 Cronbach's α 계

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해하는 항목을 측정도

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각 항목들의 내 일 성

을 높이는 방법이다. 즉, 각 항목이 체 신뢰도

에 공헌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신뢰도를 떨어뜨리

는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향

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Nunnaly(1978)는 일반 으로 탐색  연구 분야

에서는 Cronbach's α값이 .60이상이 되면 측정치도 

문제가 없다고 제시하고 있고, 기 분야에서는 .80, 

나아가 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응용연구 분야에서

는 .90이상이면 된다고 주장한다. 한, 조직단 의 

분석 수 에서도 요구되어지는 Cronbach's α값이 

.60 이상이면 측정항목의 신뢰도에는 별 문제가 없

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본 논문에서도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여 .60이상이면 신뢰성 있는 측정도

구로 간주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뢰성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신뢰도 분석

구분 채택한 연구 문항번호 문항수

Cron
bach'

s 
alpha

Ⅰ.소속감
Mael and 

Ashforth 
(1992)

Ⅰ- 
1,2,3,4

4문항 .8274

Ⅱ . 정 서  
고갈

Singh, 
Goolsby, and 
Rhoads(1994)

Ⅰ- 5,6,7 3문항 .7089

Ⅲ . 조 직 내 
정의에 
한 지각

Maxham and 
Netemeyer 

(2003)

Ⅱ- 

1,2,3,4,5,
6,7

,8,9,10,1
1,12

12문항 .9448

Ⅳ . 이 직 의
도

Suh, et 
al.(2008)

Ⅰ- 

15,16,17
3문항 .8290

Ⅴ . 부 정  
구

Taewon Suh 
(2007)

Ⅰ- 

8,9,10,11
4문항 .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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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부정적 구전

1단계 2단계

β β

통제

변수

(상수)

결혼 0.009 -0.004

자녀 0.122 0.069

근무기간 0.071 0.012

비행시간 0.271** 0.066

총자산 -0.043 -0.002

독립

변수

소속감 -0.225***

정서적 

고갈
0.519***

조직 내 

정의 지각
-0.189**

R2 0.070 0.613

ΔR2 0.037 0.590

신뢰성 분석결과 ‘조직 내 정의에 한 지각’의 

신뢰도 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정  고

갈의 신뢰도 계수는 .7089, 소속감은 .8274로 모두 

.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이

직의도와 부정  구 은 Cronbach's α 값이 각각 

.8290, .8874으로 신뢰도 기 인 .6 을 상회함으로 

내 인 일 성이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4.3 가설검증

지 까지 연구목 을 하여 이론  배경에 

한 문헌고찰과 연구모형  가설을 설정하 다. 그

리고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연구방법론에 하여 

고찰하 다. 본 에서는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고 이에 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4.3.1 변수간의 상 계 분석

상 계 분석은 가설검증에 사용될 뿐 아니라 

보통 가설검증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들 간의 계 

강도를 보여 으로써 변수 간의 련성에 한 아

웃라인을 제시한다. 따라서 상 계 분석은 모든 

분석에 앞서 요구되는 선행조건이라고 하겠다. 

변수간의 상 계를 분석한 <Table 3>을 살펴보

면, ‘소속감’과 ‘조직 내 정의에 한 지각’은 이직의

도와는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나타

내고 있으며 감정  고갈은 이직의도와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 ‘소

속감’과 ‘조직 내 정의에 한 지각’은 부정  구 과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나타내며, 감정  고갈은 

부정  구 과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상 계

를 나타내고 있다(p<0.01, p<0.05, p<0.1).

Table 3. 상 계 분석

이직

의도

부정  
구

소속감
감정  

고갈
조직내 

정의

이직

의도
1 0.565***

-0.397**
*

.575***
-0.529**

*

부정  
구

0.565*** 1
-0.486**

*
.720***

-0.624**
*

소 속 
감

-0.397**
*

-0.486**
*

1 -.318*** 0.439***

감정  
고갈

0.575*** 0.720***
-0.318**

*
1

-0.630**
*

조직내 
정의

-0.529**
*

-0.624**
*

0.439***
-0.630**

*
1

***p<0.01, **p<0.05, *p<0.1, N=150.

4.3.2 가설검증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한 다 회귀분석을 통하

여 가설검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  

고갈, 소속감, 그리고 조직내 정의에 한 지각이 

이직의도  부정  구 에 미치는 향에 한 가

설을 검증하기 해 소속감, 감정  고갈  조직 

내 정의에 한 정의를 독립변수로 이직의도와 부

정  구 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소속감, 감정  

고갈  조직 내 정의에 한 정의를 2단계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계  회귀분석시 1단계

에서는 통제변수로 결혼유무, 자녀유무, 근무기간, 

비행시간, 총자산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통제변

수와 각각의 독립변수를 투입하 다. 

계  회귀분석 종합 - 부정  구

독립변수가 부정  구 에 미치는 향에 

한 검증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 다.

Table 4. 운항승무원의 소속감, 정서  고갈 
 조직내 정의 지각이 부정  

구 에 미치는 향

주1) 통제변수는 결혼유무, 자녀유무, 근무기간, 비행시

간, 총자산 6가지 변수를 사용하 으며, 이는 근무

기간, 비행시간, 총자산은 표값, 결혼유무(미혼=0, 

기혼=1), 자녀유무(유=0, 무=1)로 처리하 음. 

주2) ***p<0.01, **p<0.05, *p<0.1.

<Table 4>에 ‘부정  구 ’에 한 다 회귀분

석결과를 나타냈다.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회귀분

석결과 비행시간만이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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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이직의도

1단계 2단계

β β

통제

변수

(상수)

결혼 0.101 0.087

자녀 0.108 0.060

근무기간 0.016 -0.028

비행시간 0.203* 0.031

총자산 -0.027 0.009

독립

변수

소속감 -0.181**

정서적 

고갈
0.397***

조직 내 

정의 지각
-0.194**

R2 .039 0.409

ΔR2 .005 0.375

구분 가 설
검증

결과

가설 I

종업원의 소속감은 이직의도와 부정

적 구전에 부정적(-)으로 연관될 것

이다.

채택

가설 II

종업원의 정서적 고갈은 이직의도와 

부정적 구전에 긍정적(+)으로 연관

될 것이다.

채택

가설 Ⅲ

종업원의 지각된 정의는 이직의도와 

부정적 구전에 부정적(-)으로 연관

될 것이다.

채택

향을 미치고 있었다. 통제변수를 함께 투입한 2

단계 회귀분석에서는 통제변수들은 통계 으로 유

의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독립변수인 

‘소속감’과 ‘조직 내 정의 지각’은 통계 으로 유

의한 음(-)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정서  고갈’은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모델에 한 설명력은 약 61.3%로 나타나고 있다. 

계  회귀분석 종합 - 이직의도

독립변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검증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 다.

Table 5. 운항승무원의 소속감, 정서  고갈  조직내 
정의 지각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향

주1) 통제변수는 결혼유무, 자녀유무, 근무기간, 비

행시간, 총자산 6가지 변수를 사용하 으며, 이는 

근무기간, 비행시간, 총자산은 표값, 결혼유무(미

혼=0, 기혼=1), 자녀유무(유=0, 무=1)로 처리하 음. 

주2) ***p<0.01, **p<0.05, *p<0.1.

<Table 5>에 ‘이직의도’에 한 다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회귀분석

결과 비행시간만이 통계 으로 유의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를 함께 투입한 2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부정

 구 ’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제변수들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 독립변수인  ‘소속감’과 ‘조직 내 정의 

지각’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음(-)의 향을 미치

고 있으며 ‘정서  고갈’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에 

한 설명력은 약 40.9%로 나타나고 있다. 

4.4 가설검증의 결과

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 검정의 결과를 살

펴보면 아래 <Table 6>과 같다.

Table 6. 가설 검정의 결과

가설 Ⅰ인 ‘종업원의 소속감은 이직의도와 부정

 구 에 부정 으로 연 될 것이다’에 한 가

설검정 결과 ‘소속감’은 ‘이직의도’와 ‘부정  구 ’

에  음(-)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도출로 가설Ⅰ은 채택하게 되었다. 

가설 Ⅱ인 ‘종업원의 정서  고갈은 이직의도

와 부정  구 에 정 으로 연 될 것이다.’라

는 가설을 설정하 다. 

검증한 결과는 ‘종업원의 정서  고갈’은 ‘이직의도’ 

 ‘부정  구 ’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가설 Ⅱ를 채택하게 되었다. 

가설 Ⅲ인 ‘종업원의 지각된 정의는 이직의도

와 부정  구 에 부정 으로 연 될 것이다.’에 

한 가설검정 결과 ‘지각된 정의’는 ‘이직의도’

와 ‘부정  구 ’에 음(-)의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도출로 가설Ⅲ

을 채택하게 되었다. 

Ⅴ.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항공사의 요 자산인 조종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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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과 기업 이미지에 부정  결과를 래하는 

구 을 감소 시키기 한 개선책을 찾는데 연구

의 목 이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 목 을 달성

하기 하여 소속감, 정서  고갈 그리고 이직의

도  부정  구 과 련한 문헌을 통한 선행연

구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 국내 A 항공사

의 2005년 업에 참여했었으며 설문 당시 조합

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운항승무원을 상으

로 실증연구를 각각 수행하 다. 연구결과를 요

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업원의 소속감은 이직의도와 부정  구

에 부정 (-)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업원의 정서  고갈은 이직의도와 부정  

구 에 부정 (-)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업원의 지각된 정의는 이직의도와 부정  

구 에 부정 (-)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소속감을 높일 

수 있으며, 정서  고갈을 이고 지각된 정의를 

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다. 이를 

해서는 각 기업이 자체 검을 통하여 가장 

한 방안들을 찾아야 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나 

동시에 경 자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같은 내용에 

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5.2 연구의 의의  한계

그동안 소속감에 한 연구, 정서노동에 한 

연구, 정서  고갈에 한 연구, 이직의도에 한 

연구, 부정  구 에 한 연구 등 사회복지사나 

언론인, 교사, 호텔종업원, 스토랑을 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졌다. 그러나 항공사 운항 승무

원을 상으로 소속감과 정서  고갈 그리고 지각

된 정의가 이직의도와 조직에 한 부정  구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업 참가 후 복귀한 운항 

승무원 조합원의 소속감, 정서  고갈, 지각된 정

의, 이직의도, 조직에 한 부정  구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실증조사를 통하여 객 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단지 기존의 연구가 

다라는 것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세계 항공사의 조종사 수 시장의 과수요로 

인한 숙련된 조종사의 유출방지와 기업의 윤리경

, 사회책임경 등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한 노력의 조직원의 부정  구 으로 인한 손실방

지, 그리고 히 하되어있는 종업원의 소속감

과 조직 내 정의의 확립에 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항공

사는 고객에 한 안 운항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

고 있으며 이들의 경쟁력은 숙련된 조종사의 확보

와 완벽한 CRM(crew resource management), 그

리고 철 한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 행일 것이다. 이를 해 조직원의 

소속감 함양과 단합을 해 조직차원의 극  노

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조직원 스스로도 한 배

를 탄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가 속한 조직의 

소명완수(mission fulfillment)를 한 노력이 뒤따

라야 할 것이다. 그 지 않으면 이직과 부정  구

의 결과로 인한 경쟁력과 기업이미지 훼손이라

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래할 수 있음을 잊

으면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후속 연구를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는 업 후 복귀한 뒤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운항 승무원을 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로서 업 후 체 승무원에게 연

구 결과를 용하는데 한계를 지니며, 한 같은 

경험을 했지만 다른 조직문화  조직 운용이 되

고 있는 양 항공사의 모든 운항 승무원에게 일반

화 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업에서 복귀한 양 

항공사 체 운항 승무원뿐만 아니라 업에 참

가하지 않았던 모든 운항 승무원을 상으로 좀 

더 일반화 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두 번째 소속감, 정서  고갈, 정의에 한 지

각은 지극히 주 인 성향으로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개인  특성을 조 변수

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운항승무원의 구체 인 이직과 부정

 구 의 원인을 설명하기 한 질 인 면 , 

사례연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보다 심층 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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