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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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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의 2019년도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추적조

사자료를 활용하여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직사회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사회화 선행요인인 초기경력자의 기술과 지식, 학습전략,

인사고과, 제도화된 전략, 업무만족은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특성으로 분류되는 제도화된 전략과 업무만족은

투입된 다른 변인보다 이직의도에 주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

다. 반면, 청년층의 기술과 지식은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

한 결과, 급여는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학력은 고등학교 졸

업 초기경력자보다 전문대, 4년제 대학졸업자가 이직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일자리 경험이 많을수록 현재 일자리에서 이직하지 않겠다

는 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경력자의 현재 일자리에서 이직의도

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사회화의 학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다양한 학습도구

의 개발, 조직사회화의 중요성에 대한 경영자 인식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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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업은 끊임없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다양한 경영기법

을 수단으로 경영의 다변화를 추진한다(김정진, 박경규, 2008). 경영의 다변화는 기술

혁신과 더불어 무한경쟁에 직면한 기업들이 전략적 사고를 통해 희소한 경영자원을

배분하여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과정의 주체는 내부의 인

적자원이다(장세진, 2014). 특히, 경영환경의 급격한 불확실성 증가는 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안영진, 2018). 기업은 이러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

해 유형의 자원보다 무형의 인적자원을 통한 위기 극복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

다(Ha, 2020). 기업을 비롯한 유기적인 조직체는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서 조직변화의 주체인 구성원의 행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백기복, 2011). 기업의 혁신

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은 개인의 행동에서 출발한다(김일천 등, 2004).

한편, 글로벌 인사조직 컨설팅 업체인 퍼솔켈리 컨설팅(PERSOLKELLY

Consulting)은 아시아태평양 14개국 직장인 총 14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시아태평

양 노동시장 현황 조사’ 결과에서 한국 직장인의 이직 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이윤정, 2020). 이는 조직에 충성하기보단 자신의 경력개발에 더 무게를

두는 90년대 출생자인 청년층이 취업 전선에 등장하면서 향후 잠재적 이직자가 급증

할 것이라는 전망과 맥락을 같이한다(임홍택, 2018). 물론 자신의 경력개발을 통해 부

가가치를 높이고 더 나은 근로조건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은 경직된 국내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취업 반수생이라는 신

조어가 나올 정도로 청년층의 잦은 이직과 취업은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비용 증대는

물론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

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대기업을 선호하는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중소기업의 퇴사율

이 대기업에 비해 3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용노동부, 2018). 청년층은

대부분 초기 경력자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초기 경력자는 관련 업무의 경험이 주로 3

년에서 5년 사이의 조직원을 의미하며 조직구성원으로서 조직문화를 비롯한 업무수행

을 위한 필요역량을 배우는 과정에 있다(Chao et al., 1994).

이러한 초기경력자의 이직이 빈번히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러한 이직 자체만으로 보

편적인 사회적 현상에 유‧불리의 영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직의도

(turnover intention)가 이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직의도가 있다는 것은 잠재적

이직자를 의미한다. 즉, 어떠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직할 의사가 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직을 실행하기 위한 상시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다. 이러한 이직의도가 있는 조직구성원은 근로의무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 결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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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 같은 행동이 자주 발생한다(Hom et al., 2012). 또한, 조직의 조직몰입과 경력

몰입 등이 낮아 성과 창출의 기반이 되는 조직시민행동이 약화 될 수 있다(Coyne &

Ong, 2007). 나아가 기존의 조직 이익과 상반되는 행동이나 조직문화를 훼손하고 구

성원 간의 신뢰 저해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Kim & Kao, 2014).

실제 적정수준의 이직은 인력채용의 순환적 과정을 견인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

기업혁신을 촉진시키고 정체된 조직분위기를 쇄신시켜줄 수 있다. 반면, 이직은 인력

수급 정책의 차질에 따른 생산계획을 비롯한 공정 전반의 혼란을 가져와 경영의 안정

을 저해할 수 있다.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측면에서 근로자의 잦은 이직은 어떠한 형

태로든지 비용의 증대를 가져온다. 세부적으로 잠재적 이직자의 조직에 대한 불만, 이

직준비로 인한 생산성 저하, 신규인력의 채용과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의 증대, 조직사

회화(organizational socialization) 과정에서의 생산성 저하 및 관리비용 증대, 신규인

력의 숙련성 저하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산재발생 가능성 등으로 인한 상당한 비용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이러한 초기경력자의 이직이 조직사회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경

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황영훈, 김진모, 2019). 조직사회화는 초기경력자의

일자리에서 필요한 적응과정으로, ‘선행 사회화, 대면, 변화와 습득, 행동적 결과, 정서

적 결과’의 단계를 거친다(Jex & Britt, 2008/2012). 이러한 단계를 통해 초기경력자는

조직의 역사, 언어, 정치, 사람, 조직 목표와 가치, 직무 숙련성 등을 습득하게 된다

(Chao et al., 1994). 국내의 조직사회화 연구는 주로 심리사회요인, 개인특성요인, 조

직사회화전략, 직무특성을 선행요인으로 제시되었다(오진주, 김진모, 2014). 최근에는

국내연구만을 대상으로 조직사회화를 상황주의적 접근, 개인주의적 접근, 상호작용적

접근으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구분하기도 하였다(박선주, 임세영, 2019).

기업은 언제나 다양한 경영환경하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영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영전략도 구성원의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이나 조

직충성도(organizational loyalty)를 대신할 수 없다. 특히, 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급격

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방위적 혁신이 필요하다.

Hamel(2012/2012)은 경영의 다양한 불확실성과 경제 위기를 넘어서는 유일한 대안이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에 부가가치를 만들어 주던 기존의 가치사슬(value chain)이 파괴되는 현

상이 일반화되고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지금, 세계시장에서 성공한 기업이라도

지속적인 혁신 없이는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장우, 2013). 따라서 기

업의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이직발생은 필연적인 채용과 퇴직의 순환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적어도 잠재적 이직상태에 놓여 있는 구성원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초기 경력

자인 청년층의 조직사회화 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이직자 또는 잠재적 이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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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제공한 2019년도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의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초기경력자인 청년층 직장인의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 이

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이직의도

를 실제 낮출 수 있는 실무적 대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연구문

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초기경력자의 심리·사회적요인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초기경력자의 학습·경험적요인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초기경력자의 조직사회화전략요인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연구문제 4. 초기경력자의 직무특성요인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선행연구 검토

1. 이직과 이직의도

1) 이직

이직(turnover)의 사전적 의미는 직장을 옮기거나 바꿈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연

도미상). 일반적인 이직의 개념은 조직의 구성원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을 떠나 조직의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문영주, 2010). 한편, 이러한 이직의 개념은 단순히 이

동의 범위를 중심으로 정의되나 이직의 유형 또는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에 따라

자발성 유무, 통제 가능 유무, 조직영향 유무 등 다양한 측면의 개념 정립이 제기된다

(유지혜, 2019). 그러나 이직의 유형이나 이직의 결과 등에 따른 개념의 정립은 단순

한 이직의 개념을 오히려 더 난해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직의 개념은 조직체를

중심으로 구성원의 조직이동,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관계의 종료라는 좀 더 단순

명료한 정의가 필요하다(성지현, 2013). 물론 이동범위를 좀 더 넓히는 개념적 정의로

국가, 지역, 산업, 산업 간 및 조직 외부로의 이동을 이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Flilppo,

1984). 그러나 이러한 광의의 이직개념은 종업원의 입직(accession)과 이직(separation)

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Bluedorn, 1982). 따라서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발적 이직은 단일사회나 조직, 공장으로부터의 이직을 의미하는 노동이직

(labor turnover)의 개념을 기반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이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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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소속된 조직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자발적 이직으로

타사로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이직의도

의도(intention)는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 또는 ‘심리’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역량으로 볼 수 있다(김명섭, 2020). 의도는 태도로서

행동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결의 역할을 한다(Krueger et al., 2000). 의도는

유기체가 자신의 주위를 둘러싼 환경에 자연적으로 영향을 받는 필연성이 아니라 인

간에게 내재 되어 있는 이성이라는 개별적인 특징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사고

원리를 통해 끌어내는 실천적인 이성을 의미한다(Yovel, 1998). 또한, 의도는 실질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적 요인을 포함하는 생각이나 계획을 의미한다(문영주, 2010).

실제 이직의 발생을 측정하기 위해 의도를 측정하는 것은 행동이 의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행동을 예측하려면 그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측정해야 하기에 의도를 측정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Ajzen, 2002). 대부분의 인과관계 연구는 인지 설문을 사용하여

측정한 의지나 의도를 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Krueger Jr

& Brazeal, 1994).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는 조직의 구성원이 연속된 조직생활중 다양한 요인으

로 인해 현재의 조직과의 근로관계 단절을 원하는 생각이나 계획으로 개인의 심리적

인 의지를 의미한다(강인주, 2015). 또한, 이직의도는 근로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지

에 초점을 두고 소속된 조직을 옮기거나 주된 직무를 변경하고 싶다는 생각, 자신의

능력과 직장의 조건 등을 대비하여 불특정 미래에 소속된 조직을 떠날 계획 등으로

정의된다(Vandenverg & Nelson, 1999). 근로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정의로 노동의 대

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구성원이 자신의 노무급부에 대한 의무를 종결하고 조직을 떠

나고자 하는 의지로 제시되기도 한다(Mobley, 1982).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도를 청년

층이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자발적인 사유로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의지 또는 의도로

정의하였다.

2. 조직사회화

사회화는 어떠한 유기체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의 규범과 내재된 암묵적

가치를 해당 유기체에 진입한 대상이 이에 대한 적응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고,

조직사회화는 적응 대상이 기업체와 같은 조직으로 새로운 구성원이 조직으로 진입한

후 조직원으로 변화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한다(Adkins, 1995). 즉, 조직사회화는

개인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진입한 후 조직 내부의 공통된 규범, 가치, 직무수행에 필

요한 기술과 지식, 구성원 상호작용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해 나가는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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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의미한다(Louis, 1980). 조직사회화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조금은 상이하게

정의되나 공통적인 의미는 조직의 규범이나 가치관을 학습하는 형태로 정의된다

(Taormina, 1997).

조직사회화는 조직 진입 전 해당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선행 사회화’, 진입

후 실제 업무와 조직문화와 접촉하는 ‘대면’, 자신의 담당 직무에 대한 과업 익힘과

조직문화에 적응하는 ‘변화와 습득’, 조직원으로서의 책무의 완성과 소통, 지속적인 근

속을 통한 ‘행동적 결과’, 나아가 조직에 대한 충성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결과’의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Jex & Britt, 2008/2012). 또한, 조직으로 진입하는 개

인은 조직사회화 과정을 통해 조직이 지난 온 역사, 조직 내의 업무상 용어를 포함한

지역의 방언과 같은 조직내부의 언어, 조직 내에 잠재되어있는 암묵적 지식과 자원배

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정치, 조직 내 신뢰관계 및 의사소통 방법, 조직의 전

략과 목표의 내재화, 개인에게 주어진 직무의 고도화 등을 습득하게 된다(Chao et al.,

1994).

3. 조직사회화의 영향요인

선행연구는 조직사회화 단계의 행동적 결과나 정서적 결과를 중심으로 조직사회화

수준을 측정하였다(Van Maanen & Schein, 1979). 이는 성공적인 조직사회화의 결과

가 완전한 조직원으로서의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진입자의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직

무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 등을 사용하였다(Ostroff & Kozlowsky, 1992). 실증사례

연구에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회화 종단연구에서는 조직사회화전략과 조직

적응으로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박경규 등, 1999). 최근 신입사원중 대졸

신입사원만을 대상으로 조직사회화 문헌분석 연구에서는 상황주의적 접근과 개인주의

적 접근으로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박선주, 임세영, 2019). 반면, 조직사회

화의 대상과 범위를 일반화한 조직사회화 영향요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요인과 조직

특성요인으로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오진주, 김진모, 2014).

본 연구에서는 오진주, 김진모(2014)가 문헌연구를 통해 분류한 조직사회화 영향요

인인 심리‧사회적, 학습‧경험적, 조직사회화전략, 직무특성으로 구분하였고, 각 변인의

하위요인은 패널데이터의 특성상 연구자가 설정한 측정도구가 아닌 만큼, 기조사된

설문문항중 조직사회화의 하위 변인에 해당하는 측정도구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였

다. 이 과정에서 조직사회화 하위 변인중 패널데이터에서 조직사회화의 측정도구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변인은 조직사회화 하위요인에서 제외하였다.

1) 심리‧사회적 요인

심리‧사회특성은 새로운 구성원이 조직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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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과정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Louis, 1980). 심리‧사회적 특성은 개인의 학습과

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성이 높은데, 주로 자아개념과 타인과의

대화 및 관계유지, 의사소통능력, 감성지능 등을 말한다(김아영, 1996). 오진주, 김진모

(2014)는 문헌연구를 통해 심리‧사회요인을 자기관리능력, 통제위치, 자기존중감, 선도

적행위, 피드백추구, 사회적 네트워크, 자기효능감, 성장욕구, 기대 등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에서 사용된 통제위치와 네트워크 측정도구를 기반하여 심

리‧사회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통제위치(locus of control)란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상에 대해 스스로

가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의 과정이다. 이러한 통제위치는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스스로 찾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내적 통제위치와 외

부의 다양한 영향요인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태도를 가지는 외적 통제위치

로 구분할 수 있다(Mukherjee & Mukherjee, 2014). 내적 통제위치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자신의 선택, 행동, 문제해결 방법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결과를 자신

이 통제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주어진 자신의 운명에 대한 개척자로 생각한다(Rotter,

1996). 내적 통제위치를 지닌 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환경과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특성으로 인해 외적 통제

위치에 있는 개인보다 더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인다(Spector, 1982). 국내 선행연구에

서도 내적 통제위치에 있는 개인이 외적 통제위치에 있는 개인보다 더 높은 조직 적

응성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하였다(옥주영, 탁진국,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용

지표로 패널데이터의 자신의 인생통제정도를 묻는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둘째, 사회적 네트워크란 사인간의 관계로, ‘개인이 주체가 되어 설정한 집단의 사

람들 혹은 사회적 참여를 통해 연결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Seibert et al., 2001). 즉,

네트워크는 사인 간의 교류를 통한 인적 소유자원의 교환 및 학습을 통한 경험의 축

적 등을 의미한다(한수진, 나기환, 2015). 네트워크는 개인이 조직의 일원으로 또는 개

인 생활에서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대인관계의 형성

은 조직사회화 과정의 개인 학습을 지원하고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멘

토‧멘티의 관계를 형성한다(Noe, 1988).

네트워크는 개인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평온한 심리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의 효능감을 높여 조직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켜준다

(Viator, 2001). 국내 실증사례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개인의 조직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지현, 장원섭, 2011). 이러한 선행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패널테이터에서 추출된 통제위치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설문결과가 이

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용

지표로 패널데이터에서 종교, 레저, 친목 등 7개 유형의 모임 참여정도를 묻는 측정도

구를 사용하였다.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분석

- 53 -

2) 학습‧경험적 요인

개인은 조직사회화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소속된 조직

에 대한 적응도를 높인다. 조직의 구성원으로 진입한 개인이 효과적인 조직사회화가

이루어질수록 조직에 대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향상된다(김우택, 김인호, 1999). 선

행연구는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개인에게 내재화될 때 조직으로

진입하는 개인의 정서적 몰입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mosi, 2010). 오진주, 김진모(2014)는 문헌연구를 통해 학습경험 요인을 조직사회화

학습내용, 정보추구행동, 기술과 지식, 학습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과 지식, 학습전략을 학습‧경험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지식과 기술은 조직이 구성원의 직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핵심적인 목표로 개인의 조직원으로서의 진입을 돕는 가장 기본적인 요

인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은 조직사회화의 각 단계를 통해 다양한 것을 습득하지만, 직

무만족이나 조직몰입 등과 같은 정서적 몰입의 기본 바탕은 개인이 조직구성원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의 전문성이다(왕태규, 2019). 개인이 조직을 통해 근로를 제공

하는 내용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이 포함된 과업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황영훈, 김진모, 2019). 이러한 지식과 기술은 조직의 구성원이 되기 이전 대학 등의

교육기관을 통해 학습한 전공 분야와 입사 후 조직에서 수행하는 직무가 일치하는 경

우, 일치하지 않는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채희선,

박지성,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공‧직무일치정도, 최종학력이 지식과 기술의

습득정도와 정의 관계에 있다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학습‧경험적 요인의 하위 요인

인 지식과 기술의 대용지표로 사용하였다. 둘째, 조직의 학습전략은 일터학습

(workplace learning)의 다양한 학습방법 및 도구를 의미한다. 일터학습은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습을 의미하며, 형식학습, 비형식학습, 무형식학습으로 구

분한다(Colley et al., 2003). 일터학습은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직무만족도, 조직충성

도, 조직유효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사회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희, 백지연, 2016; 임미래, 2019; 조준 등, 2018). 특히, 조직학

습은 초기경력자의 조직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선, 이

찬, 2012).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경험적 요인인 기술과 지식, 학습

전략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패널데이터의 조직 학습전략, 학습지원도구, 학습방법 등은 조직 학습전반에 대

한 만족와 직결되는 만큼, 학습‧경험적 요인의 하위요인인 학습전략의 대용지표로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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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사회화 전략

조직사회화 전략은 초기경력자들이 진입하는 조직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조

직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법 등의 효과적인 운영과 적용을 의미한다(박경규

등, 1999). 조직은 새로 진입한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함께 전반적인 역할을

신속하게 학습하게 하여 조직의 유기적인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김현석, 2007). 최

근의 국내 실증사례연구는 조직사회화 전략의 하위 요인을 업무에 대한 전문교육, 멘

토링, 제도적인 지원 등으로 구성하였다(박종철, 최현정, 2017; 양재영, 박영진, 2019;

정태연, 2019). 오진주, 김진모(2014)는 조직특성을 중심으로 좀 더 세분화하여 구분한

선행연구에 따라 조직사회화 전략을 상사행동 스타일, 제도화된 전략, 멘토링, 상사의

피드백, 인사고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화된 전략과 인사고과로 구성하였

다.

첫째, 제도화된 전략은 조직사회화를 촉진하는 조직, 집단, 개인의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직차원은 교육‧훈련, 신입사원 프로그램, 멘토링, 조직학습 등 다양한 학습

중심의 제도, 집단차원은 지식공유 등을 통한 사회적지원,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기반

으로 하는 제도, 개인차원은 흡수역량 등 개인이 조직의 가치와 지식 등을 흡수하기

위한 역량 등을 비롯한 행동을 의미한다(Saks & Ashforth, 1997).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패널데이터의 직장에서 대인관계 만족도, 고용의 안정성 만족도, 사회적 평판 만

족도가 제도화된 전략에 포함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대용지표로 사용하였다.

둘째, 인사고과는 구성원들의 직무수행 정도, 성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는 것으로 인적자원 관리제도의 기반 요인으로 작용한다(최지애 등, 2014). 인사고과

는 구성원의 업무실적, 업무능력, 근무태도, 조직기여 등에 관한 평가를 통해 직급, 직

책, 임금 등의 결정을 위한 인력관리의 핵심제도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신승인, 김

찬중, 2018). 공정한 인사고과는 조직으로 진입한 초기경력자들의 만족과 동기유발, 태

도, 동료‧상사와의 관계 등에 영향을 주어 조직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종관 등, 2013; 차은애 등, 2015; Alexander & Ruderman, 1987). 이러

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사회화전략 요인인 제도화전략, 인사고과는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

이터의 인사고과에 대한 만족도가 조직사회화 전략의 하위요인인 인사고과와 동일한

측정도구로 판단되어 인사체계에 관한 만족도를 인사고과의 대용지표로 사용하였다.

4) 직무특성 요인

직무특성요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노력과 결과에 대한 보상, 성과목표 달성

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직무 자체를 수행하는 과정과 다른 직무수행 간의

상호영향 요인까지 모두 포함한다(Bonner & Sprinkle, 2002). 직무특성이란 조직구성

원 개별로 부여된 과업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다. 즉, 업무수행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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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대한 인지를 통해 결과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직무의 핵심적 속성으

로 볼 수 있다(Hackman & Oldham, 1975). 오진주, 김진모(2014)는 직무특성을 업무

만족, 업무처리방식, 업무설계로 구성하였다. 한편, 국내 실증사례연구에서는 직무특성

을 직무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으로 구성하고 피드백이 내적동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황상탁, 2012).

업무만족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구성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에 대한 긍정적인 정

서의 반응 결과로 생기는 감정과 업무 적응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의미한다(Seo et

al., 2003). 업무만족은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

며,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업무수행 능률을 촉진한다.

이러한 업무만족은 정서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업의 단위로 이루어진 개별의

업무가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수행에 따른 대인관계, 감정, 태도, 연봉, 진급, 직

무, 인정, 평가, 복리후생, 작업환경, 동료관계, 근로조건 등의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Locke, 1976).

황상탁(2012)은 업무만족과 유사한 개념으로 피드백을 사용하였으며, 실증사례연구

에서 직무특성의 다양한 요인중 피드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

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특성 요인인 업무만족은 이직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의 근

무환경, 근무시간, 임금, 복리후생 만족도가 직무특성요인의 하위요인인 업무만족과

동일한 측정도구로 판단되어 직무특성요인의 하위요인으로 업무만족을 대용지표로 사

용하였다.

Ⅲ. 분석대상 및 변수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2019년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추적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는 학적정보, 경제활동, 취업자, 미취업자 및 비경제활동인

구, 과거일자리, 여가생활 및 경제의식, 사회적 자본,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하위 범주

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3,150명의 설문 응답자 가운데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

서 초기경력자에 해당되는 1,48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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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학력 사업구분 기업규모

남 여 고졸 전문대 대졸 대학원졸 민간 공공 500명미만 500명이상

954

(64.3)

529

(35.7)

235

(15.8)

390

(26.3)

667

(45.0)

191

(12.9)

1171

(79.0)

312

(21.0)

1163

(78.4)

320

(21.6)

1,483(100) 1,483(100) 1,483(100) 1,483(100)

Note. 명(%)

2. 변수 설명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현 일자리에서의 이직의도 여부로 설정하였다. 먼저 종속

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통제변수는 ‘학력, 근속월수, 급여, 과거

일자리수’로 구성하였다. 이중 근속월수, 급여, 과거일자리수는 응답 단위를 통일한 후

이를 백분위로 나누어 5단계의 척도로 다시 구분하였다.

<표 2> 통제변수의 재 범주화

독립변수는 기존 설문문항의 내용을 통제위치, 사회적네트워크, 기술과 지식, 학습

전략, 조직사회화전략, 직무특성요인으로 재구성하였다.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3>과 같다.

이상의 변인은 2019년도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추적조사

설문지를 기반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의 특성상 조직사회화 전략의

하위요인과 일치하는 일부 설문 문항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심리‧사회적요인은 오진

주, 김진모(2014)가 사용한 측정도구와 일치하는 통제위치와 사회적네트워크를, 학습‧

경험적 요인은 박혜선, 이찬(2011)이 사용한 측정도구와 일치하는 기술과 지식, 학습

전략을, 조직사회화전략은 박종철, 최현정(2017)이 사용한 측정도구와 일치하는 제도

화된 전략과 인사고과를, 직무특성요인은 오진주, 김진모(2014)가 사용한 측정도구와

일치하는 업무만족을 사용하였다.

백분위 수(%) 근속월수 급여 과거일자리 수 척도(설명)

0～20 8개월이하 180만원이하 0개 1(매우적음)

21～40 9개월～20개월 181만원～219만원 1개～2개 2(적음)

41～60 21개월～32개월 220만원～267만원 3개 3(보통)

61～80 33개월～44개월 268만원～333만원 4개～5개 4(많음)

81～100 45개월이상 334만원이상 6개이상 5(매우많음)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분석

- 57 -

<표 3> 연속형 독립변인에 대한 설명

변인 변인설명 변인 값
Cronbachˊs 

α

연

속

형

독

립

변

인

심리

사회적

요인

통제위치 자신의 인생 통제정도 전혀그렇지않다=1～매우그렇다=10 -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참여정도(종교, 친목 등)

참여하지않는다=1～

적극적으로 참여한다=5
.70

학습

경험적

요인

기술과 

지식
학습경험(전공‧직무일치 등)

전혀일치(유용)하지않다=1～

매우일치(유용)하다=5
.95

학습전략 교육훈련(교육기회, 교육만족도 등) 전혀그렇지않다=1～매우그렇다=5 .94

조직

사회화

전략

제도화된 

전략

조직만족도

(발전가능, 고용안정성 등)
전혀그렇지않다=1～매우그렇다=5 .74

인사고과 인사체계 만족도(승진체계) 전혀그렇지않다=1～매우그렇다=5 -

직무특

성요인
업무만족

업무만족도

(근무환경, 시간, 임금 등)
전혀그렇지않다=1～매우그렇다=5 .75

종

속

변

인

이직

의도
이직을 하지 않는다(기준변수) 이직하지 않는다=0, 이직한다=1 -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급여와 근속년수의 경우 설문에 대한 응답자별로 변수의 단위

가 달라 시간급, 주급, 월급, 연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174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로 통일하였다. 근속년수의 경우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무시작일을 기

준으로 설문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을 개월수로 재산정하였다. 또한, 재산정한 월급과 근

속월수, 과거일자리수는 백분위수를 안분하여 5단계 척도로 구분하였다. 연속형 독립

변인은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추적조사 설문내용중 조직사회화의 영향요인을 중심으

로 재구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경영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컨설팅

전문가 3인의 검토와 수정의견을 반영하였다. 연구자는 총 94개의 패널조사자료의 설

문 문항중 선행연구와 일치 또는 유사한 37개의 설문 문항을 조직사회화 영향요인에

해당된다고 제시하였으나, 전문가 3인의 2차 검토를 통해 24개의 조직사화화 관련 문

항으로 측정도구를 조정하였다. 또한, 신뢰도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 대규모 패널조

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라는 점과 재구성한 설문의 응답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ˊs α가 모두 .7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다

만, 통제위치, 인사고과, 이직의도를 측정한 도구는 단일문항으로 신뢰도 계수의 표시

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학력, 근속월수, 급여, 과거일자리수, 일자리규모를 사용하였

다. 이들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나은

숙, 전정호, 2017; 박선주, 임세영, 2019; 송지은, 김재웅, 2020; 오진주, 김진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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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훈, 김진모, 2019). 이외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사업구분, 노조유무 등은 조직

사회화 영향요인과의 관련성이 낮아 통제변수에서 제외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한 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공동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범주형 변수의 경우 교차분석, 연속형과 범주형 변수는 독립표본 t검정

을 실시하였다. 이때 연속형 독립변인은 통제위치, 사회적네트워크, 기술과 지식, 학습

전략, 제도화된 전략, 인사고과, 업무만족을 중심으로 하위 문항은 항목합산

(par-celling)을 시행하였다. 항목합산의 기준은 패널조사자료에서 동일한 설문문항으

로 묶여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산하였으며, 하위 항목의 합산으로 일부 정보손실은

우려되나 회귀분석의 특성상 변인간의 관련성 설명의 간명성을 위해 하나의 변인에

수개의 측정항목이 있는 경우, 패널조사자료의 동일항목내에 있는 설문문항의 값을

합산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의 종속변수 설명력 등을 분석하였

다.

Ⅳ. 분석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본 연구는 조직사회화의 선행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

리사회적, 학습경험적, 조직사회화전략, 직무특성요인의 하위요인별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대상은 현재 일자리를 갖

고 있는 1,48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척도별로 일부 누락된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설문응답 수준을 보면 5점척도중 통제위치, 학습전략, 제도화된 전략, 업

무만족은 보통 이상, 기술과 지식, 인사고과는 보통에 가까운 점수로 나타나 이들 변

인은 긍정에 가까운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5점 척도 중 1.90

으로 부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의 표준편차는 .638에서 1.39수준으로 안

정적인 분산정도를 보였다. 또한, 응답 자료의 편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첨도 및 왜도

의 분석결과, 정규분포의 절대값 기준(왜도 < 2, 첨도 <2)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원표,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들 문항을 회귀분석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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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독립변인 및 종속변인 기술통계치

2. 공동화 변화 분석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성이 존재해야 한다. 즉 독립변수가 변

화할 때 이에 대한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가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이항로지스틱분석

에서도 독립변수가 달라짐에 따라 종속변수에 차이 혹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채구

목, 2018).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종속변수가

두 개의 범주로 된 범주형 자료이기 때문에 범주형 독립변수는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공동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5>와 같다.

<표 5> 교차분석 결과(종속변수 기준: 이직하지 않음)

먼저 과거일자리수와 이직의도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과거에 많은 일자리를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심리‧사회적요인
통제위치 3.42 1.016 -.425 -.412

사회적네트워크 1.90 .638 .692 .405

학습‧경험적요인
기술과 지식 2.83 1.396 .086 -1.299

학습전략 3.13 .941 -.262 -.118

조직사회화전략
제도화된 전략 3.39 .755 -.224 -.130

인사고과 2.90 1.008 -.108 -.185

직무특성요인 업무만족 3.21 .788 -.115 -.040

독립변수
Pearson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5점 척도(설명)

1(매우적음) 2(적음) 3(보통) 4(많음)
5

(매우많음)

과거

일자리수
17.583 4 .001 55.1% 49.6% 48.8% 44.3% 37.7%

근속월수 13.129 4 .159 46.4% 52.7% 44.6% 52.8% 47.4%

급여 10.389 4 .001 46.5% 48.6% 41.2% 59.0% 59.8%

일자리규모 39.252 4 .001
10명미만

10명～

49명

50명～

99명
100명～499명 500명이상

56.1% 43.5% 34.9% 38.1% 55.3%

학력 12.948 4 .052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48.5% 53.8% 45.1%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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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응답자일수록 현재 일자리에서 이직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은 17.583, p값은 .001로 과거일자리수는 이직의도와 관련성이 있으며 과거일자리수가

달라질수록 이직의도가 변화하여 공동변화가 확인되었다. 근속월수와 이직의도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과 이직의도는 일부 척도 구간에

서 증가 또는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뿐 전반적인 상관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p값 역

시 .159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와 이직의도는 5점척도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대체로 급여가 높을 경우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은 10.389, p값은 .001로 급여와 이직의도는 관련성이 있으며 급여가 달라

질수록 이직의도가 변화하여 공동변화가 확인되었다. 일자리 규모와 이직의도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일자리에서의 급여는 일정구간에서 이직의도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은 10.389, p값은 .034로 연봉과 이직의도와는 관련성이

있으며 연봉이 달라질수록 이직의도가 변화하여 공동변화가 일어났다. 학력과 이직의

도 간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5점척도의 일부구간에서 학력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현재 일자리에서 이직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은 12.948, p값은 .052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대생이하 범주와 4년제 대학이상의 범주에서

는 학력과 이직의도와 관련성이 있으며 학력이 달라질수록 이직의도가 변화하여 공동

변화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연속형 변수인 통제위치, 사회적 네트워크, 기술과 지식,

인사고과, 제도화된 전략, 업무만족과 이직의도 간의 공동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독립표본 t검정 결과(종속변수 기준: 이직하지 않음)

변인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평균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이직 미이직

인생

통제정도

등분산이 가정됨 7.033 .008 -4.272 1481 .000
3.31 3.53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4.281 1480.138 .000

사회적

네트워크

등분산이 가정됨 1.645 .200 -2.380 1481 .017
1.86 1.94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376 1460.044 .018

기술과

 지식

등분산이 가정됨 .008 .930 -1.932 1481 .054
2.76 2.9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931 1474.909 .054

학습도구
등분산이 가정됨 4.089 .043 -13.860 1481 .000

2.82 3.46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3.897 1478.703 .000

인사고과
등분산이 가정됨 4.493 .034 -13.731 1481 .000

2.57 3.2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3.730 1476.376 .000

제도화된 

전략

등분산이 가정됨 .816 .366 -17.473 1481 .000
3.08 3.7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7.503 1480.938 .000

업무만족
등분산이 가정됨 .769 .381 -16.838 1481 .000

2.90 3.53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6.863 1480.99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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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독립변인에서 이직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집단이 더 높

게 나타났다. 또한 차이검정 결과 기술과 지식의 경우 유의확률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다른 변인은 유의확률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술과 지식

의 경우 유의확률이 .05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평균의 차이와 유의확률 수준

에 근접한 점을 고려한다면 기술과 지식이 이직의도 간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속형 독립변수 전체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3.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범주형 통제변수로 ‘과거일자리수, 근속월수, 월급, 학력’, 연속형 독

립변수로 ‘인생통제정도, 사회적네트워크, 기술과 지식, 학습전략, 인사고과, 제도화된

전략, 업무만족’, 종속형 변수로 ‘이직의도’를 투입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모형계수 전체 테스트에서는 초기모형에 비해 변수가 투입된 후은 438.866

감소하였고 이는 유의한 변화로 나타났다(df=26, p<.001). 이에 도출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해 Hosmer & Lemeshow 적합도지수, 유사  (Pseudo )으로 도출된 모델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과 회귀계수를 해석하였다.

1) 모델적합도 검정

Hosmer & Lemeshow 적합도지수는 검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실제치와 예측치 간

에 차이가 없는지를 검정하는 것이며, 유사  은 선형 회귀모델에서의 설명력인  과
유사한 개념으로 로지스틱 회귀모델에서 산출되는 Cox & Snell(1989)의  과
Nagelkerke(1991)의  을 활용하였다(김원표, 2017).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모형적합도 결과

Hosmer & Lemeshow 

적합도
모형요약 분류표

카이

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Cox & Snell의  

R-제곱

Nagelkerke의

R-제곱 감시됨

예측

이직의도 분류정확

(%)이직 미이직

7.844 8 .449 .256 .342

이직 565 197 74.1

미이직 209 512 71.0

전체(%)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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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Hosmer & Lemeshow 적합도 지수는 종속변수의 기대확률값을 순서로 10개 집

단에서 실제 관측된 값과 로지스틱모델에 의해 예측된 기댓값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계

산한 것이다. 따라서 Hosmer & Lemeshow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5보다 커야 실제관

측치와 모델의 예측치 간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로지스틱 모델이 적합

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김원표, 2017). 본 연구에서의 로지스틱 회귀모델의

Hosmer & Lemeshow 적합도 지수는 유의확률은 .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유사  의 경우 설명력이 높지 않아 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산출된  은 선형 회귀분석에 비
해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로지스틱 회귀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할 때  의 결과를

선형 회귀분석처럼 중시할 필요는 없다(Hosmer & Lemeshow, 2000). 한편, 추정된 모

형이 예측과 분류에서 얼마나 정확도를 보이는가를 알기 위한 분류 정확도는 72.6%로

나타나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회귀모

델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과 해석

회귀모델을 기반으로 방정식에 포함된 변수의 모형계수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모형

계수 추정은 각 공변량의 계수값이 ‘0’인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Wald 통

계량과 유의확률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추정의 기본원리는 최대우

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이다. 최대우도 추정방법으로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경우 Wald 통계값은 평균이 0인 정규분포를 이루며 은 자유도 1인 카이제곱분포를

이룬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회귀분석의 유의성 검정을 카이제곱 값으로

검정한다(채구목, 2018). 본 연구는 공변량으로 12개의 독립변수를 투입하였으며, 그 중

근속월수, 월급, 과거일자리수, 학력은 범주형, 통제위치, 사회적네트워크, 기술과 지식,

학습전략, 인사고과, 제도화된 전략, 업무만족은 연속된 데이터이다. 모형계수 추정결과

는 <표 8>과 같다.

먼저, 범주형 변수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고졸자에 비

해 이직하지 않을 확률이 2.32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일자리의 근속개월이

98개월 미만인 초기경력자에 비해 21개월～32개월 사이의 초기경력자가 이직하지 않을

확률이 1.60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급여는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급여의 변동에 따른 승산비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는 이직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일자리수는 1개의 일자리 경험이

있는 기준집단에 비해 과거일자리의 수가 많을수록 전반적으로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승산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범주형 변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

리하면, 학력은 고졸에서 대졸까지 학력이 높을수록 이직하지 않겠다는 승산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급여가 높을수록, 과거일자리 경험이 많을수록 이직에 대한 의도가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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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초기경력자의 근속개월과 소속 사업장의 규모는 대체로 이직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모형계수 추정 결과표

Note. 괄호()안은 범주형 변수의 참조변수 

B S.E. Wals 자유도
유의

확률

Exp

(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학력(고졸) 16.654 3 .001

전문대학교 .490 .265 3.420 1 .064 1.633 .971 2.745

대학교 .843 .238 12.584 1 .000 2.324 1.458 3.703

대학원이상 .298 .209 2.021 1 .155 1.347 .893 2.031

근속개월(8개월이하) 8.189 4 .085

9개월～20개월 .303 .202 2.256 1 .133 1.354 .912 2.012

21개월～32개월 .471 .209 5.097 1 .024 1.601 1.064 2.410

33개월～44개월 .100 .213 .223 1 .637 1.106 .729 1.677

45개월이상 .457 .220 4.316 1 .038 1.579 1.026 2.431

규모(10명미만) 26.3967 4 .000

10명～49명 .594 .184 10.366 1 .001 1.811 1.261 2.599

50명～99명 .007 .191 .001 1 .972 1.007 .692 1.464

100명～499명 -.327 .257 1.619 1 .203 .721 .435 1.193

500명이상 -.223 .207 1.154 1 .283 .800 .533 1.201

급여(180만원이하) 9.812 4 .044

181만원～219만원 -.427 .204 5.334 1 .021 .624 .418 .931

220만원～267만원 -.424 .208 4.143 1 .042 .654 .435 .984

268만원～333만원 -.612 .204 9.020 1 .003 .542 .364 .808

334만원이상 -.392 .195 4.026 1 .045 .676 .461 .991

과거일자리경험(무) 14.034 4 .007

1개～2개 .747 .226 10.909 1 .001 2.111 1.355 3.288

3개 .527 .215 6.012 1 .014 1.694 1.112 2.582

4개～5개 .465 .242 3.689 1 .055 1.591 .991 2.557

6개이상 .221 .230 .924 1 .336 1.247 .795 1.956

통제위치 -.074 .065 1.289 1 .256 .929 .818 1.055

사회적네트워크 .017 .098 .031 1 .860 1.017 .840 1.232

기술과지식 -.132 .052 6.504 1 .011 .876 .792 .970

학습전략 .354 .085 17.522 1 .000 1.425 1.207 1.681

인사고과 .161 .082 3.872 1 .049 1.175 1.001 1.379

제도화된전략 .783 .134 34.319 1 .000 2.188 1.684 2.843

업무만족 .597 .116 26.447 1 .000 1.817 1.447 2.282

상수항 -6.548 .574 130.173 1 .00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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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속형 독립변수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제위치와 사회적네트워크를 제

외한 기술과 지식, 학습전략, 인사고과, 제도화된 전략, 업무만족은 유의확률이 .05보다

낮아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습전략, 인사고과, 제

도화된 전략, 업무만족은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과 지식은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승산비를 보면 학습전략은 1.425, 인사고과는 1.175로 ‘1’에 가까운 값

을 갖고 있어 학습전략과 인사고과의 만족여부가 이직의도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업무만족의 승산비는 1.817로서 업무만족도가 1단위 증가하면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1.81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화된 전략의 승산비는

2.188로서 제도화된 전략의 만족도가 1단위 증가하면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2.18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형 독립변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개인의 성격적 특성인 내적

통제나 사회적관계는 이직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을 위한

제도화된 전략이나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 이직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이상치의 검정과 제거, 변수의 재범주화 검토

본 연구에서 투입된 변수값의 이상유무를 검정하기 위해 표준화 잔차(ZRE)와 Cook의

거리(COO)를 투입하여 산점도를 파악하였다. 산점도의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표준화 잔차와 Cook의 거리 투입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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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점도를 살펴보면, 이분형 로지스틱에 적합하지 않는 케이스들과 계수추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케이스를 알아낼 수 있다. 먼저 [그림 1]의 좌측의 표준화 잔차 산점도는

잔차를 각각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표준화한 것으로서 이상치 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우측의 Cook거리 산점도는 잔차도표를 발전시킨 것으로서 영향력이 큰 관

측치를 가시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화 잔차와 Cook의 거리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장 큰 값을 갖는 케이스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변수의 이상치 판단과

제거, 변수의 재범주화 등을 통해 회귀식 모델의 검정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가 아닌 만큼 자료의 이상치 판단과 재범주화를 통한

추가적인 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Ⅴ. 결론

1. 결론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청년층의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관성 등에 대한 정

책수립을 하고자 2019년도 10월에 조사한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추적조사 자료를 활

용하여 청년층 초기경력자 일자리에서의 조직사회화 영향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직사회화 영향요인으로는 ‘통제위치, 사회적네트워크, 기술과 지

식, 학습전략, 인사고과, 제도화된 전략, 업무만족’을 사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학력,

근속개월, 규모, 급여, 과거일자리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사회적 영향요인은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위 요인으로 환경에 대한 통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나

타내는 통제위치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위치

가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유리천장과 이직의도간, 직무배태성과 이직의도간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한 선행연구와 결과를 달리한다(김용순, 조광주, 2012; 송

하식, 김용순, 2009: 옥주영, 탁진국, 2003).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직사회화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위치가 당연히 이직의도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논리적

접근에 따른 것이나 단일 측정항목을 사용한 점, 사회진입 과정에 있는 초기경력자의

경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정도 등이 선행연구와 상이한 점, 연구대상이 주로 30

대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이 선행연구와 결과가 달라지는 주된 원인이라고 추정된다.

또 다른 하위요인인 사회적네트워크 역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인지적, 관계적 속성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성립된 연결 관계(손동원, 2002)로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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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경력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개인의 활동성

측정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는 외부의 사회적네트워크 활동이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정명호, 김희진, 2012). 또한 사회적네트워크의 인지적

차원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제시하였다(한나영, 박상봉, 2015). 본

연구에서 사회적자본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 범주가 개인의 직무나 경력개발과의 관련성이 낮은 종교, 레저, 정당, 환

경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주된 이유로 추정하였다.

둘째, 학습·경험적 영향요인은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위 요인으로 청년층의 직무에 대한 기술과 지식의 보유정도는 이직의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직무가 일치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

람의 경우 자신의 직무수행에 대한 기술과 지식이 높을 경우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배하영, 박세영, 2018). 전공직무가

일치할 경우 지식과 기술수준이 높아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는 전공직무 불일치가 직장선택에 있어서의 낮은 임금, 높은 비정규직 업종 취업 가

능성, 낮은 직무만족도를 예측한다고 볼 수 있다(안치숙, 2018). 그러나 대기업과 공공

기관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전형적인 문·이과 구분 필요성 저하, 다양한 직업의 증가

등으로 전공직무의 일치가 반드시 직무만족이나 이직의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기

는 어렵다. 본 연구는 초기경력자로 직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경우, 전공직무가 일치

하는 경우에는 조직에 충성하기보단 자신의 경력개발에 더 무게를 두는 청년층의 특

성상 전공직무일치가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

로 판단된다. 또 다른 하위요인인 학습전략은 이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터학습이 이직의도를 감소시킨다는 긍정적 영향의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신승경, 마저리앙, 2020). 반면, 교육훈련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강원석, 김우철, 2019). 따라서 학습전략의

경우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조직사회화의 선행요인으로 이직의

도에 간접적인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황영훈, 김진모, 2019).

셋째, 조직사회화전략요인은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으로 청년층의 일자리에서의 인사고과 만족도는 이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인사고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직사회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직의지를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

이한다(차종석, 2011). 인사고과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 수단으로 사용

되며, 성과에 대한 기준과 판단, 성장 등에 대한 피드백의 역할을 한다(Snell &

Bohlander, 2010). 이러한 의미에서 선행연구는 인사제도의 긍정적 인식이 개인에게

내재화될 때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실증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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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사용된 연속된 변수

중 가장 낮은 승산비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경력자로서 소속된 일자리의 인사제도에

대한 내재화의 부족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하위요인인 제도화된 전략은 이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사회화를 촉진하는 전

략으로 조직문화 측면의 조직만족도는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으

로 투입된 변수 중 가장 높은 승산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집단, 조직수

준의 제도화된 전략이 이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김상표, 김태열, 2004; 최순옥, 2005). 또한, 최근 국내 실증사례연구에서도

제도화된 전략의 일환인 인적자원관리의 전략적 접근은 이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직을 예방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강현, 2017).

넷째, 업무만족으로 측정한 직무특성요인은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업무만족은 제도화된 전략과 함께 가장 높은 승산

비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임금, 고용안정, 워라벨, 복리후생 등의 조직지원인식

이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이다(이을터, 2019).

또한, 업무만족과 업무처리방식을 통합하여 직무만족의 개념으로 이직의도와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역시 직무특성은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혜, 이영은, 2015). 특히, 직무특성요인은 초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사회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사회화의 하위

요인이 아닌 이직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학력, 근속개월, 규모, 급여, 과거일자리수’를 종속변수에 영

향을 주는 통제변수로 판단하고 범주형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급여는 전체

범주집단에서 ‘학력, 근속개월, 과거일자리수’는 일정 범주집단을 제외하고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일자리수의 경우 청년층의 직장경험이 많을수록

조직사회화에 대한 적응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과거 일자리경험이 많

은 청년층일수록 이직을 하겠다는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도가 이직경험이 있

는 이직의도에 조절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이상희, 김혁수, 2014)와 이직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자신의 경험보상을 위해 좀 더 개선된 근로조건을 위해 이직을 결정한다는

선행연구(조민호, 김경림, 2010)와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학력과 이직의도 관련해서 1990년대의 경우 경제적인 대우의 불만을 주된 이

유로 고졸취업자의 이직성향이 대졸자보다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되었다(전찬열,

1996). 반면, 최근 선행연구는 학력이 높을수록 단기간 이직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연

구결과가 제시되었다(황광훈, 2020). 본 연구는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학졸업자의 이

직의도가 낮게 나타나 전찬열(199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

의 어떠한 요인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접근이 아닌 단순한 현상을 통계

적으로 분류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학력과 이직의도간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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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급여는 급여가 낮아질수록 이직을 하겠다는 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급여의 경우 근로지속의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상제도 중의 하나로

이직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장윤

정, 2011).

2.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청년층의 초기경력자가 일자리에서 갖고 있는 이직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조직사회화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

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사회화를 거시적으로 사용하면서 조직사

회화의 선행변인과 이직의도와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탐색한 연구나 특정 직업군이

아닌 청년층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에 대한 영향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사회화 선행변인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통제변수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청년층의 현재 일자리에서의 학습전략, 인사

고과, 제도화된 전략, 업무만족은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

술과 지식, 급여는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승산비를 중심으

로 결과를 살펴보면, 제도화된 전략과 업무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모두 조직특성에 속하는 요인으로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조

직의 사회화 전략과 직무특성을 기반으로 조직문화의 개선, 조직몰입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청년층은 조직의 초기경력자로 조직

변화의 핵심 원동력이자 장래에 조직의 존속을 결정하는 인적자원의 기반이 된다. 코

로나19와 같이 전혀 예견하지 못한 경영환경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

이 혁신에 달려있다면 이러한 혁신의 주체가 사람이기에 청년층의 높은 이직률을 간

과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술과 지식, 급여는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공과 직무가 일치할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현재 일자리에

서의 직무에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예정한 본 연구는 전공과 직무가

일치하거나 지식과 기술이 많은 경우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대부분 선행연구의 결과와 달리한다. 이는 승산비가 높지 않아 일반화하기

에는 어려운 결과일 수도 있으나 대졸이상의 경우 지식과 기술을 많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좀 더 나은 근로조건과 자기 발전을 위해 이직을 결심하는 확률이 높은 만큼,

이는 예외적인 결과로 향후 구체적인 추가 실증사례 연구를 통해 후속 연구의 진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연관하여 과거 일자리에 대한 경험이 많은 청년층

일수록 이직과 신규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적고 상당한 지식과 기술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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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직에 대한 의지가 높고 잦은 이직으로 인한 조직사회화에 부적응, 상대적

만족도 저하, 조직문화의 거부 등으로 인해 일자리에서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초기경력자가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연공서열 이나 업

무능력이 아닌 직무의 특성, 난이도, 직장유형 등이 반영된 것으로 높은 급여의 초기

경력자는 직접선택에 대한 능력이 높다고 보고, 이러한 직업선택의 역량이 이직의도

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초기경력자의 조직사회화 과정의 성공여부가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초기경력자가 다소 불만족한

근로조건에 놓인다하더라도 조직구성원의 일원으로 조직문화에 흡수될 때 이직의도가

감소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기업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채용하기 위한 전

략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의 조직적응과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조직사회화 전략 또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초

기경력자의 조직사회화의 학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다양한 학습전략의 개발, 조

직사회화의 중요성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 등이 우선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우상호, 신완선, 2017; 임정연, 이영민, 2013). 또한, 장래에는 지금 우리가 처해있

는 코로나19와 같은 통제 불가능한 경영환경이 더 자주 발생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경

영기법을 통한 위기 극복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불확실성이 지속되

는 경영위기 시대에 인적자원의 조직몰입과 헌신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의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적자원은 우수한 인적자원의 선발과 더불어 조직에 조기

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사회화 전략의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자의 의도대로 도구를 구성한 것이 아닌 패널조사 자료를 바

탕으로 선행연구와 연결한 결과, 일부 변인은 선행연구와 그 결과를 달리하였고 조직

사회화의 주요 하위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연구 결과의 타당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부 변인은 항목합산을 하고 일부 변인은 단일항

목으로 변인을 사용한 것은 패널자료의 한계상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연구결과의 신뢰

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조직사회화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을 전부 사용한 상태에서 초기경력자 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초기경력자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결과를

메타분석 하거나 연구동향 분석 등을 통해 이직의도 전반에 관한 연구의 현주소를 분

석하는 한편, 좀 더 세부적인 측정도구 개발이나 질적연구 등을 통해 기존 선행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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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f Early Experienced Employee
Turnover Intention

Kim Meyong-Seob, Seo Sook-Young, Kim Han-young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turnover intentions of early

experienced workers from the aspect of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using the data

of the 2019 youth labor market transition tracking survey data of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Survey (KEE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skills and knowledge of early experiencers, which are the

prerequisites for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learning strategies, personnel

evaluations, institutionalized strategies, and job satisfac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will not to turn over.

In particular, the institutionalized strategy and job satisfaction categorized by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as factors that proactively influence

turnover intentions more than other variable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skills and knowledge of young people negatively influenced their

willingness not to turn over. In addition, as a result of inputting a control variable

that affects turnover intention as an independent variable, it was found that the

salary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will not to turnover.

The academic background of early career graduates was found to have a higher

willingness not to turn over from junior college and four-year college graduates

than those with early high school graduating career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urnover from the current jobs of early experienced workers, concrete methods for

learning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development of various learning tools, and

managerial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should be

improved first.

Key word :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turnover intention, job satisfaction, youth

jo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