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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business environment is very rapidly changed and complicated. Therefore, the companies are confront 
with the biggest difficulty. To overcome this difficulty, the management should be able to accomplish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the efficient business management.

Korea railroad industry has a close association with national life as it carries out public works based on its public 
nature as well as purses the corporate spirit. For that reason, Korea railroad industry has a great spin-off on national 
economy and exerts a tremendous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around the indus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t aspect of efficiency resulting from business rationalization. Railroad system can be 
described as organic. Railroad Employs take a great role in this system. According the psychology and the 
Organization Behavior, the decision maker's personality and employee' work satisfaction have influence on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ailroad Employs' Personality and Work satisfaction which influence 
on the efficient business management.

Keywords : Railroad employs’ personality, Work satisfaction, MBTI, 
철도종사원, 성격유형, 직무만족

Abstract

철도종사원의 성격유형과 직무만족에 관한 실증적 연구 Ⅱ

A Empirical StudyⅡ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ilway Employs’

Personality Types and the Work Satisfaction

․
․ 

1. 서 론

사회의 모든 기업은 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기업의 목표를 효율 으로 달성하기 하여 인  자

원, 물  자원 등, 제 자원들을 이용한 략을 수립하여 시행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환경에 응하고 도 하며 

생존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환경의 변속에
서 모색해야만 하는 생존 략은 창조 인 사고와 이를 바탕

으로 한 능동 ․ 극 인 략이 심이 되어야만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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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핵심 략은 기업성장의 원동력이자 경 신의 략

 수단인 인 자원개발 략이 그 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를 하여 경 자들은 인력들에 한 효과 인 동기부여  

이들의 왕성한 의욕과 창의성을 자극 할 수 있는 조직구조나 

분 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요한 과제로 두되었으며, 
그 에서도 직무만족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심리학과 조직행동론에서 많은 학자들은 인간은 그

가 하고 있는 직무에 만족한 상태에 이를 때에는 조직의 목

표에 최 한 심과 역량을 자발 으로 기울이게 되며, 자신
이 소속해 있는 직장과 직무를 정 으로 지각하게 되고 

더불어 인간 계도 원활해져 생산성향상을 가져오며, 조직
의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한다.
한 조직이 구성원의 성격에 한 정보를 가지면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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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과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에 도움을  수 있으

며, 나아가 조직구성원들이 갖는 성격유형이 직무만족, 조직
풍토, 리더쉽, 결근율 그리고 근무동기 등에도 향을 미친
다고 한다.
한편, 최근 철도산업은 환경변화로 인한 제 2 의 르네상스
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TSR, TCR
과 TMCR, TMR 등과의 연계와 동북아물류기지로서 주도
 역할을 하기 하여 철도가 각 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확고하게 완성하기 하여 많은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그 
에서도 철도운 기 의 안 성  그 수익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시 에 있다.
이러한 철도운 기 에 있어서 안 성  수익성을 제고

하는데 요한 치에 있는 철도종사원의 직무만족문제는 

개인차원이나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무엇보다도 요하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철도운 기 에 근무하는 종사원들

의 성격유형의 실태를 알아보고 성격유형과 직무만족과의 

계를 실증 인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성 격

성격의 정의에 해서는 심리학자들 간에도 그 이론 인 

입장에 따라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으나 일반 으로 성격을 

정의하면, 한 개인이 환경에 응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비교
 일 성 있게 나타나는 개인특유의 행동  사고의 양식

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1], 본 연구에서도 성격에 한 정
의를 이것으로 채택하 다. 
성격에 한 주요이론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몇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정신분석이론이 있으며, 표 인 학자

는 로이드이다. 둘째로는 특질이론이며 표 인 학자로

는 Allport, Cattell이 있다. 셋째는 상학  이론이며 표

인 학자는 Rogers이다. 마지막으로, 행동주의 근이며 
표 인 학자는 Skinner 이다. 
한편, 성격유형에 한 이해는 체로 자기개발을 심화하
고, 인 계나 의사소통문제를 개선하며, 가족 계에서 발

생하는 갈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한 객 인 시각과 

상황이해를 한 개념의 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진로선택, 
학업성취 계획 수립, 조직과 집단지도와 리더십 육성, 집단
과 조직 안에서 계역동 이해와 같은 사용방향이 설정될 

때 매우 효과 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유형을 분류하는 도구로 리 사용되

는 것에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에니어그
램(enneagram)1)과 DiSC2) 등이 있다.†

2.2 직무만족

직무만족이란 임 이나 리 그리고 직무내용 등 직무조

건에 한 정서  반응으로 야기되지만, 만족이란 감정  반

응이므로 그 개념의 의미는 정신 인 과정인 추론을 통해 

악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 
에서 직무만족이 정의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
을 직무에 한 태도의 하나로서 한 개인의 직무나 직무경

험 평가 시에 발생하는 유쾌하고 정 인 정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2]. 이 듯 직무만족이 학자들 사이에 주요 

심사가 되어온 이유는 종업원들이 조직에 한 호의 인 

태도가 성과에 커다란 향을 주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
한 직무만족에 한 이론  근거를 제공하는 이론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동기와 직무만족과 련된 이론으로서 

Herzberg가 제시한 동기- 생이론이 있다[3]. 둘째, 공정성
이론이며 표 인 학자는 Adams이다[4]. 셋째, 욕구충족
이론이며 표 인 학자는 Maslow이다[5]. 넷째, 기 이론

이며, 표 인 학자는 Vroom이다[6].

2.3 성격유형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개인의 직무수행  직무수행능력, 동기 등의 역에서 
성격변인은 산업심리학의 핵심 인 자리를 차지하여 왔다. 
Guilford나 Gattell은 직무수행의 유지를 해서 성격 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Oliver는 직무만족은 일의 형태보
다는 조직  차이와 개인  차이인 성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고 하 다[7]. 한, 국내에서도 김왕동[8], 채규자[9], 박신
우[10]의 성격유형에 의한 직무만족도 차이연구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와 같은 연구들을 통하여 밝 진 개인의 성격유형과 직

무만족에 한 연구들에서 두 변수 간에 유의미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들
과 다른 은 성격유형과 직무만족에 한 분야에서는 피험

자를 철도운 기 의 종사원으로 한 이고, 철도 련분야

에서는 기존의 직무만족연구와는 달리 성격유형을 직무만족

과 최 로 연결하 다는 이다.

1) ‘9’를 의미하는 희랍어의 ‘ennea’와 ‘문자’ 는 ‘ (點)’을 뜻하는 

‘gramma’의 합성어

2) Dominance-Influence-Conscientiousness-Steadiness의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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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 은 철도운 기 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

들의 성격유형 악과 성격유형과 직무만족간의 계를 알

아보는 것이다.
이를 하여 앞에서 살펴 본 성격과 직무만족에 한 이

론과 선행연구를 토 로 성격유형과 직무만족을 정의하 고 

이를 측정하여 두 변수간의 계를 알아보는 실증 인 방법

을 사용하 다.

3.1 연구대상과 절차

피험자는 재 철도운 기 의 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로 선정하여 성격유형검사와 직무만족 설문을 실시하

다. 
연구 차는 2005년부터 2개년에 걸쳐 연구자가 교육 인 

피험자를 상으로 성격유형검사와 직무만족설문을 실시하

으며, 설문시간은 평균 으로 30분쯤 소요되었다. 한편, 
설문 상은 420명 이었다.

3.2 실험설계

본 연구의 목 을 세분하여 보면, 첫째는 종사원들의 성
격유형분포를 알아보고, 둘째는 성격유형별 직무만족과의 
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격유형을 선호지표(E-I)별 
성격유형, 기능별 성격유형(ST/SF/NF/NT)과 기질별 성격
유형(SJ/SP/NP/NJ)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가설을 검
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 종사원의 직무만족은 지표별 성격유형별로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종사원의 직무만족은 기능별 성격유형별로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종사원의 직무만족은 기질별 성격유형별로 차
이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사용되는 측정변수에 한 조작  정의

를 다음과 같이 정하 다.
첫째, 독립변수인 성격유형의 분류는 Jung의 성격유형론
에 근거하여 Myers & Briggs가 개발한 MBTI에서 분류한 
16가지 성격유형을 선택하여 측정하 으며,3)†성격유형검

사는 김정택․심혜숙이 표 화한 한국  MBTI 성격유형검
사 컴퓨터 채 용 GA형을 사용하 다.4)

둘째,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은 직무에 한 만족도를 의미
한다.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직무에 한 체 인 

평가인 단일지표와 직무와 련된 여러 요인들 각각에 한 

만족을 총 하는 요약지표 두 가지 근법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단일항목에 의해 반 인 만족을 측정

하는 것이 측면만족의 합계보다 포 이라는 연구결과[11]
에 의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를 선택하여 측정하 다. 이를 
측정하기 하여 설문서를 구성하 으며, 이 검사의 반응은 
5  리커트식(Likert Form)이다. 항목에 한 신뢰도 측정
을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  MBTI 성격분류검사지는 한국심리검사연
구소에 의뢰하여 결과를 받아 분석하 으며, 성격유형과 직
무만족과의 계를 검증하기 하여 성격유형검사자료와 설

문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 다. 
한편, 연구목 을 검증하기 한 통계방법으로는 성격유

형에 따른 직무만족과의 계를 검증하기 하여 SPSS 
WIN 10.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사
용하 다.

4. 결과분석

4.1 성격유형분포

본 연구의 첫 번째 목 인 종사원들의 성격유형분포는 

Table 1과 같다. 표에서 나타났듯이, 종사원들의 지표별 성
격유형은 첫째, 에 지 충 의 방향에서는 안으로 향하는 내

향형(I/63%) 둘째, 개인의 의사결정 방법이나 결론 도달방
식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를 시하는 사고형

(T/75%) 셋째,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와 방법과 련하여 오
감을 통하여 직 으로 받아들이는 감각형(S/89%), 개인이 
선택하는 삶의 양식과 련되어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리는 

능력과 함께 사 에 계획하고 조직된 방식으로 생활하려는 

단형(J/66%)으로 나타났다. 
인식과 단을 보여주는 기능별 성격유형은 실제 이고 

사실 심 인 유형인 ST(감각+사고/68%)와 동정 이며 우

호  유형인 SF(감각+감정/21%) 순으로 나타났다. 

3) 외향성(E)-내향성(I), 감각(S)-직 (N), 사고(T)- 단(F), 단(J)-인식

(P)의 선호지표를 기 으로 ISTJ, ISFJ, INFJ, INTJ, ISTP, ISFP, 

INFP, INTP, ESTP, ESFP, ENFP, ENTP, ESTJ, ESFJ, ENFJ, ENTJ

와 같이 16가지 유형으로 분류.

4) 한국  MBTI의 신뢰도지수는 검증되어 제작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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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별 성격유형은 SJ(60%)와 SP(28%) 순으로 나타났
으며, MBTI 16가지 성격유형에서는 ISTJ형이 32%이고 
ESTJ형이 18%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 상인 철도운 기  종사원과 우리나라 일

반인의 성격유형과 비교하여 보면, 지표별 성격유형은 첫째, 
내향형(I/66%) 둘째, 사고형(T/72%) 셋째, 감각형(S/82%), 
넷째, 단형(J/78%)이었다. 기능별 성격유형에선 ST(감각+
사고/60%)와 SF(감각+감정/21%)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질
별 성격유형은 SJ(67%)와 SP(14%) 순이었다. MBTI 16가
지 성격유형에서는 ISTJ형이 32%이고 ESTJ형이 19%를 
보여주고 있어서[12] 본 연구의 상인 철도운 기  종사

원가 보여주고 있는 성격유형과 유사하 다.

Table 1. 피험자 성격유형 황

ISTJ：136 ISFJ：24 INFJ：2 INTJ：11 ▶ E(외향)：157
   I(내향)：263
   J( 단)：278
   P(인식)：143
▶ SJ：254
   SP：119
   NP：24
   NJ：23

ISTP：45 ISFP：26 INFP：12 INTP：7

ESTP：27 ESFP：21 ENFP：3 ENTP：2

ESTJ：77 ESFJ：17 ENFJ：1 ENTJ：9

▶ S(감각)：373/ N(직 )：47/ T(사고)：314/ F(감정)：106
▶ ST：285/SF：88/NF：18/NT：29

이를 분석하면, 첫째 지표별 성격유형에서 종사자들은 
63%가 개인의 주의집 과 에 지의 방향이 인간의 내부로 

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식과 지각에서는 89%가 
재에 을 맞추고 오 을 통하여 찰가능 한 사실이나 

사건을 잘 받아들이며, 실 이고 찰능력이 뛰어나 세세

한 것까지 기억을 잘하는 구체 인 감각형이 다수를 차지하

고 있었다. 한 선택이나 결정을 하여 단을 내리는 마음
의 기능에선 진실과 사실에 심을 논리 이고 객 인 방

법으로 결정하기 하여 정보를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사고

형이 75%로 조사되었다. 한편, 외부세계에 한 태도나 
응에 있어는 66%가 분명한 목 의식과 방향감각을 가지고 

계획 이고 조직화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단형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직업의 선택  만족, 의사결정 
등과 같은 역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요한 요소인 기능별 

성격유형에서는 사실에 심을 두고 수집된 사실을 바탕으

로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논리 , 분석 으로 결정을 내리는 

감각  사고형(ST)이 68%를 보여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질별 성격유형에서는 의무를 몹시 필요로 
하며 무엇보다도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  단 에 도움이 

되기 하여 존재하는 경향인 SJ가 60%를 보이고 있다.  

4.2 가설검증

4.2.1 가설 1의 검증

종사원들의 성격유형에서 개인의 집 과 에 지의 방향에 

따른 직무만족과의 계를 검증하기 한 가설1의 분산분석
결과 기술통계표와 분산분석표는 Table 2와 Table 3과 같이 
나타나 있다.

Table 2. 지표별 성격유형 기술통계

수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평균에 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E
I
합계

157
263
420

3.22
3.05
3.11

.991

.991

.994

.079

.061

.048

3.07
2.93
3.02

3.38
3.17
3.21

Table 3. 지표별 성격유형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집단-내
합   계

3.091
410.650
413.740

1
418
419

3.091
.982

3.146 .077

표에서 보듯이 분석결과 E-I형에서의 성격유형에 따른 직
무만족에서는 0.07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 다. 
따라서 종사원들의 직무만족도는 개인의 주의집 과 에 지

의 방향이 인간의 내부로 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향

형보다는 외부로 향하는 외향형의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4.2.2 가설 2의 검증

종사원들의 기능별 성격유형과 직무만족과의 계를 검증

하기 한 가설 2를 검증하기 하여 분산분석결과 기술통
계표와 분산분석표는 Table 4와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4. 기능별 성격유형 기술통계

수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평균에 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NF
NT
SF
ST
합계

18
29
88
285
420

2.89
3.00
3.33
3.07
3.11

.900
1.134
1.036
.965
.994

.212

.211

.110

.057

.048

2.44
2.57
3.11
2.96
3.02

3.34
3.43
3.55
3.18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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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기능별 성격유형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집단-내
합   계

 5.923
407.817
413.740

3
416
419

1.974
.980

2.014 .111

표에서 보듯이 분석결과 기능별 성격유형에 따른 직무만

족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p-value 0.111)가 발생
하지 않았다. 따라서 종사원들의 직무만족도는 기능별 성격
유형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통계 으론 아주 근소하게 유의미한 차

이(보통 통계 으로 p-value 0.1까지 유의미한 차이로 간주)
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종사원들의 직무만족도는 인식할 
때 주로 감각을 사용하며 단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선호하

는 동정 이며 우호  유형인 SF형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가장 높았다. 반면에 단할 때 감정을 사용하며 인식하는 
경우에는 직 을 선호하는 열정 이고 통찰  유형인 NF형
이 가장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이다.

4.2.3 가설 3의 검증

종사원들의 기질별 성격유형과 직무만족과의 계를 검증

하기 한 가설 3을 검증하기 하여 분산분석결과 기술통
계표와 분산분석표는 <Table 6>과 <Table 7>과 같이 나타
났다.

Table 6. 기질별 성격유형 기술통계

수 평균
표

편차

표

오차

평균에 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NJ
NP
SJ
SP
합계

23
24
254
119
420

3.04
2.88
3.14
3.11
3.11

1.224
.850
.972
1.023
.994

.255

.174

.061

.094

.048

2.51
2.52
3.02
2.92
3.02

3.57
3.23
3.26
3.30
3.21

Table 7. 기질별 성격유형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집단-내
합   계

1.681
412.059
413.740

3
416
419

.560

.991
 .566 .638

표에서 보듯이 분석결과 기질별 성격유형에 따른 직무만

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p-value 0.638)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질별 성격유형에 다른 종사원들의 직무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 결론과 한계점

최근에 경 자들은 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기업의 목

표를 효율 으로 달성하기 하여 인 자원을 구성하는 조

직구성원들에게 한 효과 인 동기부여  개개인이 맡고 

있는 직무에 한 만족감을 충족시켜  수 있는 리방법

을 개발하여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 존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막 한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 철도산업은 환경변화로 인한 제 2의 르네상스
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철도는 국제화시 에서 철

도선진국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아주 요한 시기에 놓

여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요한 역할을 하는 철도종사
원의 직무만족문제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찾아진 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의 첫 번째 목 인 운 기  종사원들의 성격유형분

포는 지표별 성격유형은 내향형이 63%, 감각형이 89%, 사
고형이 75%, 단형이 66%의 순이며, 기능별 성격유형은 
ST가 68%, SF가 21%순으로 나타났다. 기질별 성격유형은 
SJ가 60%, SP가 28% 순으로 나타났으며, MBTI 16가지 
성격유형에서는 ISTJ형이 32%이고 ESTJ형이 18%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격유형과 직무만족간의 계에서는 첫째, 선호지
표인 E-I형에서의 성격유형에 따른 직무만족에서는 p-value 
0.07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 으며, 개인의 주의집
과 에 지의 방향이 인간의 외부로 향하는 성격인 외향형이 

내향형보다 직무만족의 수 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표별 성격유형이 종사원의 직무만족과 련이 있다는 결

론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기능별 성격유형에 따른 직무만족에서는 통계 으

로 아주 근소하게(p-value 0.111)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
지 않았으나, 동정 이며 우호  유형인 SF형이 다른 유형
에 비하여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음을 보여주었으며, 따라서 
기능별 성격유형도 종사원의 직무만족과 련이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질별 성격유형에 따른 직무만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기질별 성격유형이 종사
원의 직무만족과 련이 없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결과가 제시하고 있는 은 첫째, 성격유형별로 직무
만족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운 기  종사원들의 성격유형별로 직무만족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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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다. 
둘째, 운 기 의 종사원 선발 시 성검사를 실시하여 

선발한 종사원들의 성격유형별로 직무만족을 제고시키는 요

인들을 연구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개인의 발 을 도모하여

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 으로 실증결과를 확  용할 경

우에 각 성격유형별 피험자의 숫자가 균등하지 않아 이 

을 염두에 두고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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