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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든 KTX(Korea Train Express)와 SRT(Super Rapid Train)의 개통으로 문화, 관광은 물론 산업발전

을 위한 커다란 기틀이 마련되어졌다. 

이러한 발전은 각 분야의 부단한 노력과 현업에 의한 적극적인 도전과 개척정신이 크게 기여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철도분

야의 이 같은 괄목할 발전과 성장의 과정에서 최근에는 열차 안전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교통관제사의 역할이 매우 크게 부

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교통관제사를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하고 통제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 하고 있으며[1], 정부에서는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한 면허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철도안전법 개정: 2015년 11월 22일

개정, 2017년 8월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시험시행, 국토교통부). 이렇게 철도교통관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가운데 철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turnover intentions of railway traffic controllers among employees

of a domestic railway corporation. Variables influencing job turnover intention included exploited variables (empower-

ment, job str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exhaustion) that have been actively studied in other field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mpowerment of railway traffic controllers did not directly affect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but had a direct effect 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xhaustion. Job stress did not

directly affect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xhaustion, and job satisfaction did not directly affect

organizational commitment,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s. Burnout has a direct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indicat-

ing that exhaustion of railroad traffic controllers has an effect on turnover intentions. In conclusion, empowerment has

a direct effect on burnout and exhaustion has a direct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management

of empowerment and exhaustion is important for the prevention of turnover of railway traffic controllers.

Keywords : Empowerment,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 commitment, Burnout, Turnover intention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철도운영기업 종사자 중 철도교통관제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이직의도에 대

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타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진행되고 있는 변수(임파워

먼트,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소진)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철도교통관제사들의 임파워먼트는 직무스트레

스,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직무만족, 조직몰입, 소진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 또한,

조직몰입, 소진,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나 철도교통관제사의 소진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임파워먼트가 소진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고, 소진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인 것을 나타난 바, 본 연구는 철도교통관제사들의

이직예방을 위해서는 임파워먼트 와 소진의 감정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조직몰입, 소진,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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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통관제사들의 근무환경은 상시 정신적 긴장상태를 요구하며, 시간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예

상하지 못한 비상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 철도교통관제사들의 과업환경은 인간의 시각과 청각 등 인

간의 감각기관에 많이 의존하는 업무이며, 이러한 지각활동을 통하여 철도교통의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활동을 인지할 수 있으

며, 열차의 운행상황을 항상 LDP(Large Display Panel, 대형열차운행표지반)로 감시하고 이례상황 발생 시 열차 운행 통제 및

고객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정확한 판단과 조치지시 등 업무 수행능력 뿐만 아니라 고도의 책임감과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이

러한 철도교통관제사의 과업환경은 높은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가 항상 내제 되어 있다[2].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수행 능

력과 나아가서는 이직의도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철도교통관제사들은 KTX기장처럼 철도전문가 집단으로서 철도운영기

관에서는 핵심인력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핵심인력들의 이직은 철도운영기관에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난다. 이직 증가는 양질의

철도교통관제사의 인력을 확보, 유지하기 어려움을 물론 조직 관리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인력을 모집, 선

발, 교육시키는 비용의 지출로 재정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발생되면서 철도운영경영자들은 운영기관의 대표적인 핵심인력인 철

도교통관제사 인력 유지와 이직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를 위해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철도영역이 아닌 타

분야에서는 이직의도와 소진(burnout), 직무만족, 임파워먼트,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인과간계 분석을 통한 직·간접효과

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영역에서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한 선행연

구는 직무스트레스의 선행요인, 직무만족 선행요인, 조직몰입의 선행요인처럼 각각의 영향을 주는 요인만을 연구하였을 뿐, 총

체적으로 직·간접적인 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과관계를 분석함은 물론 잠재변수가

다른 잠재변수에 미치는 효과, 측정모델에 의해 잠재변수가 미치는 효과도 분석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구

조방정식 모형은 다양한 사람들의 복잡한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통계적 기법이며, 기존의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할 경우, 요

인에 대한 추정치를 구한 후, 다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계수를 추정하게 된다. 즉, 추정오차가 요인분석 때 한번 발생하고, 회

귀분석 때 또 발생하여 오차가 중첩되게 된다. 반면에 구조방정식은 한 번에 추정하게 되어 추정오차가 낮게 발생 되며, 회귀

분석에서는 측정오차를 무시하지만 구조방정식에서는 측정오차를 고려하고,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므로 회귀

분석과 비교하여 사회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분석결과도 더 신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회귀분석보다 사회현

상규명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드문 철도교통관제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타 분야에서의 이직의도 선행요인으로 주로 연구되는 임파워먼트,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소진(Burnout)이 이직의도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2.1 임파워먼트와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소진, 이직의도와의 관계

임파워먼트는 20세기에 시민권리운동, 흑인 투표권 저항운동, 노조활동, 시민권리 단체 활동 등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사

회학자들은 이들 그룹들이 사회구조적 차별과 소속단체의 무력감을 극복하고 민주적 권리를 얻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을 정도로 파워를 갖게 되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개념은 당시로서는 인권강조의 영향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

하며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차원과 부합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국가와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는 경

향을 나타내게 되었고, 자신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다[3]. 또한, 임파워먼트는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강

한 사명의식을 갖도록 하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 스스로 의사 결정권을 갖게하여 통제감을 높게 함으로써 무력감

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강한 업무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원에게 성취감을 주며 구성원들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

도록 한다[4]. Speitzer(1995)[5]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의미성, 역량성, 자기결정성, 영향성 등 네 가

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충족시키고 구성원의 직무동기를 향상시키며 직무

수행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구옥희 등(2000)[6]은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일원

(2005)[7]은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의 영향 요인을 밝혀냈다. 또한, 김진수 등(2006)[8]은 임파워먼트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파워먼트가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없

지만, 임파워먼트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이고[9],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소진을 모델에 포함했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1. 철도교통관제사의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철도교통관제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낮을 것이다.

가설 2. 철도교통관제사의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철도교통관제사의 직무만족은 높을 것이다.

가설 3. 철도교통관제사의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철도교통관제사의 조직몰입은 높을 것이다. 



신동희·진장원

560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20권 제4호 (2017년 8월)

가설 4. 철도교통관제사의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철도교통관제사의 이직의도는 낮을 것이다.

가설 5. 철도교통관제사의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철도교통관제사의 소진의 정도는 낮을 것이다.

2.2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조직몰입 소진과의 관계

스트레스에 관해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지만, 일관된 정의는 아직까지 없다. 스트레스의 원천과 유형이 그 만큼 다양하

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Hellriege와 Slocum(2004)[10]은 스트레스를 한 개인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지나쳐 그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때 겪게 되는 흥분, 불안감, 신체적 긴장으로 정의내리고,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인자(stressors)

로 과업 및 삶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과업관련차원의 스트레스가 직무스트레스로서 이들 요인이 개인의 특성과 상

호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 증상을 야기하게 된다. Deal과 Kennedy(1981)[11]는 기업환경가의 상호관계에서 기업체가 성

과달성을 위하여 얼마나 모험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로 얼마나 빨리 피드백을 받느냐의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투자

형 기업문화, 모험형 기업문화, 근민형 기업문화로 구분하였으며, Wallach(1983)[12]는 개인의 동기유발 요인을 성취욕, 친화욕,

권력욕 등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기업문화의 유형을 적용시켜 혁신적 문화, 후원적 문화, 관료적 문화로 구분하고 있다. 직무스

트레스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13],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4].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철도교통관제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철도교통관제사의 직무만족은 낮을 것이다.

가설 7. 철도교통관제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철도교통관제사의 조직몰입은 낮을 것이다.

가설 8. 철도교통관제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철도교통관제사의 소진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

2.3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소진, 이직의도와의 관계

Locke(1976)[15]은 직무만족을 작업이나 작업수행의 평가에서 오는 기쁨이나 긍정적인 감정상태 라고 정의 하였다. 직무만족

요인으로 Mills(1982)[16]은 직무만족 요인으로 성취감, 책임, 승진, 작업 자체의 즐김, 안정감 등이 생기는 도전적인 직무 등을

제시하였으며, 직무불만족 요인으로는 작업규칙, 조명, 조명, 휴식시간, 직위, 선임권, 임금 등을 들었다. Vroom(1964)[17]은 직

무만족의 요소 감독, 작업진단, 직무내용, 임금, 승진기회, 작업시간 등을, Alderfer(1967)[18]은 임금, 부가급부, 상사에 대한 존

중, 동료에 대한 존중, 성장이란 5요소를 제시 하였다.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9]. 또한,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9. 철도교통관제사의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철도교통관제사의 조직몰입은 높을 것이다.

가설 10. 철도교통관제사의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는 낮을 것이다.

가설 11. 철도교통관제사의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을 것이다.

2.4 조직몰입과 소진, 이직의도와의 관계

조직몰입은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고 종사원이 조직에 대해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헌신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가를 보

여주는 것으로서 조직몰입은 소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21], 이직의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2. 철도교통관제사의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철도교통관제사의 소진의 정도는 낮을 것이다.

가설 13. 철도교통관제사의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을 것이다.

2.5 소진과 이직의도와의 관계

Maslach(1982)[23]은 지속적인 소진의 경험은 낮은 성과와 이직의도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으며,Brotheridge와

Grandey(2002)[24]도 소진이 부정적인 업무태도를 형성하고 이직의도를 증가시켜 결국 이직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다고 밝혔다. 윤선영(2010)[25]은 콜 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정소진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

장 하였으며, 박재희(2009)[26] 또한 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호텔 종사원의 감정소진은 이직의도를 높인다고 주

장하였다. 또한, 김태성(2013)[27]은 KTX승무서비스 종사원들의 감정소진이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14. 철도교통관제사의 소진의 정도가 낮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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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을 관련변수에 따라 제시하면 Fig. 1과 같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철도운영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중, 철도교통관제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철도교통

관제사들의 임파워먼트가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소진, 이직의도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론으로 Fig. 1과 같이 외생 잠재변수는 독립변수를 말하는 것이고 내생 잠재변수는 종속변수를 말한다. 외생 잠재변수 1개와

내생 잠재변수 5개로 구성되며 외생 잠재변수는 임파워먼트이고 내생 잠재변수는 직무스트레스,직무만족,조직몰입,소진,이직의

도로 구성되었다.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에서 말하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 unobserved variable)란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이론적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 측정되는 많은 변수들의 배후에 숨어 그들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

는 가설적인 변수를 의미한다[28]. 잠재변수는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명명한 잠재변수를 실질

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변수가 필요하다. 이것을 측정변수(observed variable)이라고 한다. 이는 관측변수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이직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설문지를 작성 후 현 과업에 근무하고 있는 철도교통관제사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작성된 설문지를 검증 및 수정·보완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고유치가 1보다 크고

요인적재량이 6.0~7.0범위에 있으며 다른 요인들과의 적재량이 .40미만인 문항을 제거하고 최종 측정변수 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측정 변수는 외생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는 15개이며, 내생 잠재변수 측정변수는 51개(직무스트레스: 13, 직무만족: 12,

조직몰입: 9, 소진: 12, 이직의도: 5)이다. 

3.2 조사 설계 및 분석방법

3.2.1 조사 설계 

본 연구 조사대상 철도운영기업의 분포 및 연구대상은 철도공사(15.9%), 서울메트로(18.9%), 서울도시철도공사(43.2%), 부산

교통공사(12.9%), 광주도시철도공사(9.1%)의 국내 5개 철도운영기업에 종사하는 철도교통관제사들을 대상으로 300명을 표본으

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별은 100% 남성이었고, 연령대는 40~50대가 66.7%, 철도교통관제사 경력은 6~10년이

20.5%로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는 2017년 2월 6일~3월 23일 까지 약 2개월 간 실시하였으며, 최종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36부를 제외한 264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3.2.2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사회 과학용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사회 과학을 위해 개발 된 SPSS 20.0 프

로그램과 Temple University의 James L.Arbuckle 교수가 개발하여 현재까지 널리 쓰이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LISREL, EQS 등

Fig. 1.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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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사회과학분야의 구조방정식모형(SEM)자료 분석에 사용되는 AMOS 20.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 철도교통관제사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연구변인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성을 검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

로 Cronbach'sα 계수를 산출 하였다. α계수는 내적일치성을 통해 신뢰성을 검사하는 계수이다. 내용타당성이 충족된 설문문항

들이 측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동일개념을 측정한 복수 개의 측정값을 서로 상관 정도가 높아야 한다. α계수는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0.7이상이면 설문항목들 즉, 측정도구는 신뢰적인 것으로 판단한다[28]. 마지막으로 철도운영기업에 종사하

는 철도교통관제사들의 임파워먼트,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소진, 이직의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EM: Structure Equation Model)을 실시하였다. 

3.2.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철도교통관제사들은 신호, 전기, 통신, 열차와 같이 관제실 이라는 한 공간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

자들을 의미한다. 임파워먼트는 ‘자신과 조직구성원으로부터 최고를 추구하기 위해 실질적 권한을 위임하여, 진정한 파워를 발

휘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에 대한 측정은 Spreitzer(1995)[5]가 개발한 자기결정력, 역할수행능력, 과업의미성, 업무영향

력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활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조직구성원들의 육체적, 심리적, 생리

적 이탈을 초래하는 개인의 외적인 상황에 대한 적응적인 반응을 의미한다[29]. 본 연구에서는 Beehr(1978)[30]가 개발하고 사

용한 도구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직무만족은 개인이 직무를 평가하거나 또는 직무를 통해 얻게 되

는 경험을 즐겁고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직무에 대한 태도이다[31]. 본 연구에서는 Slavit, Stamps, Piedmont 와

Hasse(1978)[32]가 개발하고 박성완(2004)[33]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적합도록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조직몰입은 현

조직에 계속 남아 있으려는 성향으로서 한 개인의 특정조직에 대한 상대적 동일화나 관여의 정도, 또는 자기가 속한 조직에 일

체감을 느끼고 몰두하며 애착심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Mowday 등(1979)[34] 등 개발한 Organization

Commitment Questionnaire를, 김일원(2005)[7]이 사용한 도구로 본 연구에 적합 하도록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소진은 스트

레스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직무스트레스 반응의 한 형태로서 부정적인 자아개념 및 부정적인 근무태도, 업무

대상자에 대한 관심소실 등의 현상을 포함하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탈진의 증후군을 말한다[35]. 본 연구에서는 Pine,

Aronson과 Kafry(1981)[36]가 개발한 소진 측정 도구를 김신정(2007)[37]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

여 사용 하였다. 이직의도는 종사원이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현재 직장을 떠나려는 의도, 조직을 떠나기 위한 신중하

고 사려 깊은 생각을 말한다[38]. Mobley(1982)[39]가 개발하고, 사용한 도구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4. 연구 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4.2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특성

철도운영기업에 종사하는 철도교통관제사들의 임파워먼트,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소진, 이직의도의 연구변인들이

타당성이 있는 지를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회전은

Varimax방식을 사용 하였으며, 요인적재량 및 요인 공통성(Communality)은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인적재량 및 요인 공통성(Communality)이 낮은 변수는 요인분석에서 제외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공통성이

0.4이하면 낮다고 판단하였다[40]. 직무스트레스 4개, 직무만족 2, 조직몰입 2개, 항목을 제거 하고, 고유치가 1이상인 6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들의 총 분산 설명비율은 62.56%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요인 1은 임파워먼트, 요인 2 직무만족, 요인 3 소

진, 요인 4 조직몰입, 요인 5 이직의도, 요인 6 직무스트레스로 확인되었으며, Kaiser-Meyer-Olkin(KMO)은 .812이고, 유의확률

.00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계수가 임파워먼트 요인은 .935, 직무만족 요인은 .927,

소진 요인은 .936, 조직몰입 요인은 .908, 이직의도 요인은 .864,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799으로 각각 나타나 연구변인들의 내

적일관성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신뢰도는 확보 되었다.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결과는 Table 2와 같다. 다음으로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체 연구변인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

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합치인 χ2 통계량과 χ2/df, RMR, GFI, IFI, TLI, CFI, RMSEA 등을 확인하였다. Steiger(19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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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χ2 통계량은 p>.05이면 좋은 모형으로 평가되나 표본 수에 민감하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고려하여 사용되는 것이 바

람직하고 일반적으로 χ2/df는 2이하, RMR은 .05이하, GFI와 IFI, TLI, CFI는 0.9이상이 좋은 적합도이며, RMSEA는 .05이하는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n 264 100,0

total 264 100,0

Age

30~40 16 6.1

40~50 176 66.7

50~60 72 27.3

total 264 100.0

Career

under 5 year 106 40.2

6~10year 54 20.5

11~15year 26 9.8

16~20year 44 16.7

20 over 34 12.9

total 264 100.0

Affiliation

Korail 42 15.9

Metro 50 18.9

Smrt 114 43.2

Humetro 34 12.9

Gwangjusubway 24 9.1

total 264 100.0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verification of the results.

Factor Item
Factor loading

CR AVE α
F1 F2 F3 F4 F5 F6

Empowerment

I have acquired the necessary skills .824 .194 -.073 .120 .030 -.064

.917 .788 .935
my job is important to me .797 .106 -.147 .122 -.197 .053

my job has an important meaning to 

the organization 
.787 .038 -.045 .099 -.093 -.051

Job

satisfaction

I say that where I work is a good place .162 .694 -.256 .142 -.263 .090

.761 .615 .927Values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are similar
.131 .605 -.251 .298 -.186 .079

Burn

out

do not want to work -.308 -.420 .536 -.246 .327 .017
.758 .622 .936

means of livelihood -.147 -.381 .349 .088 .127 .216

Organizational

Commitment

Decide for myself when I perform my duties .211 .184 -.091 .812 -.080 -.114

.927 .801 .908
Autonomy in decision making of 

job performance
.245 .250 -.105 .796 -.060 -.140

My job is independent .152 .203 -.192 .772 -.125 -.109

Turnover

intention

I think I want to retire from my job .007 -.306 .381 -.204 .629 -.125
.797 .667 .864

It is not profitable to work for a long time -.207 -.485 .419 -.903 .527 -.103

Job

stress

I am not motivated by complains -.305 -.038 .040 -.125 -.109 .614
.713 .648 .799

Tension the alarm sound .102 -.081 .327 -.020 .029 .582

suitability of model: χ2=171.883(df=62, p=.000), χ2/df=2.772, RMR=.042, GFI=.923, IFI=.945, TLI=.918, CFI=.944, RMSEA=.082



신동희·진장원

564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20권 제4호 (2017년 8월)

매우 좋은 적합도 0.1이하는 수용 가능한 적합도 라고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수정지수 등을 검토한 결과 오차항간

의 상관이 높거나 적합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항목을 제거하고 임파워먼트 3개 항목, 직무만족 2개, 소진 2개, 조

직몰입 3개, 이직의도 2개, 직무스트레스 2개 항목을 최종 측정모형의 변수로 활용하였다. 모든 측정항목들의 요인적재량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론적으로 부적합한 음분산오차(Heywood case)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가 각각 0.7이상 및 0.5이상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성이 확보

되었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마지막으로 평균분산추출지수와 상관계수의 제곱을 비교를 통해 판별타당

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한 결과 모든 잠재변인에서 평균분산지출지수가 가장 큰 상관은 소진과 이직의도 변인 간의 상

관계수(.772)의 제곱(.59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잠재변인들의 판별타당성이 확보 되었다.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4.3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

연구모형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EM:Structure Equation Model)을 실시하였다. 연구모

형의 적합도는 χ2=47.252(df=25. p<.005), χ2/df=1.890, RMR=.026, GFI=.967, IFI=.983, TLI=.968, CFI=.982, RMSEA=.058로

각각 나타났다. 연구모형 결과는 Fig. 2과 같다.

Table 3. Correlation matrix.

Classification 1 2 3 4 5 6

Empowerment 1

Job satisfaction .453*** 1

Burn out -.575*** -.915*** 1

Organizational commitment .434*** .546*** -.537*** 1

Turnover intention -.444*** -.848*** .772*** -.427*** 1

Job stress -.123*** -.368*** .703*** -.374*** .253*** 1

***P<.001

Fig. 2. Research model of verific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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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14가지 가설 중에서 4개는 채택되었으며, 10개는 기각 되었다. 세부 내용은 다

음과 같다. 가설 1의 검증결과 임파워먼트가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기각 되었다. 가설 2의 검증결과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 되

었다. 가설 3의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 되었다. 가설 4의 임

파워먼트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기각 되었다. 가설 5의 임파워먼트가

소진의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은 채택 되었다. 가설 6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은 기각 되었다. 가설 7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7은 기각 되었다. 가설 8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8은 기각 되었다. 가설 9의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 9는 기각 되었다. 가설 10의 직무만족이 소진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0은 기

각 되었다. 가설 11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기각 되었다. 가

설 12~13의 조직몰입이 소진,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 되었다. 가설 14의 소진

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4은 채택 되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Table 4와 같다.

5. 결론 및 시사점

Table 4. The verification of hypotheses.

Hypothesis Estimate S.E C.R P Verification

Hypothesis 1 Empowerment →
Job

sterss
.071 .096 .735 .462 Reject

Hypothesis 2
Empower

ment
→

Job

satisfaction
.736 .137 5.386 *** Accept

Hypothesis 3
Empower

ment
→

Organizational

commitment
.762 .214 3.564 *** Accept

Hypothesis 4
Empower

ment
→

Turnover

intention
-.162 .165 -.982 .326 Reject

Hypothesis 5
Empower

ment
→ Burnout -.903 .377 -2.393 .017 Accept

Hypothesis 6
Job

stress
→

Job

satisfaction
-.630 .520 -1.213 .225 Reject

Hypothesis 7
Job

stress
→

Organizational

commitment
-.929 .505 -1.838 .066 Reject

Hypothesis 8
Job

stress
→ Burnout 1.736 1.081 1.606 .108 Reject

Hypothesis 9
Job

satisfaction
→

Organizational

commitment
.121 .194 .624 .533 Reject

Hypothesis 10
Job

satisfaction
→ Burnout -.257 .392 -.657 .511 Reject

Hypothesis 11
Job

satisfaction
→

Turnover

intention
-.246 .413 -.596 .551 Reject

Hypothesis 12
Organizational

commitment
→ Burnout -.182 .321 -.472 .372 Reject

Hypothesis 13
Organizational

commitment
→

Turnover

intention
.126 .139 .909 .364 Reject

Hypothesis 14 Burnout →
Turnover

intention
.567 .285 1.990 .047 Ac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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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운영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철도교통관제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였으

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철도교통관제사들의 임파워먼트는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직

무만족, 조직몰입, 소진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철도교통관제사의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 소요임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철도교통관제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쫌 더 면밀하게 다른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만족 또한 조직몰입, 소진,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진은 이

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철도교통관제사의 소진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철도운영자들은 철도

교통관제사들의 이직의도를 파악하고 핵심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철도교통관제사들의 소진에 대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임파워먼트가 소진에 영향을 주고, 소진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임파워먼트가 철도교

통관제사들의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소진이라는 간접효과를 통해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소진이라는 것이 임파워먼트와 이직의도에 대한 간접효과 역할을 하는지는 부트스트랩(Bootstrap)분석을 하여야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파워먼트가 소진에 영향을 주고 소진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임파워먼트는 소진이라는 간접효과를 통해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철도운영자들이

철도교통관제사들의 이직의도를 파악하고자 할 때 임파워먼트가 다른 요소 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설문대상이 공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철도교통관제사들만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하였기

에, 공기업과 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철도교통관제사들의 비교 연구가 없는 바, 앞으로 공기업과 사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철

도교통관제사들의 이직의도에 대한 구조모형을 분리하여 비교 연구 할 필요가 있으며, 철도교통관제사들의 조절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면 조절효과에 따른 이직의도라는 또 다른 인과관계의 구조적모형이 도출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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