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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항공기 지상조업은 항공기가 도착해  서 출

발할 때 까지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제반 서비

스로 승객 체크인, 승객 수하물 및 화물 상하역,

항공기 급유, 객실 청소, 지상장비 지원등을 수행

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1]. 항공기 지상조업

은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에 달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지상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2]. 통계청  국가

통계포털(http://kosis.kr)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항공기 지상조업분야의 이직율은 3.2%로 

전체 산업 이직율 4.6%보다 낮은 수준이나, 2014

년 대비 +0.5%P 상승하며 이직율이 점차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Fakunmoju et al.(2010)은 이직은 대체 직원의 

고용과 훈련에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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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서비스와 조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이직의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

하고 있다[3]. 따라서 경험 있고 유능한 직원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것이 치열한 업체 간 경쟁에서 

생존하고 조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서 직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한 연구를 통해 효율적 인력관리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최근 기업 인사관리에서 휴먼터치(Human

Touch)를 통한 감성이 조직성과에 중요한 요인

으로 부각되고 있다. Goleman(2006)은 직원 성과

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감성이라고 

주장하였다[4]. 또한 2009년 맥킨지가 1,047명의 

경영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

과에 따르면 관리자의 칭찬과 관심, 업무참여 기

회와 같은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성과급, 기본급 

인상, 우리 사주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 보다 더

욱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5]. 이는 제도나 

시스템, 집단 중심의 획일적, 주입식 접근 방식보

다는 배려나 칭찬처럼 인간의 감성과 같은 무형

적 수단을 강화하는 휴먼터치(Human Touch)가 

직원 관리에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

다.

임효창(2013)에 의하면, 휴먼터치는 다양한 의

미의 터치(감성)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6]. 기업 인사

관리와 관련된 휴먼터치는 커뮤니케이션 터치,

심리적 터치, 물리적 터치로 구분할 수 있다. 커

뮤니케이션 터치는 정보적 수단 및 설득적 수단,

언어적 수단을 통한 것뿐만 아니라 광의의 인간

관계를 포함하여 조직 내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

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제반 의미, 의견, 정보상의 

소통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7]. 조직 내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종사자를 서로 연

결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며,

태도와 행동을 일치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8].

심리적 터치는 종사자의 긍정적인 심리를 통해 

진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함으로써 성과를 달성

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9]. 능력있는 직원

이라도 조직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심리적 터치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도록 관리

함으로써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물

리적 터치는 종사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 그 자

체를 포함하여, 보수, 승진, 일의 흥미, 고용 안정

성 등에 의한 개인지향 가치와 직무환경을 포괄

하는 개념이다[10]. 물리적 터치는 조직이 종사자

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며, 종

사자가 조직에 더 강한 애착을 느끼고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게 

할 수 있다.

조직적 측면에서 감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

되면서 감성에 관한 연구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Salovey &

Mayer(1990)는 최초로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을 학술적으로 개념화하여 발표하였

으며, 조직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11]. Goleman(1995)은 Salovey & Mayer의 연구 

내용을 근거로 감성인식, 감성관리, 자기동기화,

타인 감성인식, 관계조절의 5가지 감성지능 구성 

요인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감성지

능은 조직 구성원의 개인과 성공에 중요한 역할

을 할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성과달성에도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

히 감성지능이 다른 지능과는 다르게 학습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최근에는 태도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확장

하고 있다[12]. 앞에서 기술한 선행연구를 종합하

면, 주로 조직의 성과와 조직 만족 측면에서 감

성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

존 연구는 근무 스케줄, 워크로드(Workload)와 

같은 직무특성, 이직의도간의 영향력 관계를 다

루고 있지 않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우

리나라 공항의 지상조업 종사자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이직의도에 초점을 맞춘 논의도 부족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항의 지상조업 직원을 대상으로 감성을 통한 

휴먼터치가 근무 스케줄, 워크로드 및 이직의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험적 연구

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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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은 휴먼터치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상조업 직

원에 부합하는 휴먼터치의 측정도구를 새롭게 개

발하고, 휴먼터치의 하위 요인에 따라 이직의도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휴먼터치와 이직의도간에 있어 근무 

스케줄과 워크로드간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휴먼터치가 근무 스케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둘째, 휴먼터치가 워크로드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셋째, 휴먼터치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넷째,

근무 스케줄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다섯째, 워크로드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섯째, 휴먼터치와 이직

의도 간에서 근무 스케줄과 워크로드에 의한 매

개효과가 유의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에 답을 

찾기 위한 가설검정은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사용하고, 연구범위는 우리나라 국

제공항으로 한정한다. 본 연구의 초점은 지상조

업 인력을 관리하는 조직의 인사 정책과 인력운

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가치가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먼저 2장에서는 

선행연구들에 관한 문헌검토와 연구가설의 정립

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3장은 연구방법으로 연

구대상, 측정도구 개발, 자료수집 및 절차, 분석

방법에 관하여 진술한다. 4장에서는 자료를 분석

하고 연구결과를 진술한다. 5장에서는 연구의 결

론과 그에 따른 시사점과 연구의 제한점에 관하

여 논의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과 가설설정

2.1 휴먼터치, 근무스케줄, 이직의도의 관

계

감성을 통한 휴먼터치의 개념과 정의에 관해

서는 서론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

에서는 휴먼터치의 정의를 조직내 종사자의 상호 

교류속에서 커뮤니케이션 터치, 심리적 터치, 물

리적 터치를 통한 인간적인 감성과 서비스로 정

의한다.

Fig 1. Components of Human Touch

휴먼터치는 기업 인사관리 측면에서 근무스케

줄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무스케줄은 직원과 회사간의 시간 약속이며 반

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다[13]. 이로 인해 육

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휴먼터치를 통해 근무스케줄의 효과성을 지속적

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지상조업에서 높은 인건비는 수익의 감

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 스케줄링

을 통한 직원의 탄력적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근무 스케줄링의 개념은 자

원을 이용하여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며, 기존 자원을 최

적의 상태로 배분하여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동

태적 일정 계획이며, 비용의 최소화와 수익의 극

대화를 위한 일련의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정의

한다[14]. 박영재와 김성애(2003)는 항공기 운항 

스케줄링에 관한 연구에서 보유 자원을 효율적으

로 운영하여 이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용의 비중이 가장 큰 항공기와 

승무원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15]. 또한 박정학(2001)

은 항공기 지상조업 근무스케줄은 항공기의 운항 

계획에 따라 시간대별 인력 소요가 가변적이고 

이로 인해 인건비의 상승 및 적정 배치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6].

Gary M. Thomson(1999)에 따르면 관리자는 

근무 스케줄 편성시 직원의 능력과 적합성, 인건

비, 고객의 요구 등 많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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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7]. 적정인원 보다 

적은 근무스케줄은 연장근무에 대한 직원의 불만

과 고객 서비스 품질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고,

적정인원 보다 많은 근무스케줄은 생산성과 회사 

수익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특히 직원 개인이 원하는 것이 회사의 기대나 목

표로 인해 좌절되거나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갈등은 더욱 잘 유발되며[18], 관리자는 조

정이나 중재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들의 선호나 기

호, 가치를 파악하고 받아들여 이를 활용하는 효

과적인 수단이 바로 감성이며, 감성을 통한 휴먼

터치가 중요하다[19]. 이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휴먼터치가 근무스케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 H1을 설정한다.

H1 : 휴먼터치는 근무스케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a : 커뮤니케이션 터치는 근무스케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 : 심리적 터치는 근무스케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c : 물리적 터치는 근무스케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지상조업은 항공기 스케줄에 맞추어 조

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야근

을 포함한 주말, 휴일근무, 주단위나 월단위로 바

뀌는 순환근무(Shift Work) 스케줄 형태로 운영

된다. 순환근무를 하게 되면 일정하지 않은 근무 

시간으로 인해 개인 생활의 계획성이 무시되고,

생체 기능의 리듬이 맞지 않아 심신에 영향을 주

는 것은 물론 직업 활동 자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20]. Dunham(1977)에 따르면 순환 근무자들

은 수면장애, 식욕과 소화불량 등의 신체적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경향이 많고[21], 특히 야간근무

는 정상적인 수면 양상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수면 부족 현상이 누적

되고, 이로 인해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며 위장 

장애와 함께 기존의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게 된

다[22]. 또한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출퇴근은 

대중교통 수단 이용의 어려움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순

환 근무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이 계속된다면, 조

직을 떠나 이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에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근무스

케줄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

에서 연구가설 H2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H2 : 근무스케줄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론에서 기술한 것처럼 지상조업에서의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이며, 이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의 감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조직의 성장과 생존의 필수조

건이다. Cooper & Sawaf(1997)에 따르면 높은 

감성능력을 가진 조직 구성원은 긍정적이며, 갈

등관리를 잘 할 수 있으며, 어려운 일에 직면했

을 때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이끌어내는데 유리

하다[23]. 개인 감성의 긍정적 활용은 조직 전체

로 전파되어 활기차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한다. 높은 감성지능을 가진 사람

은 근무 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직

무 만족도가 높으며 감성지능이 조직몰입을 높이

고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24]. 또한 George & Bettenhausen(1990)

에 따르면 감성적인 상사가 관리 하는 직원은 사

회에 대응하는 친숙한 행동수준에 있어 매우 긍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로 조직

구성원의 이직률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연구하였

다[25]. Cameli(2003)는 높은 감성능력을 가진 직

원이 적응을 통해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하고 직장

에 머무르며 또한 낮은 감성능력을 지닌 사람들

보다는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긍정적인 

측면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직의도가 낮아진다

고 주장한다[26].

이러한 개념에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휴먼터치

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

점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 H3를 제안한다.

H3 : 휴먼터치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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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a : 커뮤니케이션 터치는 이직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b : 심리적 터치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3c : 물리적 터치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2 휴먼터치,워크로드(Workload),이직의도와의 

관계

워크로드는 조직의 종사자에게 부여되는 업무 

요구량에 관한 것으로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양적 워크로드

(Quantitative Work load)”는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양을 의미하며, “질적 워크로드

(Qualitative Workload)”는 개인의 능력에 비해 

작업이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27]. 최근 노동개

혁 법안의 입법화와 더불어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직무에서 성과를 창출

하기 위한 양적 및 질적 워크로드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워크로드는 성과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역U자형 관계

가 제시되고 있다. 즉, 1인당 생산량은 워크로드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어느 수준까지 증가하다가 

워크로드가 최대치에 이른 다음에는 급격하게 감

소하게 된다. 또한 질적 측면에서 적정한 워크로

드 수준에서 품질이 가장 우수하나, 워크로드가 

낮고 높아질수록 불량해진다[28].

Mejiman & Mulder(1998)에 따르면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직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과

중한 워크로드를 필요로 할 때 직무 스트레스로 

전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29]. 과중한 워크로드

는 종사자의 정신적, 육체적 자원들을 소진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에너지의 소모와 건강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조직이 기대하는 성과 수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워크로드를 요구

하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부정적 반응을 유발

하는 것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Ashkanasy et al.(2004)은 스트레스 과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로서 감성을 강조하

고 있다[30]. Quebbeman(2002)과 Slaski(2002)에 

따르면  감성은 개인이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이

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환경

적 요구 및 압력을 효과적으로 대체하는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31, 32]. 따라서 감성능력

이 높은 개인은 비록 과중한 워크로드 가 주어지

거나 직무 자원이 부족할지라도 이를 스트레스 

요소로 간주하기 보다는 도전할만한 요소로 간주

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감성 

능력이 낮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소진에 덜 

노출된다. Tsaousis & Nikolaou(2005)은 높은 감

성을 지닌 사람은 직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감

정들을 적절히 지각하고 이해하며 규제함으로써 

감성지능이 낮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감정들에 

대한 부정적 반응들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33]. 또한 박동수(2007)는 감성이 소진

에 미치는 연구에서 높은 감성능력을 지닌 종사

자는 환경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낮은 

감성능력을 지닌 종사자보다 더욱 능숙하게 감정

을 관리함에 따라 워크로드가 일정 수준으로 높

아지기 까지는 소진을 덜 경험하는 반면, 워크로

드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러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설

명하고 있다[34].

이에 휴먼터치가 워크로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가설 H4를 제안한다.

H4 : 휴먼터치는 워크로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a : 커뮤니케이션 터치는 워크로드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b : 심리적 터치는 워크로드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4c : 물리적 터치는 워크로드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Jex et al.(1992)는 증가한 워크로드로 인해 회

사를 그만 둔 직원들의 사례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 증가된 워크로드와 이직의도 사이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35]. 조선희(2011)는 

시설 요양 보호사의 직무특성이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직무 특성을 직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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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직무 중요성, 직무 자율성, 대인관계, 교육기

회, 역할 모호성, 업무 요구량으로 구분하고 연구

한 결과 워크로드의 개념인 업무 요구량이 이직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실증적

으로 규명했다[36].

이에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연구가설 H5는 다

음과 같이 설정한다.

H5 : 워크로드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근무스케줄, 워크로드(Workload)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앞서 근무스케줄과 워크로드의 관

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휴먼터치가 근무스케줄과 

워크로드 및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모형에서는 이론

적 가설로 휴먼터치와 이직의도 간에 근무스케줄

과 워크로드가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휴먼터치가 직접적으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매개변인을 통

하여 이직 의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효(2015)에 따르면 감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근무스케줄 만족이 부분적으로 매

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레스토랑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성지능이 서비스 

제공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감성지

능의 하위 개념인 자기감성 이해, 타인 감성이해,

감성활용, 감성조절 중 자기 감성이해와 감성조

절이 행동에서 근무스케줄 만족이 매개역할을 한

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Merve Koçoğlu et al.(2014)은 상사의 감

성 관리와 이직의도간에 워크로드는 매개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터키 이스탄불 시공

무원을 대상으로 워크로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였는데 상사의 감성관리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

치며 워크로드는 감성관리와 직무만족 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37]. 이

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휴먼터치의 각 요소가 

근무스케줄과 워크로드, 그리고 더 나아가 이직

의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점으로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휴먼터치와 이직의도 

간에서 근무스케줄과 워크로드가 유의한 매개효

과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

을 설정한다.

H6 : 근무스케줄은 휴먼터치와 이직의도 간에

서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H7 : 워크로드는 휴먼터치와 이직의도 간에서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에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론적 연구가설의 모형을 종합하여 Fig2

와 같이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Fig 2. Conceptual Framework

III.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표본

본 연구는 감성을 통한 휴먼터치가 이직의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공항으로 한

정하여 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연구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은 지상조업사와 

협력사, 항공사, 공항공사, 정부기관 종사자를 모

두 포함하여 본 연구에 가장 부합하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했다. 또한 공항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대구공

항, 청주공항으로 국내 6개 국제공항을 선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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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ceptual and Operational Definitions

표본크기는 일반적으로  구조 방정식 모형 분

석을 위해서 200개 이상의 표본 또는 연구에 사

용되는 측정 항목의 5배에서 10배의 표본이 확

보되어야 한다[45]. 본 연구는 33개의 측정항목

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5배수는 165개, 10배수

는 330개의 표본 크기의 기준을 상회하는 511개

의 표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는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본추출은 

Simple Random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정성적 평가와 정

량적 평가에서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2 측정도구 개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물론 일반화

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체계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측정도구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Churchill

(1979)의 측정도구1)에 근거하여 DeVellis (2003)

의 측정도구 개발절차를 참고하여 현대적 통계

방법으로 척도검증에 유의하게 측정도구를 개발

하였다[47]. 휴먼터치는 임효창의 연구내용을 반

영하여 3가지 차원, 즉 커뮤니케이션 터치, 심리

적 터치, 물리적 터치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그리고 근무스케줄, 워크로드, 이직

의도로 단위척도를 개발하였다[6].

본 연구의 측정항목 개발절차는 모두 8단계로 

1) Churchill, G. A. Jr., (1979), “A paradigm for
Developing Better Measures of Marketing Constru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6, pp. 64-73.

구분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선행 연구자

휴

먼

터

치

커뮤니케이션 
터치

(16문항)

조직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한 의견,

정보 등의 소통 활동

조직 구성원 간의 소

통 활동 참여 및 인식 

정도 

- 수평적, 비공식적 활동 참여도(1,2)

-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노력(3,4)

- 경영진 참여도(5,6)

- 개인적 피드백 정도(7,8)

- 커뮤니케이션 수준(9.10)

- 조직 정보공유 정도(11,12)

- 업무 관련 정보지원 정도(13,14)

- 커뮤니케이션 분위기(15,16)

Downs & Hazen

(1977)[38]

Pincus(1986)[39]

심리적 터치
(23문항)

긍정적인 심리를 통해 진

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

여 성과를 달성하는 활동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

를 통한 제반 활동의 

정도

- 자기 효능감(1,2,3,4,5,6)

- 희망(7,8,9,10,11)

- 낙관주의(12,13,14,15,16,17)

- 복원력(18,19,20,21,22,23)

Luthans(2002)[9]

물리적 터치
(14문항)

보수,복리후생,근무환경의 
안정적 상태 유지 및 체계
적인 관리절차 

보수, 복리후생, 근무
환경에 대한 가치관 
및 태도의 인식 정도

- 복지에 대한 노력(1,6,7,8,9)

- 보수(2,3,4)

- 근무환경 및 지원(5,10,11,12,13)

- 고용안정(14)

Stinglhamber et al.

(2004)[40]

근무스케줄

(11문항)

조업일수에 계획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인
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계
획하고 운영하는 행동 

인적자원의 효율적 계
획 및 운영 이행 정도

- 유연성 정도(1,2,3,4,5)

- 효율성 정도(6,7,8)

- 적합성 정도(9,10,11)

Fenwick, et al.

(2001)[41]

Beutell(2010)[13]

워크로드

(11문항)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행
하는 조업의 양이나 강도 

조업의 양이나 강도에 
대한 생각 및 인식 정도

- 양적 워크로드 정도(1,2,3,4,5,6)

- 질적 워크로드 정도(7,8)

- 인력 및 조업의 변화 정도(9,10,11)

Ivancevich(1980)[42]

이직의도

(15문항)

조직으로부터 금전적 보상 
을 받고 있는 개인이 조직 
내에서 구성원 자격을  
스스로 종결하는 행동

현재의 직업을 그만두
거나 다른 직업에 종
사할 의향 

- 이직할 생각 정도(1,2,3,4)

- 이직에 대한 정보습득 노력(5,6)

- 이직 관심 요인 (7,8,9,10)

- 잔류 의도 및 이직 가능성

(11,12,13,14,15)

Mobley(1978)[43]

Michaels et al.

(19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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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즉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5단

계의 본 조사를 위한 예비조사의 측정항목에 관

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될 수 있으면 많은 휴먼터치 항목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측정항목은 예

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를 실시하고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사와 타당성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검증하였다. 설문문항의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Likert 7점도

의 등간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항목들은 휴먼터

치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문

항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맥락에 맞추어 개발하

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들이 직접 기입

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향력의 정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개념에 따른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는 Table 1과 같다.

3.3 자료 수집

본 조사에 앞서 FGI(Focus Group Interview)

와 예비조사는 설문항목과 안내문의 용어사용 

및 이해가능성을 평가하였다. FGI와 예비조사의 

참여자는 대학교수 3명, 공항관련 전문가 박사 

3명,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국제공항의 실무자 

30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설문지의 명

확성과 이해가능성을 평가하고, 보완점에 관하

여 제안을 요청하였다. 이에 설문지는 일부내용

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다. 이후 본 조사를 위

한 설문지는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응답자가 자

발적으로 본 조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설

문지 배부는 국내 국제공항의 지상조업 직원의 

재직비율을 적용하여 인천공항 540부, 김포공항 

85부, 제주공항 75부, 김해공항 77부, 대구공항 

10부, 청주공항 13부 등 총 800부를 직접배포 

및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3

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6주간 시행하였다.

설문에는 지상조업사(K사, A사, S사 등), 협력사,

국적 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부기관에 소

속된 지상조업 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하였다. 응

답한 설문지는 총 767부(회수율 95.9%)를 회수

하였다.

3.4 분석방법

본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는 본 연구에서 설정

한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특

성만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

뢰성 및 타당성 검정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와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수집 자료

의 표본 적합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은 요인의 정제 및 개념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해 단일차원성과 측정모형 분석을 하고 구성개

념에 대한 수렴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요인

들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과 판별타당성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에 관한 가설검정을 위해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사용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은 SPSS

20.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IV. 실증 분석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회수된 767부의 설문지를 토대로 분석한 응답

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2와 같

다. 지상조업 업무특성상 응답자들의 84.4%는 

남성이었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20대를 제외하

고 30대, 40대 및 50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

다. 지상조업에서 담당 업무는 램프조업이 

3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화물조업 

18.1% 및 수하물 조업 7.8% 순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66%가 인천공항에서 근무하였으며 

11%가 김포공항으로 나타나 77%의 응답자들은 

수도권 공항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근무년수의 경우 10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응

답자가 약 52% 수준이었으나 10년을 초과해서 

장기근속하는 비율 역시 절반 수준이므로 대체

적으로 장기근속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

된다. 아울러 직급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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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50명 이상이 결측값으로 나타나 분석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n=767) 구 분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성 647 84.4

여 성 117 15.3

결 혼
기  혼 281 36.6

미  혼 480 62.6

연 령

20대 126 16.4

30대 212 27.6

40대 228 29.7

50대 190 24.8

60대 이상 8 1.0

담  당

업  무

램프조업 298 38.9

수하물조업 60 7.8

화물조업 139 18.1

급유조업 41 5.3

체크인카운터 24 3.1

기  타 190 24.8

근  무

공  항

인천공항 506 66.0

김포공항 84 11.0

김해공항 71 9.3

제주공항 72 9.4

대구공항 10 1.3

기  타 18 2.3

근  무

년  수

5년 미만 249 32.5

5 ~ 10년 147 19.2

11 ~ 15년 72 9.4

16 ~ 20년 95 12.4

21 ~ 25년 138 18.0

26년 이상 59 7.7

Table. 2 Demographics of the Sample

※무응답은 결측값으로 처리함 : 성별(3), 결혼(6),

연령(3), 담당 업무(15), 근무공항(6), .근무년수(6)

4.2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

설문지(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측정하였다. 실증분석에 대

상이 된 총 90개의 설문문항들에 대한 크론바흐 알

파 계수를 측정한 결과 .93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실증분석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3과 같이 확인적 요

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 모형

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CMIN/DF 계수는 3.858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5.0 미만으로서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CFI .900 및 IFI .901 등 

일부 계수들은 .9를 상회하였고 나머지 계수들도 .9

에 근접하는 수치를 보여주었다. 특히 RMSEA의 

경우 .061로 분석되어 모형 적합도가 우수한 수준

인 .06에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계

수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수용할 만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을 구성하는 잠

재변수들과 관측변수들의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

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렴타당도의 경우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계수는 .5 이상이어

야 하며 신뢰성을 나타내는 Construct Reliability

계수는 .7 이상일 때 잠재변수에 대해 해당 관측변

수들의 수렴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지

을 수 있다. Table 3의 분석결과 6개 잠재변수들의 

AVE 계수와 CR 계수는 모두 .5 및 .7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수렴타당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을 구성하는 잠재변수들에 

대해 판별타당도를 분석한 결과는 상기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4는 잠재변수들 간 상관계수

들과 AVE 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잠재

변수들 간 상관계수가 .8 이상이면 변수들 간 다중

공선성이 의심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이 된 6개의 

잠재변수들 간 상관계수들은 .8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은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판별타당도 분석은 해당 잠재변수의 AVE 계수

가 상관계수의 제곱근 보다 클 때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4의 분석결과  잠재

변수 별 AVE 계수와 상관계수의 제곱근을 비교한 

결과 AVE 계수가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

도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4.3 경로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토대로 구성된 6개의 잠재

변수들로 구성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는 Table 5 및 Fig 3에 제시되어 있다. 앞선 

확인적 요인분석과 마찬가지로 경로분석에 앞서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CMIN/DF 계수는 3.873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

지만 5.0 미만으로서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

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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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관측변수
Std.

Estimate
Std

Error
SMC C.R. AVE

개념
신뢰도

Model-Fit

커뮤니케이션

휴먼터치

커 5 .784 - .614 -

.591 .920

CMIN/DF : 3.858

P-value : .000

CFI : .900, TLI : .888

IFI : .901, RFI : .854

NFI : .870

RMSEA : .061

커 6 .770 .042 .593 22.973

커 7 .763 .040 .582 22.706

커 8 .715 .040 .511 20.965

커 9 .764 .039 .584 22.771

커11 .812 .037 .659 24.534

커12 .760 .041 .578 22.597

커16 .781 .042 .610 23.389

심리적

휴먼터치

심12 .816 - .666 -

.619 .942

심13 .807 .037 .651 26.220

심14 .813 .039 .660 26.488

심15 .837 .039 .700 27.657

심16 .833 .038 .695 27.503

심17 .728 .037 .530 22.693

심18 .722 .038 .521 22.398

심19 .750 .038 .563 23.631

심20 .743 .039 .552 23.343

심23 .806 .037 .649 26.146

물리적

휴먼터치

물 7 .817 - .668 19.933

.626 .833물 8 .846 .065 .715 26.220

물11 .704 .067 .496 -

근  무

스케쥴

근 2 .762 .045 .581 21.099

.633 .926

근 3 .805 .042 .648 22.383

근 4 .808 .045 .653 22.471

근 6 .783 .047 .614 21.739

근 7 .807 .3044 .652 22.452

근 8 .851 .041 .724 23.732

근 9 .811 .047 .658 22.567

근10 .733 - .537 -

워크로드

워 1 .690 .053 .467 18.053

.566 .838
워 5 .702 .055 .493 18.365

워 6 .846 .051 .716 21.267

워 7 .760 - .578 -

이  직

의  도

이 1 .777 - .604 -

.609 .933

이 2 .833 .038 .694 25.289

이 4 .730 .044 .532 21.446

이 5 .750 .039 .563 22.202

이 6 .839 .039 .704 25.514

이 9 .750 .043 .562 22.162

이10 .780 .041 .608 23.267

이13 .768 .036 .590 22.383

이15 .789 .038 .622 23.578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onvergent Reli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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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휴먼터치

심리적
휴먼터치

물리적
휴먼터치

근  무
스케쥴

워크로드 이직의도 AVE

커뮤니케이션 
휴먼터치

1 .591

심리적 휴먼터치 .651 1 .619

물리적 휴먼터치 .663 .545 1 .626

근무 스케쥴 .623 .589 .614 1 .633

워크로드 -.031 .027 .053 -.106 1 .566

이직의도 -.429 -.425 -.472 -.440 .200 1 .609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 Discriminant Validity Test

가 설 경  로 Estimate Std. Error C.R. P-value

H1a 커뮤니케이션 휴먼터치 → 근무스케쥴 .239 .046 5.208 ***

H1b 심리적 휴먼터치 → 근무스케쥴 .281 .046 6.106 ***

H1c 물리적 휴먼터치 → 근무스케쥴 .307 .048 6.329 ***

H-2 근무스케쥴 → 이직의도 -.147 .063 -2.330 .020

H3a 커뮤니케이션 휴먼터치 → 이직의도 -.058 .067 .867 .386

H3b 심리적 휴먼터치 → 이직의도 -.248 .068 -3.676 ***

H3c 물리적 휴먼터치 → 이직의도 -.369 .073 -5.050 ***

H4a 커뮤니케이션 휴먼터치 → 워크로드 -.131 .061 -2.143 .032

H4b 심리적 휴먼터치 → 워크로드 .066 .061 1.080 .280

H4c 물리적 휴먼터치 → 워크로드 .104 .063 1.652 .098

H-5 워크로드 → 이직의도 .266 .047 5.689 ***

Table 5. Path Analysis Results

IFI .900, CFI .899, NFI .870, TLI .887 등 적

합도 계수들이 전반적으로 .9에 근접하는 수치

를 보여주었다. 특히 RMSEA의 경우 확인적 요

인분석과 마찬가지로 .061로 분석되어 모형 적

합도가 우수한 수준인 .06에 근접하였다. 이러한 

계수분석결과들을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

합도는 수용할 만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3

의 경로분석 결과 총 11개의 인과적 경로들 중

에서 8개 경로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된 반면에 H3a (커뮤니케이

션 휴먼터치 → 이직의도), H4b (심리적 휴먼터

치 → 워크로드) 및 H4c (물리적 휴먼터치 →

워크로드)의 CR 값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3개 경

로분석 p-값은 모두 유의수준 5%를 초과하였다.

4.4 매개효과 분석

휴먼터치와 이직의도 사이에 근무스케쥴과 워

크로드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회수 설문지

에

무응답 설문문항이 존재할 경우 AMOS를 이용

한 잠재변수들 간 직접 및 간접효과 분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잠재변수들 간 상관계수 및 표

준화 계수들의 변화를 통한 매개변수 효과만 분

석하였다.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6개 잠재

변수들은 모두 95% 신뢰도에서 유의한 이변량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Fig 3와 같이 근무스케쥴과 워크로드

가 매개변수로 포함된 후 커뮤니케이션 휴먼터

치가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058 (p=.386)으로 분석되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오히려 외생변수인 커뮤니케이션 

휴먼터치는 근무스케쥴이라는 매개변수를 거칠 

경우 .239(p<.01) 및 .147(p=.020)의 유의한 경로

를 통해 이직의도라는 내생변수에 영향을 주었

다. 아울러 외생변수인 커뮤니케이션 휴먼터치

는 워크로드라는 매개변수를 거칠 경우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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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32) 및 .266(p<.05)의 유의한 경로를 통해 

이직의도라는 내생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근무스케쥴과 워크로 드

는 커뮤니케이션 휴먼터치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완전 매개효과 (Full Mediating

Effect)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심리적 휴먼터치와 물리적 휴먼터치는 

근무스케쥴과 워크로드가 매개변수로 포함된 후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248(p<.001) 및 -.369(p<.001)로 나타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able 4에 

나타난 이직의도와의 상관계수가 심리적 휴먼터

치는  -.425 이고 물리적 휴먼터치는 -.472로 나

타나 있어 근무스케쥴과 워크로드가 매개변수로 

포함된 후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은 다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생변수인 심리적 휴먼터치는 근무스케쥴이

라는 매개변수를 거칠 경우 .281(p<.01) 및 

.147(p=.020)의 유의한 경로를 통해 이직의도라

는 내생변수에 영향을 주었다. 물리적 휴먼터치 

역시 근무스케쥴이라는 매개변수를 거칠 경우 

.307(p<.01) 및 .147(p=.020)의 유의한 경로를 통

해 이직의도라는 내생변수에 영향을 주었다. 하

지만 두 외생변수들 모두 워크로드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β=.066, β=.104)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리적 휴먼터치와 물리

적 휴먼터치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

어 부분적 매개효과 (Partial Mediating Effect)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 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4장의 구조방정식 분석내용을 토대로 가설 검

정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6과 같다.

가설 1은 세부가설 H1a, H1b 및 H1c 가 모

두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채

택되었다. 가설 2의 p-값 역시 .020으로 유의수

준 이내로 들어와 채택되었다. 가설 3의 경우 

세부가설들 중 H3a p-값이 .386으로 유의수준 

.05를 초과하여 기각되었기 때문에 일부 채택으

로 결정하였다. 가설 4에서는 세부가설들 중 

H4a만 가설검정 값이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채택되었다. 앞선 4.4절 매개효과 분석 결과를 

Fig 4. Research Model - Path Analysis Results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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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워크로드는 심리적 휴먼터치와 물리적 

휴먼터치에 매개효과는 없기 때문에 세부가설 

H4b 및 H4c 는 기각되었으며 가설 7 역시 일부 

채택되었다. 가설 5의 경우 p-값이 유의수준 이

내로 들어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 6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휴먼터치와 이직의도 사이에

서 근무스케쥴은 완전매개 효과가 있어서 채택

되었으며 워크로드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어 역

시 채택되었다.

β C.R. P-value
Test

Result

H-1 휴먼터치 → 근무스케쥴 채 택

H1a .239 5.208 *** 채 택

H1b .281 6.106 *** 채 택

H1c .307 6.329 *** 채 택

H-2 -.147 -2.330 .020 채 택

H-3 휴먼터치 → 이직의도 일부 채택

H3a -.058 .867 .386 기 각

H3b -.248 -3.676 *** 채 택

H3c -.369 -5.050 *** 채 택

H-4 휴먼터치 → 워크로드 일부 채택

H4a -.131 -2.143 .032 채 택

H4b .066 1.080 .280 기 각

H4c .104 1.652 .098 기 각

H-5 .266 5.689 *** 채 택

H-6
커뮤니케이션 휴먼터치 : 완전매개
심리적 물리적 휴먼터치 : 부분매개

채 택

H-7
커뮤니케이션 휴먼터치 : 완전매개
심리적 물리적 휴먼터치 : 효과없음

일부 채택

Table 6. Summary of Hypothesis Test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지상조업 종사자들의 이직의도에 

대한 이론적 실증뿐만 아니라 실무 측면에도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이론적 측면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휴먼터치-이직의도 연구 모형 및 가설 검정을 

통해 휴먼터치의 각 변수들이 이직의도에 다양

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함으로

써 이직현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화하

여 정립된 이론적 틀을 제시할 수 있었다. 특히 

근무스케줄, 워크로드의 특성이 이직의도에 미

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증 분

석결과를 축적함으로써 기존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를 보다 확장시킬 수 있었다. 또한 지상조

업 직원을 대상으로 휴먼터치에 대한 새로운 개

념을 제안하고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데 기여하였다.

실무적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직원이 경험하는 이직의도를 관리하여 

효율적 인적관리를 위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

다. 휴먼터치의 각 변수들 중 심리적, 물리적 터

치는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나, 커뮤니케이션 터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아직까지도 지상조업 직원

과 경영층과의 의사소통이 여전히 단방향이거나 

상,하 수직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영층은 먼저 직원 

개개인에게 낙관적인 사고를 통해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또한 커뮤니

케이션 휴먼터치만이 워크로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심리적, 물

리적 터치와의 적절한 조합을 통한 전략적인 대

처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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