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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입사원 조직사회화의 장애요인 탐색

박 소 연1)

요 약

--------------------------------------------------------------------

본 연구는 대기업의 신입사원이 입사 초기에 조직에 적응하며 겪게 되는 경험을 분석함으

로써, 그들이 초임 시절에 무엇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포착함으로

써 대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대기업

신입사원 및 선배사원에 대한 면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사람들과의 관계,

일하는 방식, 조직문화에의 적응 측면에서 신입사원의 조직사회화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을

이해하게 되었다.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과의 관계 측면에서 신

입사원들은 인간관계에서의 적극성과 주도성의 균형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커

뮤니케이션 방식 및 태도로 인해 선배와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둘째, 일하는 방식의 측면

에서 신입사원들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의 실제와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으

며, 좁은 시야의 업무처리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셋째, 조직에의 적응 측면에서

신입사원들은 회사라는 문화에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조직에 기대했던 이

상과 현실간의 차이로 인한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신입직원은 조직사회화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멘토링, OJT, RJP, ELP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핵심 되는 말 : 조직사회화, 신입사원, 대기업

--------------------------------------------------------------------

I. 서 론

누구에게나 처음은 어렵고도 중요하다. 신입사원들이 기업에 입사하여 보내는 초기는 충

격과 혼란의 시기이면서도 동시에 향후 조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

기가 된다. 신입사원들은 조직 진입 초기에 얻어지는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에서의 태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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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관점을 형성하게 된다(King, Xia, Quick, & Sethi, 2005). 이에 신입사원의 조직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불성실한 태도, 부정적인 행동, 부적절한 관점을 형성하여 결

국 이직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강대석, 2007).

대기업에서는 이와 같이 신입사원이 입사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입문교육,

코칭, 멘토링 등 다양한 형태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000명 이상 규모

의 대기업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신입사원에 대해 별도의 입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비도 1인당 약 167만원에 이른다(채창균, 옥준필, 2006).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에도 불

구하고 1년 미만 조기퇴사자의 비율은 50%를 상회하여(엄동욱, 2008), 신입사원이 여전히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조직사회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왜 해야 하는가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 왔으며, 초기의 조직 관점에서 최근에는 개인 관점으로 이동되고 있다(Jex & Britt,

2008). 조직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구성원의 조기 정착 및 전력화를 위하여

그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통과하는 각 단계를 순조롭게 통과하도록 돕는 전략에 관심을 갖는

다(Feldman, 1981; Van Maanen, 1975; Van Maanen & Schein, 1979). 한편 비교적 최근 개

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개인이 조직에 대해 이해하고 기대수준을 조정하는 과정

에서의 정보 탐색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남용, 2001; 정남용, 2002; 조영아, 2008;

Miller & Jablin, 1991).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조직사회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전

략 수립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 신입 인적자원개발의 기본적인 방향 수립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입사원이 조직 사회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는 실제로 신입사원들이 초임 시절에 무엇을 경

험하고 그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졸자 취업난,

세대 간의 차이(generation gap) 등의 최근 이슈를 고려해 볼 때, 최근의 입사자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입

사원이 입사 초기에 조직에 적응하며 겪게 되는 경험을 분석하되, 특히 신입사원의 채용규

모가 크고 조직사회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인적자원개발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대기업의 조직사회화 전략의 방향 설정

및 구체적인 인적자원개발 활동 설계에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조직사회화의 개념과 전략

사회화는 규범과 가치에 대한 구성원의 적응으로, 조직사회화란 신입사원이 기업의 효과

적인 구성원으로 변환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Noe, 2005). 즉, 조직사회화를 통해 새로

운 구성원은 외부인(outsider)에서 효과적인 조직 내부인으로 전환되며(Jex & Britt, 2008),

이 과정에서 조직의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Morrison, 2002).

협의의 의미에서 조직사회화는 새로운 구성원이 성공적인 조직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

한 업무 관련 및 사회적 지식을 학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Louis, 1990), 광의의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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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조직의 문화를 학습하는 조직 문화형(acculturation)의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Van Maanen & Schein, 1979). 이에 조직사회화를 가장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

근할 경우, 직무관련 학습, 사회적 풍토에 대한 지식, 문화전달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고 할 수 있다(Chao, O'Leary-Kelly, Wolf, Klein, & Gardner, 1994).

구체적으로 Chao, O'Leary-Kelly, Wolf, Klein & Gardner(1994)는 종합적 관점에서 조직

사회화의 여섯 가지 콘텐츠 영역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조직과의 친근감 형성을 위하여

주로 초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제공되는 조직의 ‘역사(history)’, 그 조직원들에게 특히 친

근하게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terminology)나 은어(jargon) 등의 ‘언어(language)’, 어떻게

원하는 작업 과제를 배정받을 수 있는지, 조직에서 누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등 조

직의 행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unwritten rule)인 ‘정치(politics)’, 소속된 작업집단

및 조직 전체의 사람들과의 좋은 업무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사람(people)’, 조직의 목적과

핵심가치를 학습하여 그것을 자기 자신과 동화시키는(assimilate) ‘조직 목표 및 가치

(organizational goals and values)’, 직무를 능숙하게 수행하기 위한 직무이해 및 직무기술인

‘수행 숙련(performance proficiency)’의 여섯 영역은 조직 사회화 과정에서 공식 혹은 비공

식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직 사회화를 통해 신입사원은 자발적이고 혁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직행동도 감소하게 되며, 더불어 일에 대한 태도, 동기수준, 직무에의 몰입이 향상되

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Feldman, 1981). 최근에는 조직사회화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를

조직에서 직원의 안착감(embeddedness) 증대로 보기도 한다(Mitchell, Holtom, Lee,

Sablynski, & Erez, 2001).

2. 신입사원 조직사회화를 위한 대기업과 개인의 노력

조직사회화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Feldman(1978), Van Maanen(1975), Van

Maanen & Schein(1979) 등의 조직 심리학자들에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대부분 조직의

관점을 취하며 신입직원이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단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예를 들어 Feldman(1981)은 조직에 직접 합류하기 전인 채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예비 사회화(anticipatory socialization)’의 단계, 신입직원이 정식으로 조직의 구성원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만남(encounter)’의 단계, 신입직원이 새로운 역할에 익숙해지게 되면

이르게 되는 ‘변화 및 수용(change & acquisition)’의 단계, 조직 사회화의 결과로 나타나

는 사회화 정도라 할 수 있는 ‘행동 결과(behavioral outcomes)’와 ‘감성 결과(affective

outcomes)’의 단계로 이루어진 조직사회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신입사

원들이 조직사회화 과정을 통과하는 단계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조직에서는 이러한

단계를 통과하도록 하는 전략을 활용하게 된다(Jex & Britt, 2008).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조직사회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만남의 단계와 변화 및

수용의 단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만남의 단계는 신입직원이 직무와 조직을 있는 그대

로 보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이 시기에 신입직원은 조직의 요구와 개인적인 요구의 균형

점을 찾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게 된다(Feldman, 1981). 또한 변화와 수용의 단계에

서는 새로운 업무는 편하게 수행하게 되지만 조직 문화에 대한 적응은 여전히 과제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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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진 상태이므로 인적자원개발의 개입이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두 시기에 조

직에서는 다양한 조직사회화 전략을 통해 구성원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 사회화 과정은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공식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멘토링 등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특히

신입입문교육을 통해 공식적인 조직사회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직능

원의 연구에 따르면 100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소집교육훈련기간이 약 21.2일이며 신입사

원 1인당 교육투자비도 167만원에 달하는데(채창균, 옥준필, 2006), 대기업의 경우 일반적으

로 그룹사 입문교육과 계열사 입문교육이 모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기간 및 투

자규모는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입문교육은 주로 조직에 대한 이해, 핵심가치, 조직이

요구하는 공통기초역량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조직인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및 일체감 형성

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박소연, 2011). 신입사원 입문교육은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적 정

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이 기간 중에 얻어지는 경험은 새로운 구성

원들이 향후 갖게 될 태도나 행동,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될 직무관련 또는 직무외적으로

조직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조직사회화 프로그램

이라 할 수 있다.

조직사회화를 조직 주도의 과정이나 이벤트로 보는 기존의 관점과는 달리, 1990년대 이

후에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면서 자신과 조직의 기대수준을 조정해간

다는 개인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Morrison, 2002; Ostroff &

Kozlowski, 1992). 신입사원이 조직과 처음 대면하면 현실적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불안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게 된다

(King, Xia, Quick, & Sethi, 2005; Miller & Jablin, 1991). 최근의 연구들은 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Jex & Britt, 2008).

신입사원이 조직사회화를 위해 사용하는 정보수집 전략은 직접적인 질문이나 한계 시험

(testing limits)에서부터 간접질문, 위장 대화(disguised conversations), 관찰, 감시

(surveillance), 제3집단(third parties)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Miller & Jablin, 1991),

이러한 전략을 통해 정확한 기대, 기초가 되는 지식,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게

된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간접적인 정보수집 전략을 사용하다보면 정보의 질이

낮아 오히려 더 큰 불안과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에 개인이 보다 직접적인 정보수집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조직사회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Jex & Britt, 2008).

본 연구를 통해 개인의 조직사회화 경험을 이해하고 장애요인을 포착함으로써, 조직사회

화를 위한 조직 관점의 노력과 개인 관점의 노력 모두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의 조직사회화 장애요인 극복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는 보다 타당하고 조직화된 인

적자원개발 개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개인 차원의 조직사회화 매카니즘을 이해함으로

써 개인의 조직 사회화를 독려 및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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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의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에 대한

분석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대기업 신입사원 및 선배사원에 대한 면대면 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신입사원에게 있어서 조직 적응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으로

참여자의 적극적인 협조 및 연구자와의 라포 형성이 부족할 경우 인터뷰를 통해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2011년 기준 대규모기업집단 30위이 이내의 기업 중, 적극적

협조가 가능한 5개사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되, 선정된 회사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 및

조직문화, 신입사원 채용 절차, 신입입문교육 프로그램, 입사 1년간 진행되는 적응 지원 프

로그램 등에 대해 HRD 담당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는 과정을 들음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

히고자 하였다.

구분
신입사원 선배사원

부서 제보자 10 성별 직급 제보자 20 성별 직급

A사

회계 신입 1 남 사원 신입 1 남 과장

개발 신입 2 여 사원 신입 2 여 대리

설계 신입 3 남 사원 신입 3 남 대리

B사

영업 신입 4 남 사원 신입 4 남 부장

회계 신입 5 여 사원 신입 5 남 부장

구매 신입 6 남 사원 신입 6 남 차장

C사

구매 신입 7 남 사원 신입 7 남 부장

설계 신입 8 남 사원 신입 8 남 부장

설계 신입 9 남 사원 신입 9 남 부장

D사

마케팅 신입 10 남 사원
신입 10 남 팀장

신입 11 남 대리

설계 신입 11 남 사원
신입 12 남 팀장

신입 13 남 대리 

관리 신입 12 남 사원
신입 14 남 팀장

신입 15 남 대리

E사

영업 신입 13 여 사원 선배 16 남 대리

영업 신입 14 여 사원 신입 17 남 대리

회계 신입 15 남 사원 신입 18 남 대리

관리 신입 16 남 사원

기술 신입 17 남 사원

기술 신입 18 남 사원

<표 Ⅲ-1> 연구 참여자 정보

각 사에 입사한지 1년 내외의 신입사원 중 총 18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으며, 각 사별로

2-3명씩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약 1시간 내외의 주요 질문

내용은 “부서 배치 후 조직 및 업무 적응에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러

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등이며, 이를 중심으로 제보자들이 자유롭게 조직사회

화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였다. 더불어 신입사원의 경험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이해를 위하

여 각 신입사원의 조직사회화 과정을 업무 현장에서 지켜본 선배사원을 대상으로 추가 인터

뷰를 실시하였다. 선배사원의 직급은 대리-부장으로 총 18명의 선배사원이 인터뷰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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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마찬가지로 각 사 별 초점집단면접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질문은 “신입사원

이 조직 및 업무 적응 과정에서 어떤 점을 가장 어려워합니까?”, “선배 입장에서 신입사원

들의 어떤 점들이 가장 아쉽습니까?” 등이며, 이를 중심으로 제보자들의 신입사원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을 공유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제보자들에 대한 정보는 <표 II-1>에 제시되

어 있다. 인터뷰는 2011년 4월 한 달 동안 실시되었다.

인터뷰 내용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반복적 비교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은 원래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도출에 활용되는 분석방법이나,

근래에 들어서 근거이론 이외의 일반적인 질적 자료 분석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Merriam, 1998). 반복적 비교분석은 인터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서 여러 인터뷰 내용을 관류하는 공통적 범주나 속성들을 탐색, 도출해내는 방법이다

(Merriam, 1998, Strauss & Corbin, 1998). 구체적으로 각 인터뷰의 녹취내용을 의미 단위를

고려하여 단락 구분한 후, 각 단락별로 개방 코딩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코드들은 상호 반복

적인 비교를 통하여 일정한 범주로 묶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코드를 조정, 통합하는 작

업을 통해 좀 더 커다란 범주인 주제(theme)로 묶어 내었다. 이러한 귀납적 코딩 과정을 통해

서 최종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일하는 방식, 조직에의 적응이라는 3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현장경력 10년 이상의 박

사급 1인, 석사급 1인과 분석 결과를 상호 검토하는 연구자 다각화(investigator

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연구자 다각화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관

점들을 토대로 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해석하거나 편향된 분석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활

용하는 전략이다(Denzin, 1978).

IV. 연구 결과

1. 사람들과의 관계

1) 인간관계 균형점 찾기의 어려움

대부분의 신입사원에게 있어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다. 신입사원은 조

직에 진입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새롭게 관계를 맺게 된다.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신

입 18)”을 겪기도 하며, “경력이 많은 선임과의 격차가 너무 커서 갈등(신입 16)”이 생기기

도 한다. 또한 “업무가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신입 15)”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신입사원은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끊임없

이 탐색하고 조율하며 적응해 나간다.

이러한 신입사원을 바라보는 상사의 반응은 그리 너그럽지 않다. 대기업과 같은 조직에서

는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 관련 부서, 대외적 관계와의 협업을 통해 업무를 진행

해 나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 적극적이어야만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선배 14)”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이 관계를 탐색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상사의 눈에는 자칫

소극적인 성향으로 비추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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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면 높은 상사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점에서 진취

적 성향이 부족하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급적 묻고 빨리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중략)...사고도 치고 욕을 먹더라도, 발전적 측면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위험성을

느끼는 것 같다. (선배 10)

그러나 적극적인 질문도 과하게 되면 “혼자 해결해보려는 노력보다는 타인에게만 의존하

려한다(선배 3)”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즉, 신입사원이 관계에 있어 너무 조심스러우면

소극적으로 비추어지고, 과할 경우 타인 의존적으로 비추어지는 것이다. 신입사원에 대한 기

존 구성원의 잠재적 평가가 조직 적응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입

사원이 인간관계의 균형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선배사

원의 제안은 매우 현실적으로 보인다.

신입사원들은 자신의 현상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일일이 가르쳐 주어야 한다. 하

지만 무조건 하나하나 가르치는 건 아니다. 배우려면 자신이 틀리든 맞든 간에 자신의 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 답을 찾으려 노력하다가 막히면 물어보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선배 10)

2)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부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창의력, 기획력, 문제해결력, 비즈니스 매너,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다양한 기초직무역량이 요구된다. 이중 입사 초기에는 특히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

을 느끼게 된다. 구체적으로 신입사원들은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적(technical) 능력이 부족함

을 아쉬워한다.

실무적인 부분에서 고충이 많았다. 우리 회사의 양식에 맞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

작해서 메일을 보내는 일이나 전화 받는 일까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할지 몰라서 우

왕좌왕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신입 14)

그러나 선배들이 보는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다소 다른 관점이다. 조직 내에서 커

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태도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조직사회화 전의 신입사원은 아직 조직 내에서도

자신의 개성이 강한 상태이다. 이에 “본인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

는 자세가 부족하여 상사와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선배 17)”도 생기며, “자신을 어필하는 능

력은 좋으나 정작 필요한 타인을 설득하는 역량은 좀 떨어져(선배 13)”서 업무상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기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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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하는 방식

1) 이론과 실제의 차이로 인한 혼란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입사 이후 실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업무를 하다보

면 “대학에서 배운 내용과 차이가 많아서 실무에서 지식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된다(신입

17).” 그러나 문제는 지식이나 기술이 얼마나 실용적인가의 문제를 넘어, 각 기업이 가진 독

특한 업무 방식이나 문화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적응 기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조직 입장에서는 조기전력화를 위하여 배치를 서두르게 되는데,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실무

적응 기간 없이 바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부서별, 현업에

서 사용하는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데, 용어를 이해를 못하다보니 전체의 내용을 이

해하기 어려운(신입 1)”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담당 업무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다. 신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업무 매뉴얼을 숙독하고 기존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

게 된다. 그러나 담당 업무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신입사원의 경우 개인적으로 업무를 파악할 수 있

는 역량이나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초기의

현장 업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업무에 대한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다. 대학교 때 공부하지 않은 내

용들이 많아 스스로 공부하며 습득하는데 있어 자료가 체계화 되어있지 않아 초반에는 많

이 힘들었다. 제품이 바뀌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고 선배들 또한 많은 경력의

선배사원을 제외하고는 크게 도움을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신입 9)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면 업무 몰입도가 떨어지고 결국 일처리 방식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에 대한 상사의 평가는 업무몰입 부족을 넘어 책임의식 부족까지 이를 수 있다. 

일 자체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입사원이라는 능력과 위치를 감안해주기

마련인데, 일을 시켜보면 속이 터질 때가 있다.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본인이 세밀하게

수행할 수 있고 또 몰입할 수 있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 (선배 15)

2) 숲을 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의 업무처리

업무에 있어서 피드백 받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신입사원에게는 “누구에게 어떤 업

무를 물어봐야 하는지(신입 7)”로 어려운 문제이다.

업무 특성상 자신이 담당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맡아 일한다. 서로 바쁘게 되면 혼자 처

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멘토에게 묻고 배워도 되지만, 인적 네트워크가 없어서 이

업무를 타 팀의 누구와 같이 상의해야 하는지 잘 파악이 되질 않았다. (신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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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경우 경험의 부족으로 전체적인 큰 크림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업무를 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보다는 자신 앞에 놓인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일 자체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좁은 시야

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은 자칫 자기중심적이고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기

도 한다.

신입사원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이다. 계획적인 준비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관심 밖이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

는다. 다시 말해 본인의 일이 가장 최우선이다. (선배 9)

한편으로는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부족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한 선배사원은 이에 대

해 “주어진 업무만 하고 그 외의 업무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선배 5)”고 평가하기도 한다.

3. 조직에의 적응

1) 회사라는 문화에의 적응 어려움

대학과 회사는 전혀 다른 조직이다. 이에 학교에서 10여년을 학생으로 지내오다 회사에서

의 직장인 역할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일단 기업에 들어온 이상 “회사의 마인드로 전환

해야 함(선배 12)”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모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이는 곧 조직에의 부적응으로 연결되어 최악의 경우 조기 이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학교생활과 직장생활 사이의 갭이 상당히 크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군대와 같은 조직

적인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업무자체의 고충보다는 다양한 연령대의 조직생

활에서 오는 고충이 상대적으로 크다. 조직 부적응은 곧 자신감 상실과도 연결되어 악순환

이 생긴다. (선배 18)

2) 현실과 이상의 차이로 인한 내적 갈등

신입사원의 경우 실제 자신의 업무 수행능력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업무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 편이다. 따라서 초기에 담당하게 되는 단순하고 일반적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회의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본인이 동경해왔던 조직의 이미지, 전문적인 업무와는 다른

현실로 인해, 최악의 경우 이직까지 결심하기도 한다.

초반에는 업무를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아무런

목적도 없는 업무라는 오해에서 오는 회의감에 많이 힘들었다. 1년 정도 지나면서 업무를

하나하나 맡다보니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파악되었는데,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신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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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사원들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신입사원이 입사 전에 그리던 그림

과 입사 후 현실의 모습의 차이에서 회의감을 느끼고, 자신의 비전과 회사의 비전으로 고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제로 비추어 진다.

초기 단순 업무 수행에 대해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겠다”, “단순하다”라는 생각을 한

다. 현업과 자신이 쌓아온 학업, 커리어 등에 대해 괴리감을 느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

다. (선배 15)

신입사원이 이와 같이 높은 이상을 갖는 데에는 채용과정에서의 홍보와 신입사원입문교육

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신입사원은 기업이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거

짓말(신입 3)”이라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입사원들은 더 높은 기대를

하게 되고 현실에 오면 더 크게 실망하게 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기업의 신입사원이 입사 초기에 조직에 적응하며 겪게 되는 경험을 분석함으

로써, 그들이 초임 시절에 무엇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포착함으로

써 대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대기업

신입사원 및 선배사원에 대한 면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사람들과의 관계,

일하는 방식, 조직에의 적응 측면에서 신입사원의 어려움과 조직사회화의 장애요인을 이해

하게 되었다.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과의 관계 측면에서 신입사원들은 인간관계에서의 적극성과 주도성의 균형점

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방식 및 태도로 인해 선배와의 갈등을 경험

하고 있다. 모든 신입사원은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이나 부서에 소속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들과 좋은 업무관계를 만들고 유지해야만 한다. 이는 작업집단 내에서뿐만 아니라 조직 전

체에서의 관계도 포함한다. 이러한 관계는 친교(friendship)뿐만 아니라 조직에 관련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Morrison, 2002). 초기에는 주로

동료들과의 관계에 의지하지만 점차적으로 상사(supervisor)가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 되면서

신입사원의 핵심 관계망으로 들어오게 된다(Ostroff & Kozlowski, 1992). 현재 신입사원들이

겪는 선배와의 갈등은 주로 이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태도의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것에 기

인한다. 즉, 상사에게 적극적인 태도가 자칫 의존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그 수위를 조절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신입사원이 조직의 핵심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공식 프로그램으로 멘토링 관

계는 신입직원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조직과 역사를 이해하는 등의 도움을 줄 수 있으

나(Chao, O'Leary-Kelly, Wolf, Klein, & Gardner, 1994), 집합적이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지

는 신입입문교육에 비해 이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것이 사실이다. 많은 대기업이 이미 신입사

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 신입사원의

조직사회화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멘토링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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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신입사원들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의 실제와의 차이

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좁은 시야의 업무처리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조직사

회화와 관련한 문헌에 따르면, 신입직원들은 조직 진입 초기에 수행 숙련도에 가장 높은 우

선순위를 두는데, 이는 보상 및 앞으로 조직에서 가질 수 있는 기회 등이 성과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Chao, O'Leary-Kelly, Wolf, Klein, & Gardner, 1994).

그러나 신입사원의 기대와는 달리 초기에는 업무를 능숙하게 해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

다. 이는 전공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방대하다 할지라도 특정 기업의 특정 업무라는 상황에

처음 놓이게 되므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숙련도가 신입사원

본인 및 선배사원들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 자체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OJT의 확대 및 체계적 운영은 매우 중

요하다. OJT를 통해 일 자체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해당 조직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처리 방식을 배우게 되며, 개인의 업무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조직의

관점에서 자신의 업무를 파악하게 된다.

셋째, 조직에의 적응 측면에서 신입사원들은 회사라는 문화에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특히 조직에 기대했던 이상과 현실간의 차이로 인한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신

입직원은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조직에 대한 기대(expectation) 수준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

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조직에 대한 지나친 기대 등으로 인해 이직 등과

같은 불성실한 태도와 부정적인 행동들을 나타내게 된다(Jex & Britt, 2008). 채용과정 및

신입입문교육에서 조직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게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조직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이해 돕기 위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Desimone, Werner, & Harris,

2002). "실제 업무 개관(Realistic Job Preview: RJP)" 혹은 "기대치 낮춤 절차(Expectation

Lowering Procedure: ELP)"의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긍정적 효과에 대

한 실증적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으므로(Buckley, Fedor, Veres, Weise, & Carraher,

1998)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조직사회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대기업 신입사원들의 조직사회화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을 보다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의 범위, 제보자의 다양성, 인터뷰의 규모 등

을 고려할 때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보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성별과 나

이 등 개인의 조직사회화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제보자를 확보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한 확장 연구

를 통해 보다 풍부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코딩프레임을 정교화 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

다면 조직사회화의 장애요인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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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New employees' Conflict Experiences in the Process

of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in Large Corporations

So-youn Park

It is important to new employees become effective organizational members and

insi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new comers' conflict experiences in the

process of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in large corporations. In order to attain this

purpose, a generic qualitative research for 18 new employees and 18 supervisors of each

new employee was designed and the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the new employees

have difficulty in relationship that is caused by ambiguity of balanced behavior and

proper communication attitude. Second, the new employees have difficulty in work that

is caused by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tunnel vision. Thirds, the new

employees have difficulty in organization that is caused by maladjustment to

corporational environment and difference between new employee's expectation to

organization and reality. Mentorship, OJT(On-the-Job Training), RJP(Realistic Job

Preview) and ELP(Expectation Lowering Procedure) could be effective HRD strategies to

reduce these conflicts and socialize new comers successfully.

Key words :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New employee, Large corpo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