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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isanecessityfortheorganizationalsocializationforminimizes
unsuitableadaptation and shock asa newcomers.It'simportantto
seekinginformationsforaccomplishedorganizationalsocialization.Both
socializationandpsychologicalcontractandinformationdemonstratethat
thethreeyearsofemploymentarecriticalforthedevelopmentofa
positivecontractandinformationwithorganizationalnewcomers.
Thepurposeofthisresearchistoconfirm theeffectbetweenthe

organizationofsocialcharacteristicandtheorganizationalsocialization
whatraisetheresultofbusinesswhenthenewcomersgottenbusiness
informationfrom theleadersandpeers.Besides,theotherpurposeof
thisstudy istoconfirm whetherthesystem immersion effecte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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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socialization through thejob relatedandsocialrelated
information.
Thisdissertationempiricallyinvestigatestheeffectofthe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informational feedback quantity in the
organizationalsocializations measured by th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involvement,asitismoderatedbytheleadersandpeers
andpersonality.Theinformationseekingbehaviorarecomposedofthe
jobandjobrelatedinformalinformation.Thejobrelatedinformationis
composed oftechnicalinformation and performance feedback,the
informalinformationoutofjobiscomposedofanormalinformation
and social information. And the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re
composed ofa role identification,outcome efficacy,acceptance,and
socialintegration.
Thequestionnairesinthisstudywasusedtoinvestigatedbythe3
yearsnewlyentering259peopleverifiedaconstructionatonceinthe
object.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the statisticaltesting
methods of frequency analysis,factor analysis,reliability analysis,
multipleregression,andsubgroupcorrelationanalysis.
Onthebasisoftheresultanalyzedinthisstudy,thefindingscould
bedrawnasfollows.

1.Theorganizationalsocializationeffectedbythebusinessinformation
seeking behavior.but a normalinformation has shown negative
relationswithorganizationalsocialization.
2.Thefeedbackinformationquantityfrom theleadersandpeersroles
asamoderatorvariablebetweentheinformation seekingbehavio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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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socialization.Itisnecessarytoorganizationalsocialization
byreasonableinformationseekingbehavior.
3. The A-type propensity, venture preference propensity and
achievement directivity direction etc role as a moderator variable
information between organizationalsocialization and thebehaviorfor
informationseekingbehavior.Inotherwords,thepersonalqualityalso
veryimportanttoorganizationalsocialization.Buttheaffirmativeand
negativeeffecthavedifferentinfluencebyinformationseekingbehavior.
4.Theorganizationalsocialization which relateswith ajob hasa
highercorrelationwithjobsatisfaction.Andtheorganizationalsocialization
with outthe business had a higher correlation with organizational
involvement.
Based on these findings,the implication ofthis study are as
followers:
1.in theoreticalperspectivethenewcomershaveused themost
frequently the mentors as the information givers fororganization
socialization.
2.in practical side,the degree of newcomers' organizational
socializationwasdifferentaccordingtotheorganizationalsocialization
tac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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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ⅠⅠⅠ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111...문문문제제제제제제기기기 및및및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조직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관리가 가장 중
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조직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동태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구성원의 의식과 태도,그리고 행동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조직
구성원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은 조직사회화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조직사
회화(OrganizationalSocialization)란 조직의 외부자였던 개인이 조직의 내부 구성
원이 되어가면서 조직의 규범,가치관,요구되는 행위,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술,
사회적 지식 등을 학습해 가는 과정이다(양혜현,1995).특히 신입사원에 대한 조
직사회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Schein(1968)은 조직사회화의 속도 및 조직유효성이 조직구성원들의 충성심,몰
입,생산성 및 이직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조직의 안정은 신입사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회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결국 신입사원을 사회
화하기 위한 조직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
다.조직의 장기적인 성장 발전은 신입사원의 조직체적응능력을 어떻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좌우된다.신입사원들은 생소한 상황에 접하면서 입사충격
(Hughes,1958)과 같은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이런 충격의 영향이 클수록 신입사
원은 조직구성원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그 조직을 이탈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되
는데 신입사원의 이직문제는 초기 6개월이 특히 중요하며,입사 후 3년까지 철저
한 관리가 요구된다.신입사원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채용 후 사후관
리의 실패로 볼 수 있다.Feldman(1980)은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조직사
회화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많은 조직사회화 담당자들이 신입사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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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과소평가하고 거의 전적으로 오리엔테이션에 의존하는 성
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대부분의 교육훈련이나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이 실제
조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다.또한 공식적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기업이미지 홍보나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데 신경을
쓰고 신입사원들의 불안감을 줄이는데 기울이는 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은 “한 개인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서 인생초기에 형성된 의식,가치관,규범 및 행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Hughes,1958).이와 마찬가지로 신입사원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적응
하는데는 조직사회화 초기에 형성된 조직의식,태도,학습 등이 신입사원의 전 경
력과정에 반영되어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신입사원의 조직사회화는 조직의 변화
에 대한 적응 및 대응능력의 개발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신입사원
들의 입사충격으로 인한 부적응을 최소화하고 조직내부자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길
잡이 역할을 할수 있는 조직사회화 전략이 필요하다.조직 자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사회화가 잘 이루어지려면 그 조직에 대한 다양
한 정보추구행동이 필요하다.조직사회화가 잘 이루어진 구성원은 업무성과,조직
문화의 적응,동료 또는 상사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Ashforth& Cummings,1983).정보추구유형은 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가
있다.따라서 업무성과 면에서는 업무 관련 정보를 추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며,조직에의 원만한 적응 면에서 볼 때는 사회적 정보를 추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Morrison& Wolfe,1993).이러한 정보추구행동은 조직사회화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업무와 관련하여 적응한다는 것은 자신의 업무를 명확하
게 알게 되는 역할명확성과 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성과효능감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Feldman,1976;Fisher,1986).그리
고 조직내에 사회적으로 적응한다는 것은 조직내부의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Bauer& Green,1998),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느끼게 되는 사회적 통합을 높여주
는 기능을 한다(Ostroff&Kozlowski,1992;Morrison,1993a;Fisher,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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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조직사회화과정에서 구성원이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원천으로부터 얼마
만큼 자주 얻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조직생활을 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업무외적인 사회적 정보도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습득하게 된
다.Herold& Parsons(1985),Jablin(1982),Posner& Powell(1985)등도 정보추구
유형이 업무와 관련된 정보인지,사회적 정보인지에 의해 조직사회화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며,정보의 제공자로서 상사,동료,부하들 중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사
회화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정보 제공자에 따라서도 정보추구행동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피드백정보량에 따라서도 정보추구유형은 조직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상사나 동료들로부터 피드백정보량이 많은 구성원은 적은
구성원에 비해 조직사회화가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더욱이 신입사원 개인
이 가지고 있는 급한 성격,모험지향적인 성격,성취지향적 성격 등 개인의 퍼스낼
러티에 따라서 정보추구행동이 달라질 것이며,이는 조직사회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 추구행동은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이는 조직의 유효성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Adkins(1995)는
사회화의 성과로 직무성과,직무만족,조직몰입을 들었다.그는 업무관련 적응을
잘 할 경우에는 직무성과가 높아지며,사회적 적응을 잘 할 경우에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아지게 된다고 보았다(Adkins,1995;Ashford&Cummings,1985).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이 사회적 정보로 인해 나타난 결과보다는 업무적 정보
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보았다.즉 업무적 정보를 통해 조직사회화가 잘 이루어진
구성원은 조직효과성인 직무만족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며.사회적 정보를
통해 조직사회화가 잘 이루어진 구성원은 조직효과성인 조직몰입에 더 많이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입자들이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업무적 정보와 업무

외적 정보를 얻게 되는데,이러한 정보추구행동이 업무의 성과를 높여주는 조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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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와 사회성을 높여주는 조직사회화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
다.즉 업무적 정보는 사회적 정보에 비해 업무와 관련된 역할명확성과 성과효능
감을 더 높여주는지,업무외적 정보는 업무적 정보에 비해 조직의 문화나 규범 등
에 대한 수용성과 사회적 통합을 더 높여주는지를 밝히는데 있다.그런데 상사나
동료들로 얻은 정보피드백의 양을 비롯해 다양한 개인의 퍼스낼러티에 따라 이러
한 관계간에 차이가 나는지도 함께 밝히고자 한다.마지막으로 업무적 정보를 통
해 형성된 조직사회화가 직무만족에,사회적 정보를 통해 형성된 조직사회화가 조
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밝히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첫첫첫째째째,,,신입자들이 추구하는 정보(업무적정보,업무외적 정보)와 신입사원의
조직사회화(성과효능감,수용감,사회적통합)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둘둘째째째,,,신입사원의 조직사회화(성과효능감,수용감,사회적통합)와 신입사원의
조직적응(직무만족,조직몰입)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셋셋셋째째째,,,신입사원의 피드백정보량과 퍼스낼리티에 따라 정보추구행동이 조직사
회화에 미치는 영향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즉 피드백정보량과 퍼스낼러티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넷넷넷째째째,,,정보추구행동으로 형성된 조직사회화와 조직유효성간에 어떤 관계가 있
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논논논문문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먼저
문헌적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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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증연구가 이루어졌는데,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조직에 진입한지 3년
이내인 신입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표본추출은 전남지역 제조업,금융업,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였
는데,설문지의 266부를 회수하여 259부를 가지고 분석하였다.설문지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SPSS/PC(＋)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였
다.분석방법은 항목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성분석과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그
리고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다중회귀분석,부분집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제제제ⅠⅠⅠ장장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비롯하여 연구범위 및 구성에 대해 기술하

였다.
제제제ⅡⅡⅡ장장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정보추구행동에 대한 개념을 비롯
하여 조직사회화,피드백,퍼스낼러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직무만족
과 조직몰입 등과 같은 조직유효성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제제제ⅢⅢⅢ장장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으며,연구가설도 설
정하였다.이외에도 조작적 정의,설문지 구성 및 분석방법 등의 연구방법을 기
술하였다.
제제제ⅣⅣⅣ장장장에서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업종을 가진 기업체들을 대

상으로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으며,이를 해석하고 논의하였다.
또한 표본의 특성 및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제제제ⅤⅤⅤ장장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

에 대해서도 제언하였다.



-6-

제제제ⅡⅡⅡ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정정정보보보추추추구구구행행행동동동

111...111...정정정보보보추추추구구구행행행동동동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정보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제공해주며 조직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매체가 된다.실제로 조직체의 많은 활동이 정보처
리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의 성격과 질에 따라 구성원들 간에 직
접대화,전화 또는 메모,문서,정기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보가 전달되
거나 탐색되어진다.(DaftandLengel1984).
조직에 의하여 제공되어진 정보나 구성원들에 의하여 탐색된 정보는 첫째,

구성원들의 직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과업수행능
력을 향상시키고 둘째,구성원들에게 조직의 규범,가치관,문화 등을 전수함으
로써 조직구성원을 완전한 조직인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도와준다.
따라서 조직은 가능한 많은 정보를 구성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조
직에 의하여 제공되어지는 정보는 그 유용성 측면이나 적시성 측면에서 구성원
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은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Ashford
andCummings,1983).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제공되어지는 정보는 신입자들의 조직에 진입할 때 발

생하는 충격이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특히 조직,상사,
동료로부터의 정보는 신입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주고, 조직의 관리적,운영
적 제도 등에 적응하게 해주며,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멤버십을 가지게 하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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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가 새로운 조직과 직무에 맞는 새로운 자기 이미지를 가지도록(Miller&
Jablin,1991)도와준다.즉,신입자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1)신입자가 과업과 관
련된 역할에 있어서 자심감을 느끼고,2)새로운 조직에 자신이 받아들여 지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Feldman,1976).
신입자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1)신입자가 업무와 관련된 역할에 있어서 자신감을
느끼고,2)새로운 조직에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Feldman,1976).또한 Miller& Jablin(1991)은 세 가지
정보로 나누었는데,첫째,준거적 정보로서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보,둘째,관계적 정보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본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셋째,평가정보로서 구성원이 현재 자신의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정보이다.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신입사원들은 여
러 정보의 원천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원천으로는 첫째,관리자,직속 감독자,작
업동료,부하 셋째,다른 조직 구성원 넷째,관객 다섯째,직무자체 등이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다.그러나 이들 정보의 원천 중 감독자나 작업동료가 일반적으
로 정보의 이용가능성이나 유용성 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러
나 감독자와 동료의 유용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데,Graen(1976)과 Jablin(1979)의 연구는 신입사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역
할협상에 있어서 감독자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독자를 가장 중요한 원
천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Hanser& Muchinsky(1978)도 신입사원들은 자신의 직무 및 역할을 제시
해주고 성과를 평가하며, 직무요구사항을 결정하는 감독자를 정보의 원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감독자를 동료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원천으로 여기고
있음을 발견하였다.반대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작업동료는 유용성과 이용가능성
에 있어서 감독자보다 더 높으며,이러한 이용가능성은 신입사원의 직무만족,몰
입도,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정보의 원천과 신입사원의 상호작용의 정도와 내용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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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정보원천이 신입사원의 정보탐색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는 반면,다른 연구에서는 정보의 원천에 따라 신입사원의
정보탐색 전략이 다르게 나타나며,각 원천으로부터 인화된 사회적 비용에 따라
신입사원들은 각각 다른 정보탐색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Morrison(1993b)은 신입자가 추구하는 정보는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첫

째,기술적 정보로서 어떻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알려준다.둘째,
준거적 정보로서 조직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알려준다
(Feldman,1976;Miller& Jablin,1991).셋째,규범적 정보로서 조직내에서 업
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내 규범과 가치,즉 다른 사람들이 자
신의 행동과 태도에 대하여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려준다(Louis,1990).넷째,
피드백 정보로서 자신의 행동과 성과가 적당한가를 알려준다(Ashforth &
Cummings,1985).이처럼 다양한 정보들은 외부자가 조직에 진입할 때 발생하
는 충격이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111...222...정정정보보보추추추구구구행행행동동동과과과 신신신입입입사사사원원원의의의 조조조직직직사사사회회회화화화

조직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정보탐색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Katz(1980),SiehlandMartin(1982)등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직무의 순환,승진 등에 의하여 경력이 발전하고 수행하는 직무와 책임영
역이 바뀌어 가기 때문에 새로운 직무수행기술이 필요하며,소속집단의 문화와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재사회화를 위한 정보탐색활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조직사회화 과정에서 정보를 추구하는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Morrison(1993a)은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첫째,역할
명확성으로서 구성원은 자신이 조직내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
여 알게 되어 다른 내부구성원들의 기대와 일치된다.이때 준거정보를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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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입자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둘째,업
무의 숙달로서 직무와 관련된 기술과 지식을 획득하고,상사로부터 성과에 관한
피드백을 받게 되어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많이 이해하게 되며 그 결과 업무를
보다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Reicher,1987;Fisher,1986).셋째,문화적
적응으로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분위기,공식적 비공식적 규범들에 관
한 정보나 사회적 피드백정보를 획득함으로써(Ashford,1986;Reicher,1987),
조직내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된다.넷째,규범적 정보나 사회적 피드
백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신입자는 업무 집단내에 통합할 수 있게
된다(Louis,1980;Feldman,1976).역할명확성과 업무의 숙달은 업무와 관련
된 정보로서 형성될 것이며,규범적 정보나 사회적 정보는 업무이외의 정보로
서 형성된다.따라서 정보추구행동은 크게 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로 이
루어진다.

222...조조조직직직사사사회회회화화화

222...111...조조조직직직사사사회회회화화화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조직사회화는 조직 내 특정 역할 수행과 관련된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개념이다.넓은 의미로는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스스
로의 시행착오를 비롯한 모든 조직학습과정을 포괄하며 입사 이전부터 시작하
여 전 조직생활에 걸쳐 행해지는 과정이고,좁은 의미로는 조직 내 특정 역할
에 대한 학습과정을 의미한다(VanMaanen& Schein,1979).그래서 조직사회
화란 조직생활에 필요한 요령을 익혀나가고(Schein,1968),과거의 태도나 가치
관,행동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규범 및 기대되는 행위를 학습해 나가는 과
정(VanMaanen,1976)이다.조직구성원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가치관,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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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행동,사회적 지식을 이해하게 되며(Louis,1980),외부인이 조직 내부
인으로 변화하는 것이다.조직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업무와 업무외의 사회적
지식을 획득함으로서,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할 수 있기까지의 과정인 것이
다(Fisher,1986;VanMaanen& Schein,1979).
지금까지 조직사회화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뤄져

왔다(이진규와 박찬규,1995).첫째는 신입자가 조직의 외부인에서 내부인으로
되어가는 과정과 관련된 단계모형에 관한 것이고,둘째는 조직이 신입자에게
실시하는 사회화 전략에 관한 것이다.셋째는 신입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사
건들을 해석하고 그들에 대처하는 의미 해석과정에 관한 것이다.하지만 이러
한 조직사회화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첫째,이들
연구는 신입자를 조직의 사회화에 단순히 반응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신입자는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둘째,정보의 역할에 대하여 간과하였다는 점이다.사회화란 정보를 획득
하는 과정으로서,학습과 적응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기
존의 연구는 신입자가 어떻게 정보를 추구하고 획득하는가를 다루지 못하고 있
다(Miller& Jablin,1991).따라서 신입자가 수동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적극
적으로 정보를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야 한다.
또한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신입자들이 조직내부자로서 적응해 나가는 데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는 조직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
는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때 조직사회화가 성공적으
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Bauer& Green,1996).둘째는 업무이외 조직생활
을 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조직문화,대인관계 등과 같은 비공식적 규범인 조직
의 사회적 속성을 수용하고 통합하면서 조직사회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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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신신신입입입자자자의의의 역역역할할할
조직에 처음 진입하여,성공적인 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하여,과업정보와 사회적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그렇다면,‘과연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획
득할 수 있을 것인가?’기존 연구에 의하면 사회화에 대하여 3가지 관점으로 정
리할 수 있다.첫째,사회화의 단계에 초점을 두는 관점으로서(Feldman,1976),시
간이 지남에 따른 각 사회화 단계에서 신입자들의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
여 가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어떠한 메카니즘을 통하
여 사회화 단계가 변화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둘째
는 조직이 일방적으로 사회화와 관련된 정보를 신입자에게 제공해 준다는 관점
으로서(VanMaanen& Schein,1979)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입자를 사회화
시켜줄 수 있다는 관점이다.이 관점 또한 사회화 과정에서 신입자들의 역할을
수동적(passive)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셋째는,신입자가 적극적으
로 사회화와 관련된 정보를 추구하고 획득한다는 관점이다(Morrison,1993a,
1993b;Ashford& Black,1996).즉,사회화 과정에서 신입자는 적극적으로 정보
를 추구하고 획득함으로서,조직과 관련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으며,불확
실성(uncertainty)을 줄일 수 있다(Miller&Jablin,1991;Ashford,1986).

222)))정정정보보보제제제공공공자자자와와와 피피피드드드백백백 양양양
사회화과정에서 신입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기는 하지만,성공적인 사
회화는 신입자 혼자만의 노력에 의해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Reicher(1987)는 조
직의 내부인 들이 신입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서,사회화에 중요한 영
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Bauer&Green(1998)은 신입자의 사회화 과정
에서,직무관련 정보와 사회적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상사의 행동 -과업지향적
인 행동을 보여주는가?지원적인 행동을 보여주는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Katz(1980)에 의하면,신입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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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생하는 피드백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
에,주로 상사나 동료에게서 정보를 추구한다는 것이다.특히,상사는 신입자의
역할모형 설정함에 있어서,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사회화의 중요한 원천으
로 인식될 것이다(Miller& Jablin,1991).요약하자면,조직내부의 구성원,신입자
를 담당하고 있는 상사,그리고 신입자의 상호작용에 의하여,성공적인 사회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①①① 상상상사사사
동료가 비공식적이고 정보제공의 원천과 영향요인으로서 신입사원에게 조직사
회화 대행자로서 중요했듯이 상사도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동료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공식적 권한,평가,보상 등의 수단으로 신입사원의 행위를 형성시
키고자 하는 것과 덧붙여서 상사의 기대가 신입사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예를 들면,Brelew과 Hall(1966)의 연구에서는 조직이 입사한
신입사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사의 기대가 중요하다고 언
급하고 있다.신입사원이 조직에 입사했을 때 도전적인 직무와 자신에 대해서 높
은 기대를 갖고 있는 상사를 만나는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
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성공을 한다는 것이다.Eden과 Shani(1982)의 연구도
예로 들 수 있다.상사의 영향력은 또한 파워의 사용이나 기대보다 더 미묘한 수
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Griffin(1983)은 부하가 수행하고 있는 바람직한 직무의
특성의 정도를 상사가 부하에게 피드백하도록 상사를 훈련할 수 있다고 보고했
다.상사는 신입사원이 맡고 있는 직무의 다양성,자율성,과업정체성에 관심을
갖도록 자주 조언한다.이런 과정은 부하가 인지하는 직무특성의 수준을 증가시
키는데 효과적이고 부하의 직무만족을 높인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상사는 의식
적으로든,무의식적으로든,조직 내에서 적절한 역할행위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신입사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Weiss(1977,1978)에 의해 이루어진 연
구는 부하가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과 가치관을 모델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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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상사가 조직 내에서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자로서 인식되고 부하의 자기존
경 수준이 낮을 때 모델링 효과가 더 높았다.

②②② 동동동료료료
동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직사회화의 중요한 대행자가 될 수 있다.동
료는 신입사원에게 수용과 내부정보와 같은 비공식적인 보상을 주거나 철회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대행자가 될 수 있다.동료는
신입사원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빈번하게 신입사원의 행위를 감시하거나 강
화할 수 있다.또한 수적으로도 상사에 비해서 동료가 훨씬 많은 것이 일반적이
다.Latane(1981)에 따르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총제적인 힘은 수가 많을수록
증가한다고 한다.동료는 자신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신입사원의 역할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리고 집단 전체의 안전과 성공을 위해서,신입사원에게 영향을 미
치는 자신들의 잠재적 능력을 이용할 것이다.동료는 신입사원과 유사한 점이 많
고 이용가능하고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에 의해서 조직사회화대행
자로서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사회화의 대행자로서 동료를 선택한다는 선행 연
구들이 여러 개가 존재 한다.Weiss& Nowicki(1981)의 연구,Rokestraw와
Weiss(1981)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 연구문헌들은 회소한 실험 설계법
사용 시 신입사원은 동료의 작업태도와 목표를 관찰하고 모델링 하는 성향이 있
다는 것을 밝혔다.이 밖에 Schein(1961)의 연구가 있다.

③③③ 그그그 밖밖밖의의의 대대대행행행자자자들들들
부하,직속상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상사,고객,인사/교육시스템,노조지도자,
가족,외부이해자 집단,전문기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역할모델을 이용할 수
없는 이산적 사회화전략 사용시 만약 부하가 이용가능성이 높고 전문지식을 충분
히 가지고 있다면,부하가 연속선상과 대량지식의 기초를 제공하므로 조직사회화
대행자가 될 수 있다고 Graen(1976)의 연구에서 주장되었다.부하는 상사를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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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방법을 통해서 사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부하의 행위가 상사의 리더
십 스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의 예(Farris& Lim,1969;Crowe,
Bochner& Clark,1972)도 있고 부하가 정보검색자나 문제로 행동(O'Reilly,1978
;Roberts& O'Reilly,1974)하거나 정보를 조작해서 새롭게 입사한 상사의 믿음과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사회화의
대행자가 될 수도 있다.조직내부로부터 주어지는 사회와 압력에 자신이 스스로 선
택해서 반응하므로,결국 스스로를 사회화시키는 것이다.VanMaanen(1983)은 개
인이 자신을 사회화시키는 방법은 전적으로 자신의 과거에 경험한 조직사회화 방
식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개인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222...222조조조직직직사사사회회회화화화와와와 조조조직직직적적적응응응

조직원들이 조직 내에 적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조직에 적응한다는 것은 크
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첫째는 조직에서 신입자가 직면하고 있는 업
무와 관련된 일들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사회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Bauer& Green,1996).둘째,조직은 여러 개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조직 나름대로의 문화나 공식적,또는 비공식적 규범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그러한 조직의 사회적 속성을 익힘으로서,‘자신도 이제는 이 조
직의 구성원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될 때,조직내부의 구성원은 물론 상사에 의해
서도 인정받게 된다.
업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적으로 조직내에 적응하였을 경우,사회화의 성과는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Adkins(1995)는 사회화의 성과를 3가지로 말하고 있다.직
무성과,직무만족,조직몰입으로서,과업관련 적응을 잘 할 경우,직무성과는 높아지
며,사회적 적응을 잘 할 때,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증가하게 된다(Adkins,1995;
Ashford& Cummings,1985).또한 Wanberg,Kammeyer-Mueller(2000)는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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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할수록,사회적 통합,역할 분명성,직무만족,이직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조직사회화의 결과는 조직,집단,직무와 관련된 지식의 변화,행위의 변화 등
을 포함한다.지금까지 행해졌던 조직사회화 결과에 대한 연구 중에서 사회화 프
로그램,과정,모델의 유효성의 척도로서 결과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유효
하고 타당한 기준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조직사회화의 결과들을 기술했던 학
자들은 평가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결과를 조작적으로 측정했던 학자들과는 다소
다르게 결과를 구분했다.그들은 조직의 규범이나 가치의 학습과 내부화를 강조
했다.
그들은 조직사회화 결과의 최상의 상태는 창조적인 개인주의(Schein,1968)또
는 역할혁신(VanMaanen& Schein,1979)을 제안했다.즉,조직의 가장 중요한
규범이나 가치에는 순응을 하지만 조직의 모든 규범이나 가치에의 순응은 거부하
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실증연구자들은 자주 다양
한 결과변수 들을 선택했으며,행위의 측정보다는 태도측정을 더 선호하는 성향
이 있다.Toffler(1981)는 조직사회화 과정의 결과로서 11개의 변수를 측정했다.
여기에는 직무만족,직무의 6개 측면의 만족,직무긴장,내부작업동기,직무몰입도,
상호영향성이 포함된다.Feldman(1976)은 일반적 직무만족,상호영향성,직무몰입
도,내부작업동기를 결과변수로 측정했다.이것들 중에 직무만족과 상호영향성 만
이 조직사회화 모델의 이전 과정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그 후
Feldman(1981)은 의존적 역할담당,이직의도,창조성 및 협동성 등 3가지의 추가
적인 결과들을 제안했다.다른 연구자는 또한 성과와 재임기간을 조직사회화의
결과로서 고려하였다(VanMaanen,1975:Wanous,1980).이 밖에 제시되고 있
는 결과변수는 조직몰입도,일체감,역할모호성의 감소 등이 있다.Fisher(1982)는
조직사회화의 결과를 더욱 직접적으로 구분하고자 시도했다.이 연구에서 그녀는
자기확신감과 성과가 중요한 조직사회화 결과였다.위에서 제시된 모든 결과들은
신입사원이 받은 조직사회화 과정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측정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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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공통점이다.위의 논의와는 다른 대안적인 견해가 있다면 신입사원이 성공
적으로 사회화되었는지는 내부자의 정보제공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조직사회화의 결과는 조직내부자에 의해서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수용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Moreland& Levine,1982).물론 조직
내부자로부터 수용 받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신입사원은 적정한 수준의 성과,
조직몰입도 등을 나타내야 한다.위에서 언급한 조직사회화의 결과는 사회화과정
을 신입사원과 조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과정으로 보았다.신입사원에게는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도의 증가,스트레스의 감소,조직내부자에게 수용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고 조직에게는 신뢰할 만한 성과,이직의도의 감소,재임기간의
증가 등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볼 때,사회화의 결과변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조직사회화의 적응결과와 결과변수
조직에의 적응 적응결과 사회화의 결과변수

과업 관련 적응 역할명확성
성과 효능감 성과

사회적 적응 수용성
사회적 통합

직무만족
조직몰입

<표 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과업과 관련하여 적응한다는 것은,자신
의 직무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직무 명확성과,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업무 효능감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Feldman,
1976;Fisher,1986).한편,사회내에 사회적으로 적응한다는 것은 조직내부의 구
성원들부터 인정을 받고(Bauer& Green,1998),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느끼게 되
는 사회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Ostroff& Kozlowski,1992;Morrison,1993a;
Fisher,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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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조조조직직직사사사회회회화화화의의의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Chao,O'Leary-Kelly,Wolf,Klein,및 Gardner(1994)는 조직사회화를 개인이
조직내 특정 역할의 내용과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이
라고 정의하였다.조직사회화는 본질적으로 개인이 예전의 역할에서 새로운 종
업원 역할로 바뀌는 학습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잘 설계된 조직사회화 과정
은 개인의 동기,직무만족,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개인과 조직의 수행은 높아지고 종업원의 이직률이 낮아지게 된다
(Greenhaus,Callanan,& Godshalk,2000,2002).조직사회화의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산업 및 조직심리 분야에서 조직사회화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
이다.개인이 조직에 적응하는데는 개인변인뿐 아니라 환경변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Lauver와 Kristof-Brown(2001)은 개인과 조직 혹은 개인과 직무의 부합
도가 낮은 경우에는 조직적응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하여 밝혔다.
또한 Bandura(1986)는 사회인지이론을 통해 개인,환경,행동이 종속적인 인과
관계 구조 속에서 상호작용하고,개인은 사회시스템의 산물이기도 하고 생산자
들이기도 하다는 것을 제안했다.이는 개인의 조직사회화가 개인과 환경변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조직사회화와 관련된 선행변인에 관한
과거 연구를 살펴보면,먼저 선행변인 가운데 환경변인에 관한 연구로서 장성
근(1992)은 조직의 사회화전략이 자기모니터링과 자기효능감,조직 내부자와의
관계,소속 부서의 집단 응집성을 통하여 조직적응과 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였으며,사회화전략이 신입사원이 입사했을 때 느끼는 불안
을 감소시키고 조직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김현
철(1996)은 조직사회화전략이 직무특성과 심리적 계약 수준으로 구성된 상황변
인과 자기통제성,과거 작업경험(과거 작업경험의 다양성과 유사성)으로 구성된
개인변인을 통해서 사회화효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고,상황
변인과 개인변인은 부분적인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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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는 조직사회화전략에 대한 신입사원의 인식이 자아효능감과 상사의 멘토
기능을 통하여 인지적 적응,행동적 적응,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분석결과 조직사회화전략은 인지적 적응과 가장 관계가 크게 나타났고
행동적 적응과는 관계가 미미하게 나타났다.특정과업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신입사원일수록,조직사회화전략에 대한 신입사원의 인식
이 조직에 대해 일체감을 느끼고 몰입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
고,멘토기능이 자아효능감과 함께 행동적 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조직사회화와 관련된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로서,Wanberg와 Kammeyer-

Mueller(2000)는 성격의 5요인이 조직사회화의 중요한 행동 차원인 순행적 행
동(정보추구와 피드백추구,관계 형성,긍정적 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 지와 순행적 행동이 결과변인인 작업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였다.성격요인 중에서는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순행적 행동과 높은
관련성이 있었고,순행적 행동 중에서는 정보찾기와 관계 형성이 작업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shford와 Black(1996)는 선행변인으로서 개인변인에 속하는 신입사원의 통

제에 대한 열망이 6가지의 순행적 행동(정보 찾기:Informationseeking;일반
적 사회화:Generalsocializing;넷트워킹:Networking;상사와의 관계 구축:
Buildrelationships-boss;직무변화 협상:Negotiationofjobchanges;긍정적
관계 형성:Positiveframing)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Saks와 Ashforth(1996)의 연구에서는 신입사원의 순행적 사회화 행동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서 자기관리능력을 측정하였고,분석 결과 자기관리
능력은 결과변인인 신입사원의 일반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내적동기,대처능력,
과제특성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조직사회화의 결과 변인에 관한 연구로서,Chao,O'Leary-Kelly,Wolf,

Klein,& Gardner(1994)는 6개의 조직사회화 내용(수행효율성,사람,정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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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조직의 목표와 가치,그리고 역사)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밝혔으며,연구결과
조직사회화는 경력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러한 관계
정도는 근무기간과 경력결과 사이의 관계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조직사회화를 설명하는 선행변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황변인

을 다루었지만,한 연구에서 두 유형의 변인들을 동시에 다루지 못했으며,다루
었다 하더라도 다양한 변인들을 다루지 못한 단점이 있으며,이 변인들이 조직
사회화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를 다루지 못하였다.또한 조직사회화의 결
과에 관한 연구도 매우 드문 실정이다.

333...정정정보보보피피피드드드백백백

333...111...정정정보보보피피피드드드백백백의의의 개개개념념념

111)))정정정보보보피피피드드드백백백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피드백은 그들의 목표와 성과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이러한 피드백에 대한 정의는 과거에는 피드백을 하
나의 조직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는데 최근 들어 피드백을 조직이나 개
인에게 모두 중요한 정보자원으로서 접근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피드백 현상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데,행동결과를 의미하는 정보로서의 측면과 행위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과정으로
서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피드백의 과정측면에서 피드백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은 전달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수한 형태로 보는 견해이다.피드
백을 정보적 자원으로 보는 견해는 피드백에 있어서 수신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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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며,수신자들은 그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드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Greller&Herold(1975)는 “다
른 사람이 어떻게 지각하고 개인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정보라고
하였고,Hanser& Muchinsky(1978)는 ”정보전달에서 개인이 자신데 대한 정보를
모니터하기 위해 일어나는 과업이라고 하였다.
Annett(1969)는 피드백을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직무담당자의 과거 행위에
대해 주어지는 정보라고 했으며,Bourne(1966)은 피드백을 반응의 적합성,정확
성,정교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피드백에 대한 고찰은 기존의 조직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서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피드백을 조직이나 개인 모
두에게 유용한 정보자원의 하나로 접근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즉 피드백을
정보자원이라는 관점에서 그 효과를 검중해 보이려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피드백을 정보근원이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피드백을
신입사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22)))정정정보보보피피피드드드백백백의의의 원원원천천천
오랫동안 연구가들은 다양한 피드백의 원천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Ilgen,et
al.(1979)은 피드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원천이 조
직에서 개인의 행동에 서로 다른 효과를 준다는 것을 제시해 주었다.그들은 피
드백의 주요 원천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수신자의 행위를 관찰하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위에 있는 다른 사람
(감독자,작업동료,부하)이다.조직에서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상사,동
료,또는 고객과 같은 사람이다.이들은 조직사회화에서 사회화의 담당자에 속하
는 사람들인데 이들 중 상사와 동료는 조직사회화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
치게 되므로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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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과업환경이 피드백의 원천을 제공한다.
셋째는 개인이 자신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고,그래서 스스로 피
드백 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즉,과업에 대한 과거의 경력 뿐만 아니라 자신감
과 같은 일반적인 개인적 특성도 개인의 성과에 대한 자신 스스로의 피드백에 영
향을 준다.
한편,피드백 원천에 대한 다른 5가지 연구들은 약간 다른 유형을 제시해주고
있다.
첫째,Greller& Herold(1975)는 실증연구를 통해 피드백원천을 공식적 조직,감
독자,작업동료,업무(task)와 (task)의 5가지 원천으로 분류하였다.
둘째,Herold& Parsons(1985)는 전반적인 피드백 환경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관점을 가지고 피드백의 주요 원천을 세 가지,즉 조직/감독자,작업동료,업무/자
신으로 구분하였다.
셋째,Larson(1984)은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으로 피드백 원천을 구분하
였다.
넷째.Ashford& Tuis(1991)은 정보의 6가지 다른 원천을 제시하였다.즉 직접
적인 감독자와 간접적 감독자,경험 있는 동료,초기진입동료 후견인,외부자로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최근의 연구들은 컴퓨터를 직무에 대한 피드백의 중요한 원천으로 보
고 있다.그러나 피드백 원천의 이러한 분류가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분류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원천의 피드백이 수신자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제
시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피드백 원천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
해서는 피드백 원천의 신뢰성,믿음성,힘과 피드백의 내용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드백 원천의 분류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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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피드백원천

본 연구에서는 피드백의 여러 원천 중에서 신입자의 조직사회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감독자인 상사 및 동료를 피드백의 원천으로 한정하였다.

333)))정정정보보보피피피드드드백백백 원원원천천천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피드백 원천은 피드백에 대한 지각,수용 뿐만 아니라 피드백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그러나 어떠한 원천이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
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일부 학자는 종업원들은 다른 원천보다도 심리적으로 더 가깝게 느끼는
원천의 피드백에 더 반응을 보이려고 한다고 하였다.그러나 Ilgen,etal(1979)은
피드백원천의 힘이 피드백에 반응하려는 수신자의 의지에 더 큰 영향을 주 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피드백원천이 제공하는 피드백의 빈도와
양,유용성,신뢰성과 일관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①①① 피피피드드드백백백의의의 빈빈빈도도도와와와 양양양
피드백원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다양한 원천으로 받는 피드백의 상대적인
빈도와 양에 대한 수신자의 반응에 관심을 가져왔다.비록 피드백의 양과 빈도가
기술적으로 피드백의 두 가지 다른 특성을 나타내주지만 많은 연구들은 두 용어

Ilgen,Fisher
&Taylor
(1979)

Greller
&Herold
(1975)

Herold&
Parsons
(1985)

Lason
1984

Ashford
&tsui
(1991)

Marrison
(1991)

다른 사람
(감독자,
동료,부하)

-
업무
자신

공식조직
감독자

작업동료
업무
자신

조직/
감독자

작업동료
업무/자신

공식
-

비공식
-

외부적상황

-

내부적상황
(업무/자신)

직접적감독
간접적감독

경헙있는동료
초기진입동료
외부자
외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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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슷하게 사용해 왔다.이러한 피드백의 양과 빈도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
로 심리적으로 멀리 있는 원천(조직 감독자)보다 가까이 있는 원천(자신,업무)으
로부터 더 많은 양과 빈도의 피드백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Herold& Parsons(1985)은 종업원들은 다른 원천보다도 자신과 업무로

부터 가장 많은 피드백을 받으며,그 다음은 감독자/조직으로부터 많은 피드백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②②② 피피피드드드백백백의의의 유유유용용용성성성
피드백 원천의 유용성도 일반적으로 피드백의 빈도와 양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
여 주고 있다.즉 자신과 업무와 같이 가까운 원천이 조직이나 감독자같이 멀리
있는 원천보다 일반적으로 더 유용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Heroldetal(1987)은 피드백의 유용성의 평가에 있어서 외부적 원천보다 심리적
으로 더 가까운 내부적 원천이 유용성이 더 높음을 발견하였다.또한 Northcraft
& Earley(1989)는 주식시장 시뮬레이션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조직이나 감독자
로부터의 피드백보다 자기 자신이 판단한 피드백을 더 선호하는데,그 이유는 그
들은 다른 원천의 피드백보다도 자기 자신의 피드백이 더 유용하고 더 믿을 만하
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피드백의 유용성에 대한 감독자와 부하의 비교는 매우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감독자들은 부하에 대한 그들 자신의 피드백에 대한 중요성을 과
대평가하고,업무나 자신에 의한 피드백은 과소평가 하게 되는 반면,부하들은 그
와 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Fedor(1990)의 연구결과는 또 다른 의미를 제공해주는데,그는 피드백 원천의
지위가 피드백의 유용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일지라도 원천과 종업원의 인
간관계가 개인의 피드백 유용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인지된 피드백 유용성의 순서는 자
신,업무,감독자,작업동료,조직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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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피드백원천의 상대적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연 구 자 원천의 평가순위 평가기준 다른 관련변수

Grellor&
Herold(1975)

감독자
자신
작업동료
조직

직무수행 -

Grellor&
Herold(1975)

자신
업무
감독자
작업동료
조직

성과피드백
관련정보의 양 -

Hanser&
Muchinsky(1978)

업무/자신
감독자
작업동료
조직

직무관련정보양
평가피드백의 양 직무만족

감독자
업무/자신
작업동료
조직

인지된 신뢰도 -

Herold&
Parsons(1985)

자신/업무-긍정적
자신/업무-부정적
감독/조직-긍정적
감독/조직-부정적
작업동료-긍정적
작업동료-부정적

발생빈도 -

Herold,Liden&
Leatherwood(1987)

자신
업무
감독자
작업동료
조직

양
유용성
일관성

역할모호성
피드백선호의 정도

스트레스
이직의도

Becher&
Klimoski(1989)

자신/업무-긍정적
동료-긍정적

조직/감독-긍정적
자신/업무-부정적
조직/감독-부정적
동료-부정적

발생빈도 감독자,동료,자신이
평가한 성과

Greller&
Parsons(1990)

업무-긍정적
감독자-부정적
감독자-긍정적
작업동료-긍정적
작업동료-부정적

빈도 스트레스
자신의 평가성과

Morrison(1991)
감독자
동료

다른 사람
빈도

업무숙달
역할명료성
사회적통합
문화적적응



-25-

333...222...정정정보보보피피피드드드백백백과과과 퍼퍼퍼스스스낼낼낼러러러티티티

111)))퍼퍼퍼스스스낼낼낼러러러티티티의의의 개개개념념념
퍼스낼리티란 인간을 육체와 정신으로 나눈다면 한 인간의 정신세계는 남
에게 드러내 보인 부분과 내재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재된 성질,고정적인
특성들의 총체가 퍼스낼리티이다.앨포트(Allport)는 이미 50여년 전에 성격
에 대한 정의를 “개인이 타인에 반응할 때 동원하는 대응방식의 총체”라고
했다(Roger,1983).그러나 오늘날까지도 퍼스낼리티란 개념에 대해 학자들
간 명확히 일치된 의견이 없으며 F.Luthans(1988)에 의하면 퍼스낼리티를
기술하는 어휘는 최소한 4,000개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따라서 퍼스낼리티
는 복합적인 개인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전인격적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22)))퍼퍼퍼스스스낼낼낼러러러티티티 성성성향향향
퍼스낼러티 성향을 보면 AB유형성향,모험지향적 성향,성취지향적 성향 등
을 들 수 있다.

①①① AAABBB유유유형형형성성성향향향
프리드먼(M.Friedman)과 로젠맨(R.Rosenman)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일련의 연
구를 통해 인간의 신경세포에는 초조,근심,불안을 만들어내는 조바심물질이 있
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조바심 물질이 많은 사람
의 행동거지를 A형 행동패턴이라 하고 적은 사람의 행동거지를 B형 행동패턴이라
고 명명하였다.이들은 A형 행동패턴을 보이는 사람은 완벽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항상 시간에 쫓기며 바빠하는 유형이다.성격이 급하고 바삐 움직이며 한꺼번
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며 아무 일도 안 하게 되면 죄책감에 빠지기도 한다.



-26-

반대로 B형 행동패턴을 보이는 사람은 성격이 느긋하고 태평스러우며 덜 공격적
이다.따라서 조직에서 A형 행동패턴을 갖는 사람과 B형 행동패턴을 갖는 사람은
정 반대의 성격을 지니는데 직무를 관리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이들
의 A,B행동특성을 도표로 나타내면 <표 2-4>에서와 같다(양창삼,1995).

<표 2-4>A,B형 행동패턴 비교

A형 행동패턴 특성 B형 행동패턴 특성

․걸음걸이,식사,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다.
․조바심이 많고 참을성이 없다.
․다혈질이며 공격적이다.
․동시에 두 세가지 일을 벌이면서 항상
바쁘다.
․양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
․언제나 시간의 압박을 느끼고 경쟁적이다.

․걸음걸이,식사,움직이는 속도가 느리다.
․인내력이 있으며 자만하지 않는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일한다.
․압박 받는 시간이 없다.
․과정을 중시하고 온순한 매너를 지닌다.
․결코 성급하지 않다.

②②② 모모모험험험선선선호호호성성성향향향
모험선호성향이란 개인의 행동에서 기회를 얻기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를
내용으로 하는 인간의 특성을 말한다.즉 사람에 따라 모험심의 정도가 다르
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여 조직을 관리하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사
람들은 모험을 하려는 자발성에서 차이를 보인다.또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회
피하려는 경향에 다라 그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필요로
하는 정보의 양도 달라진다(TaylorandDunnette,,1974).
즉,모험성향이 높은 모험감수자는 의사결정을 할 때,모험성향이 낮은 모험
회피자에 비해서 보다 적은 정보를 활용하여 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경
향이 있다.모험성향에 관한 정보는 관리자들이 종업원들을 구체적인 직무와
연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뿐만 아니라 모험선호도가 낮은 사람은 책임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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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도전적인 일은 피하려 하며 복지부동의 상태에서 남의 눈치를 살피며 상
사가 지시하는 일만 꾸중을 듣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그
러나 모험선호성향이 강한 사람은 보다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분야에서 능률을
올릴 것이고 계속해서 혁신을 함으로써 항상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방식을 선
택하게 된다.따라서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은 환경변화가 심한 직무를 선호하
게 되고 모험심이 낮은 사람들은 주어진 방법과 계획에 의해 반복적인 직무를
더 선호하게 된다.

③③③ 성성성취취취지지지향향향적적적 성성성향향향
인간에게는 무엇을 이뤄내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성취욕구라 한
다.성취욕은 어떤 문제를 자기혼자 해결해 보려고 한다든지 위험을 무릅쓰고 목
표달성을 위해 남보다 앞서려는 욕구이다.이런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자기가
일을 수행하고 얼마나 잘했는지 노력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고 경
력을 증대시키려 노력한다.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목
표를 설정해 놓고 수행하게 되며 목표도 모험성과 난이도를 가미하여 도전적인
수준으로 정하려고 한다.따라서 성취지향성은 성취욕구가 강한가 약한가에 따라
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런 성취욕구는 본능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학습을 통해 습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성취지향성이 높은 사
람은 약간 어렵거나 위험한 일에 대해서는 도전적이고 성취했다는 인정을 타인으
로부터 받으려 한다.따라서 성취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어느 정도 어렵고 위험한
일을 수행하게 되면 성과가 높지만 직무가 너무 쉽게 되면 일을 잘 해내도 남보
다 뛰어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수행하여 성취동기가 낮
은 사람보다도 그 성과가 낮게 나타나게 된다.그러나 성취지향성이 낮은 사람은
일이 쉬울수록 성과가 높을 것이며 약간만 어렵게 되면 뒤로 물러서서 적당히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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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한다.뿐만 아니라 극히 어려운 직무에 대해서는 실패해도 자기 잘못이
아니고 운이 좋으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시도한다는 것이다.

444...조조조직직직유유유효효효성성성

444...111...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111)))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이다.
Mayo가 호손실험을 발표한 이후 Hoppock(1935)이 직무만족에 관한 논문을 발표
하면서부터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그 후 연구가
활발해진 것은 1970-80년대로 볼 수 있다.그 증거로는 1982년 초에 4,500개의 연
구결과가 나왔다.직무만족은 구성원에게 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발
견하여 이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구성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비물질
적인 요소가 강조된 개념으로 조직 효과를 나타내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직무만족이란 개인의 직무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직무만족이 높은 수준에 있
는 개인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직무만족 수
준이 낮으면 직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유하고 있게 된다.직무만족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나 그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ently& Rempel은 직무만족이란 주어진 직무상황에서 개인과 집단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개인이 표현하는 직업적 관심과 열의라고 정의하였으며,
Lock(1976)은 개인이 직무와 직무경험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 정적 상태라고 정의
하였다.Organ& Hammer(1982)는 직무만족이란 직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의 태도라고 정의하였다.태도는 인지(신념,지식),정서(감정),행동들의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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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라고 하였다.그리고 Tiffin& McCormick은 직무만족이란 직무에서 체험된 또
는 직무로부터 유래하는 욕구충족의 정도이며,이것은 개인적인 것이므로 각 개
인의 가치체계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신유근,1990).
이상 여러 학자들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들을 종합해 본 연구에서는 직무
만족이란 심리적인 것이므로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자기의 적성,능력,
흥미 및 평가,보상에 일치하여 얻어지는 욕구 충족도”라고 정의하였다.

222)))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의의의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어떤 요인들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구성원들의
직무만족 수준을 높일 수 있다.직무만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연구자들은 각기
다른 여러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각 학자별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urgenson(1947)은 발전(승진에 대한 기회),부가급부(휴가,질병수당,연금,보

험 등),회사(회사에 근무한다는 자부심),동료(유쾌하고 마음에 맞는 동료),작업
시간(적절한 작업시작시간과 종료 시간,적절한 일일 작업시간,주작업시간,주간
작업과 야간작업 등),임금(연중 높은 수입),안전(안전한 작업,휴직이 없으며 직
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확실성),감독(사려 깊고 공정한 감독자),작업유형(흥
미 있고 관심 있는 작업),작업조건(안락,청결,무소음,온방,냉방,냄새 등)등
10가지 요소를 제시하였으며,특히 그는 이 요소들이 남성과 여성에서는 각각 그
우선 순위가 달라지며 시간,연령,교육수준,이전 직업 등에 의해서도 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Vroom(1964)은 직무만족 결정요인으로서 감독,작업집단,직무내용,임금,승진
기회,작업시간을 제시하고 있으며,Herberg(1966)는 직무만족요인과 직무불만족
요인을 전혀 별개의 차원으로 보고,직무만족요인을 동기요인,직무 불만족요인을
위생요인이라고 하였다.동기요인으로는 성취감,인정감,도전감, 책임감,성장과
발전 등을 제시하였으며,위생요인으로는 정책과 관리,감독,근무조건,인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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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신분,안정 등을 제시하였다.Wernimont(1966)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내재적 요소와 외재적 요소로 구분하여,내재적 요소로서는 Herzberg의
분류와 같이 인정,성취,작업자체,발전,책임의 5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외재적
요소로서는 임금,사회정책,기술적 적합성,대인관계,작업조건의 5개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Alderfer(1967)는 직무만족 요소로서 임금,부가급부,상사에 의한 존중,동료에

의한 존중,성장을 만족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Locke(1973)는 직무활동,작업량,
직무수행상의 어려움,직무수행결과,승진,책임감,직무에 대한 인정,임금,대인
관계,육체적 작업조건과 같은 항목에 대해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직무만족 요인으로 욕구,가치,개성 등 개인의 특성

보다는 직무자체,임금,감독,승진,동료 등의 직무특성을 직무만족 요인으로 많
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특히 1969년에 Smith,Kendall그리고 Hulin에 의해
개발된 JDI(JobDescriptiveIndex)는 직무자체,임금,감독,승진,동료라는 5개의
요인이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Gruneberg(1981)은 임금,
안정성,작업집단,감독,참여,역할갈등과 모호성,조직구조 및 조직분위기 등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444...222...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

111)))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미래의 조직은 조직구성원에게 특정의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팀 또는 프로젝트 조직하에서 개인에게 업무의 재량권이 주어지는 조직
이 될 것이다.따라서 미래의 조직에서는 직무 자체에 대한 몰입보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직에 대한 몰입이 조직구성원의 행동성과와 더 밀접하게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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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ster& Tinline,1996).
조직몰입은 조직을 폭넓게 인식하려는 행동과학의 노력이 낳은 산물로서
몰입을 involvement,commitment,attachment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대
개 직무몰입은 involvement를 사용하기도 하고,조직몰입은 commitment를
사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을 organizationalcommitment로 표현하기
로 한다.조직몰입이란 조직구성원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
나로 조직행동론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특히 조직몰입이 조직유효성을 대표
하는 변수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행동과학자를 비롯하여 기업 경영자들의 조직몰
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Shore,Barksdale&Shore,1995).
조직몰입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측정에 대하여 아직까지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1960년대 조직행태론에서 조직몰입이
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한 뒤부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일반적으로
개인과 조직을 일체로서 묶어주는 요소로서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들이 전체조
직자체에 몰두하게 되는 현상으로 조직 전체와 구성원인 개인의 관계를 규정짓
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조직몰입에 관한 이론을 March와 Simon의 동기이론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이들이 사용한 조직참여결정이라는 개념은 Banard와
Simon이 제시했던 조직균형론의 핵심요소이다.이러한 March와 Simon의 조직
참여결정이라는 개념을 Hommans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몰입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그는 사이몬과 바나드가 제시했던 유인과 공헌의 균형에 관한 이
론을 사회교환이론으로 바꾸었다.Becker는 호만스의 교환이론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부차적인 내기이론을 구성하여 조직몰입에 관하여 더욱 발전시
켰다.부차적인 내기이론이란 “남이 돈을 건 곳에 따라가 돈을 것다”는 도박
개념으로 정식 내기 외에 별도의 승부 상대와 하는 부수적인 내기를 말한다.
베커는 이러한 도박개념을 조직행태에 적용하여 어떤 개인이 특정 조직에서 어
떤 행위를 할 때 처음에는 그 행위와 관계없던 이해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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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조직심리학자들은 조직사회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조직몰입의 문
제를 취급하고 있다.Schein은 사회화라는 개념을 조직차원으로 끌어들여 조직
사회화라는 개념을 만들었다.샤인에 의하면 조직사회화라는 “개인이 진입하려
는 사회․조직․집단의 가치체계․규범․행동양식 등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조
직사회화의 속도와 효과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충성심이나 조직몰입이 결정된다
고 하였다.Katz와 Kahn은 조직이란 하나의 역할체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조
직구성원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기대하면 역할갈등이 발생하게 되고,그에 따
라 조직몰입이 결정된다고 하였다.어떤 개인이 조직에서 기대되는 역할과 실
제로 수행하는 역할이 동일한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직에 대한 몰입은 커
지고 두 역할이 서로 다를 경우 조직몰입은 감소한다.또한 도구이론이나 기
대․유인이론으로 불리는 기대이론도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에 기여하였다.
Vroom에 의하면 동기부여란 인간이 특정한 행위를 선택하도록 지배하는 과정
으로 동기부여에 따라 조직몰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한편 Weiner는 조직몰입
이란 “조직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내면화한 규범이 주
는 압력의 총체”라고 정의하면서 동일화 접근방법과 기계적․규범적 접근방법
에 따라 조직몰입을 설명하였다.
Kantor(1968)는 조직몰입을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그들의 에너지와 충성심을

주고자하는 의지와 자기표현으로 인식되는 자아체계의 애착감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조직에 계속 남아서 헌신하겠다는 근속몰입,조직에 있어서의 사회적 관계
에 대한 애착인 응집몰입,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위를 형성하는 조직규범에 대한
애착인 통제몰입 등 하부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Stevens등(1978)은 역할수행과 교환구조를 중심으로 몰입과정의 모형을

제시하였다.조직몰입은 개인요인,역할요인,조직요인 등에 의해서 자신의
역할을 지각하고 교환․평가하여 행동과 태도로 나타난다고 보았으며,행동
으로는 조직에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Mowday,Porter,& Steers(1979)는 조직몰입을 조직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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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조직목적과 가치관을 수용하려는 강한 신념으로서의 동일시,조직을 위하
여 상당한 노력을 하려는 의지로서의 애착,조직에 계속 남아 있으려는 욕구로서
의 근속으로 파악하고 있다.
Staw(1977)는 조직의 몰입을 태도적 몰입과 행동적 몰입으로 구별하였다.태

도적 몰입이란 종업원의 조직과 동일시하고 구성원으로 남으려 하는 것으로 조직
에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며,조직을 위해 강력하게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이와
같은 태도적 몰입과 동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성,개인적 특성,직업 경험
이 있다고 한다.반면에 행동적 몰입은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이와 같은 과정은
신입사원에 대한 입사식이나 과거에 이미 얹어 걸기 결정에서 나오는 착오를 한
상태 또는 이미 투입된 매몰원가 등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여기서는
자신을 변명하고 자기 정당화를 위해 인지적 부조화를 감소하려는 심리학적 작용
에서 나온다(Staw,1977).이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조직몰입이란 “조직의 성
공을 위해 개인이 무엇인가를 하려는 적극적인 관계”이라고 할 수 있다.

222)))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의의의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지난 십 수년간 종업원의 조직몰입의 선행요인과 결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

행되어왔다.기존의 연구를 검토해 보면,조직 내에서 종업원들의 조직몰입 형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조직몰입의 결
과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종업원이
높은 조직몰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타나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결과는 낮은 이직
율이며,이는 조직몰입의 근본 개념에 비추어 보면 가장 논리적인 결과이라고 할
수 있다.
Steers(1974)는 조직몰입의 모형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요인,역할

요인,구조요인,일에 대한 경험 등에 의해서 조직몰입의 정도가 형성되어,
이는 조직에 남으려는 욕망,조직에 참여,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
다.그러나 조직몰입의 정의에 의하면,적어도 이론상으로는,조직 몰입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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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은 조직이 높은 성과를 올리는 것을 돕기 위하여 내적인 동기유발이 되어
직무상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따라서,조직몰입은 직무상의 노력과 직무성
과에 정의 관계에 있다고 예측된다(Mowday,Porter,& Steers,1982).
많은 학자들과 경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직몰입과 업무성과에 대한 연
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일관성 있게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그런데 Meyeretal.(1989)이 수행한 조직몰입과 업무성과에 대한 연구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특히 Meyer와 그 동료들은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
관계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몰입의 개념을 두 개의 독립적인
변수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즉,정서적 조직몰입과 유지적 조직몰
입으로 구분하였다.전자는 종업원이 느끼는 조직과의 심리적인 일체감으로 인하
여 조직원으로의 신분을 유지하려는 강한 바램으로 정의되며,후자는 유지적 조
직몰입은 조직원이 조직에 대한 개인적인 누적투자,또는 보다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의 신분을 유지하려는 심리적인 필요성이라고 정의된다.결국
강한 정서적 조직몰입을 가진 종업원들은 조직의 구성원들로 남아 있으려는 성향
이 강한데,그 이유는 그들이 조직 내에서 겪는 직무상 경험이 긍적적이고 가치
가 있다고 믿으며,조직은 이러한 긍정적인 직무 경험을 지속적으로 부여할 것이
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즉 강한 정서적 조직몰입을 가진 종업원들은 조직의 목
표와 자신의 목표를 동일시하는 것에 반하여,강한 유지적 조직몰입을 가지고 있
는 종업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조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려고
한다.따라서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노력
이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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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ⅢⅢⅢ장장장 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및및및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모모모형형형

Ⅲ장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정보추구행동은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이는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유효성
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찰하였다.Bandura(1986)는 사회인지이론을 통해 개인,
환경,행동이 종속적인 인과관계 구조 속에서 상호작용하고,개인은 사회시스템의
산물이기도 하고 생산자들이기도 하다는 것을 제안했다.이는 개인의 조직사회화가
개인과 환경변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따라서 상사나 동료로
부터 받은 피드백 정보량에 따라서 정보추구행동이 조직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은 달
라 질 것이며,A유형 성격이나 모험선호적 성향,성취지향적 성향 등 구성원 개인
이 가지고 있는 퍼스낼러티 특성에 따라서도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3-1>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3-1>본 연구의 모형

퍼스낼리티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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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가가가설설설 설설설정정정

222...111...정정정보보보추추추구구구행행행동동동과과과 조조조직직직사사사회회회화화화

신입자들이 추구하는 정보의 유형과 그 유효성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Morrison,1993a).기술적 정보와 성과 정보는 성과효능감(업무의 숙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규범적 정보와 사회적 정보와 같은 정보는 문화적
수용성이나 사회적 통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즉 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획득은 업무관련 적응에 사회적 정보의 획득은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Reicher,1987,Bauer& Green,1998)
(<표 3-1>참조).

<표 3-1>정보추구행동의 유형과 조직사회화의 효과성
정보추구행동의 유형 조직사회화

업무적 정보 기술적 정보
성과 정보 성과 효능감

업무외적 정보 규범적 정보
사회적 정보

수용성
사회적 통합성

업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직 내에 잘 적응하였을 경우,사회화의 성과는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업무와 관련하여 적응한다는 것은 주어진 업무를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성과효능감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
며(Feldman,1976;Fisher,1986),업무이외의 상황으로 조직내에 사회적으로 적
응한다는 것은 조직내부의 구성원들부터 인정을 받고(Bauer& Green,1998),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느끼게 되는 사회적 통합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Ostroff& Kozlowski,1992;Morrison,1993a;Fisher,1986).따라서 정보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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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으로서 업무적 정보는 기술적 정보와 성과 정보와 관련된 정보이며,업무
외적 정보는 규범적 정보와 사회적 정보와 관련된 정보이다.업무적 정보는 업
무와 관련된 역할명확성이나 성과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역할명확성을 제외시켰다.사회적 정보는 조직에 대한 수용성이나 사회적 통합
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정보추구행동은 신입사원의조직사회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는 신입사원의성과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는 신입사원의 수용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는 신입사원의 사회적통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2...222...피피피드드드백백백정정정보보보량량량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정정정보보보추추추구구구행행행동동동과과과 조조조직직직사사사회회회화화화

Graen& Ul-Bein(1995)은 상사와 부하간에 상호신뢰와 의무감을 가지고 있을
때,상사는 부하에게 보다 많은 물적,심적 지원을 한다고 한다.Reicher(1987)는
조직의 내부인들이 신입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화에 중요한 영
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Bauer&Green(1998)은 사회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와 사회적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상사가 명확한 관리행동을 보여주는
지,지원적 관리행동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Bauer&
Green(1998)은 신입자의 정보추구로 인한 효과보다는 상사의 행동이 신입자의 사
회화 결과에 더 강한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사회화 과정에서 상사가 업무
적 행동과 업무이외의 사회적 지원행동을 얼마나 적절하게 보여주는가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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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하고 있다.이와 같이 구성원이 정보추구행동을 하는데 내부자인 상사나 동
료들이 제공해주는 정보피드백이 조직사회화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Katz(1980)에 의하면,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
생하는 피드백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주
로 상사나 동료에게서 정보를 추구한다는 것이다.특히 상사는 신입자의 역할모
형을 설정함에 있어서,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화의 중요한 원천으로 인
식될 것이다(Miller& Jablin,1991).그렇다면 이들이 제공해주는 피드백정보의
양은 정보추구행동과 조직사회화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정보추구행동과 신입사원의 조직사회화의 관계는 상사로부터 

            제공된 피드백정보량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2-1-1상사로부터 제공된 피드백정보량이 많을수록 정보추구행동과
성과효능감의 관계는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1-2상사로부터 제공된 피드백정보량이 많을수록 정보추구행동과
수용감의 관계는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1-3상사로부터 제공된 피드백정보량이 많을수록 정보추구행동과
사회적통합성의 관계는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2] 정보추구행동과 조직사회화의 관계는 동료로부터 제공된 피드백정

보량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2-2-1동료로부터 제공된 피드백정보량이 많을수록 정보추구행동과
성과효능감의 관계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2-2동료로부터 제공된 피드백정보량이 많을수록 정보추구행동과
수용감의 관계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2-3동료로부터 제공된 피드백정보량이 많을수록 정보추구행동과
사회적통합성의 관계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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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33...퍼퍼퍼스스스낼낼낼러러러티티티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정정정보보보추추추구구구행행행동동동과과과 조조조직직직사사사회회회화화화

인간의 특성을 모두 파악해서 조직의 성과와의 관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직성과와 관련이 있는 속성들을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개인의 조직에
대한 애착,직무몰입,직무만족도 등을 높일 수 있고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
할 수 있으며,결근율이나 이직율 등을 줄일 수 있다(임창희,1998,pp.13-15).이
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조직관리가 필요하다고 파악한 것이다.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조직관리는 조직사회화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따라서 정보추구행동과
조직사회화과정에서 개인의 특성인 AB유형성향의 성격,모험선호성향,성취지
향성향이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111)))AAA///BBB유유유형형형성성성향향향
개인적 성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퍼스낼리티가 독특한 특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조가 개인의 행위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성격을 A유형과 B유형으로 나
눌 수 있다.A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은 시간에 쫓기고,참을성이 없으며,매
우 경쟁적,공격적,적대감,강한 성취욕구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이러한 성격
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치기 때문에 초반이나 중반에는
남보다 앞서가나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병,고혈압 등의 위험을 맞는 경
우가 많다.즉 A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B유형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 심장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김종재,2000,
p.381).그런데 A유형성향의 성격과 연계하여 정보추구행동이나 조직사회화에 대
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하지만 성격유형에 따라 조직사회화에 적응
하는 정도도 다를 것이다.조직구성원의 성격이 시간에 쫓기고 참을성이 없으며,
매우 경쟁적이고 적대감과 강한 성취욕구 등을 보이는 A유형을 가질수록 정보추
구행동에 따른 조직사회화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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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1] 정보추구행동과 신입사원의 조직사회화의 관계는 A유형성향에 의

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3-1-1성격이 A유형성향을 보일수록 정보추구행동과 성과효능감간의
관계는 더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1-2성격이 A유형성향을 보일수록 정보추구행동과 수용성간의
관계는 더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1-3성격이 A유형성향을 보일수록 정보추구행동과 사회적 통합간
의 관계는 더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222)))모모모험험험선선선호호호성성성향향향
모험선호성향이란 개인의 행동에서 기회를 얻기를 좋아 하는가 싫어하는가를
내용으로 하는 인간의 특성을 말한다.즉 사람에 따라 모험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여 조직을 관리하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사람들은
모험을 하려는 자발성에서 차이를 보인다.또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회피하려는
성향에 다라 그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필요로 하는 정보의
양도 달라진다(TaylorandDunnette,1974,420-423).즉,모험성향이 높은 모험감
수자는 의사결정을 할 때,모험성향이 낮은 모험회피자에 비해서 보다 적은 정보
를 활용하여 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이 있다(김성국,2004,76-77).모
험성향에 관한 정보는 관리자들이 종업원들을 구체적인 직무와 연관시키는데 도
움이 된다.뿐만 아니라 모험선호도가 낮은 사람은 책임이 크거나 도전적인 일은
피하려 하며 복지부동의 상태에서 남의 눈치를 살피며 상사가 지시하는 일만 꾸
중을 듣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그러나 모험선호성향이 강한
사람은 보다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분야에서 능률을 올릴 것이고 계속해서 혁신을
함으로써 항상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따라서 모험심이 강
한 사람들은 환경변화가 심한 직무를 선호하게 되고 모험심이 낮은 사람들은 주
어진 방법과 계획에 의해 반복적인 직무를 더 선호하게 된다.이러한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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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정보도 적극성을 띠게 될 것이며,이는 조직사회화에도 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설 3-2] 정보추구행동과 신입사원의조직사회화간의 관계는 모험선호성     

향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3-2-1 모험선호성향을 보일수록 정보추구행동과 성과효능감간의
관계는 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2-2 모험선호성향을 보일수록 정보추구행동과 수용감간의 관계는
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2-3 모험선호성향을 보일수록 정보추구행동과 사회적 통합간의
관계는 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333)))성성성취취취지지지향향향성성성향향향
인간에게는 무엇을 이뤄내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성취욕구라 한
다.성취지향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자기혼자 해결해 보려고 한다든
지 위험을 무릅쓰고 목표달성을 위해 남보다 앞서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자기가 일을 수행하고 얼마나 잘했는지 노력의 결
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고 경력을 증대시키려 노력한다.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목표를 설정해 놓고 수행하게 되며 목표도 모
험성과 난이도를 가미하여 도전적인 수준으로 정하려고 한다.따라서 성취지향성
향은 성취욕구가 강한가 약한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런
성취욕구는 본능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학습을 통해 습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성취지향성향이 높은 사람은 약간 어렵거나 위험한 일에 대해
서는 도전적이고 성취했다는 인정을 타인으로부터 받으려 한다.따라서 성취지향
성향이 높은 사람은 어느 정도 어렵고 위험한 일을 수행하게 되면 성과가 높지만
직무가 너무 쉽게 되면 일을 잘 해내도 남보다 뛰어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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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무렇게나 수행하여 성취동기가 낮은 사람보다도 그 성과가 낮게 나타나
게 된다.
그러나 성취지향성향이 낮은 사람은 일이 쉬울수록 성과가 높을 것이며 약간만
어렵게 되면 뒤로 물러서서 적당히 피하려고 한다.뿐만 아니라 극히 어려운 직
무에 대해서는 실패해도 자기 잘못이 아니고 운이 좋으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시도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성취지향성향이 높은 조직구성원일수록 적극
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적 또
는 사회적 정보를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추구하게 될 것이고,이는 조직사회화에
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설 3-3]  정보추구행동과 신입사원의 조직사회화간의 관계는 성취지향성향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3-3-1 성취지향성향이 높을수록 정보추구행동과 성과효능감간의
관계는 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3-2 성취지향성향이 높을수록 정보추구행동과 수용감간의
관계는 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3-3 성취지향성향이 높을수록 정보추구행동과 사회적 통합간의
관계는 더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222...444...조조조직직직사사사회회회화화화와와와 조조조직직직유유유효효효성성성

조직사회화는 본질적으로 개인이 예전의 역할에서 새로운 종업원 역할로 바뀌
는 학습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조직사회화가 잘 이루어진 구성원은 조직의 관
점에서도 조직내 구성원들간의 응집력을 높여주고,전반적으로 성과를 향상시키
며,조직수준에서 잘 설계된 사회화과정은 개인의 동기,직무만족,조직몰입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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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Greenhaus,Callanan,Godshalk,2000,
2002).또한 Wanberg,Kammeyer-Mueller(2000)는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적극적
으로 정보를 추구할수록 사회적 통합,역할 명확성,직무만족,이직의도에 정(+)적
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그런데 Adkins(1995)는 사회화의 효과성으로 직무성과,직무만족,조직몰입을

들었다.업무관련 적응을 잘 할 경우에는 직무성과가 높아지며,사회적 적응을
잘 할 경우에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아지게 된다고 보았다(Adkins,1995;
Ashford& Cummings,1985).하지만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은 모두 업무와 관
련이 되어 있는 변수이다.특히 직무성과의 경우 객관적인 성과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 업무와 관련된 성과이므로 직
무성과 변수 대신에 업무와 관련된 사회화의 결과로 직무만족이 높아질 것으로
보았으며,사회성과 관련된 사회화의 결과로는 조직몰입이 높아질 것으로 보았
다.같은 결과변수라도 조직사회화의 특성에 따라 달리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았다.즉 업무와 관련되어 나타난 조직사회화는 직무만족에 더 영향을 미칠 것
이고,사회성과 관련되어 나타난 조직사회화는 조직몰입에 더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보았다.

<표 3-2>조직사회화와 조직사회화의 효과성간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조직사회화 조직사회화의 효과성변수

업무적 적응 성과효능감 직무만족

사회적 적응 수용감
사회적통합 조직몰입

위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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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업무적 적응의 결과 형성된 성과효능감은 직무만족이 조직몰입보다 

더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며, 사회적 적응의 결과 

형성된 수용감과 사회적 통합은 조직몰입이 직무만족보다 더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4-1 성과효능감은 직무만족이 조직몰입보다 더 높은 정(+)적인 상관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4-2 수용성은 조직몰입이 직무만족보다 더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
를 가질 것이다

가설 4-> 사회적 통합은 조직몰입이 직무만족보다 더 높은 정(+)적인 상
관 관계를 가질 것이다

333...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333...111...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111)))정정정보보보추추추구구구행행행동동동 :::정보추구행동은 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로 이루어
진다.업무에 관한 정보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로 귀하가 수행
하여야할 업무가 무엇인지,업무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그리고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등에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업무외적인 정보란 귀하의
회사가 가치를 두고 귀하로부터 기대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그리고 직장내에서
귀하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적절한가 등에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즉 업무적
정보는 업무와 관련된 기술적 정보와 업무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의미하며,업
무외적인 정보는 규범적 정보와 사회적 정보로 형성되며 업무이외의 사회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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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피드백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는 Reicher(1987),Morrison(1993)의 정보
추구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업무적 정보 4문항,사회적 정보 4문항 총 8
문항을 선택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2)))조조조직직직사사사회회회화화화 :::조직사회화로 나타난 결과로서 성과효능감,수용성,사회적
통합으로 이루어진다.성과효능감은 직면하게 되는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능숙
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그리고 수용성과 사회적 통합성은
업무이외 조직생활을 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조직문화,대인관계 등과 같은 비
공식적 규범인 조직의 사회적 속성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본 연
구에서는 Morrison(1993)의 조직사회화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3)))피피피드드드백백백정정정보보보량량량 :::이는 조직내 상사,동료들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정보나
업무이외 사회성과 관련된 정보를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이들로부터 받는 피
드백정보의 양을 의미한다.피드백정보의 양에 대한 측정척도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상사로부터 업무적 정보의 피드백량과 사회적
정보의 피드백량에 관한 2문항,그리고 동료로부터 업무적 정보의 피드백량과
사회적 정보의 피드백량에 관한 2문항 등 총 4문항을 만들었으며,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44)))퍼퍼퍼스스스낼낼낼러러러티티티 :::A형이란 시간에 쫓기고,참을성이 없으며,매우 경쟁적,공
격적,강한 성취욕구 등의 특성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는 Lutans
(1998)가 사용한 AB성격유형 문항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4문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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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모험선호란 개인의 행동에서 기회를 얻기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를 내용으로
하는 인간의 특성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는 Taylor& Dunnette(1974)가 사용한
모험선호성향에 관한 문항중 3문항을 선택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성취지향성향이란 인간에게는 무엇을 이뤄내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을 의
미한다.본 연구에서는 Steers& Branstein(1976)이 사용한 성취지향성향에 관한
문항중 3문항을 선택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555)))조조조직직직유유유효효효성성성 ::: 직무만족은 조직에서의 보수,복지후생,상사,동료,물리
적 환경,승진,인사이동,직무자체에 대해 개인이 갖는 호의적인 감정의 정
도를 의미한다.직무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
서는 미네소타 직무만족 설문지(MSQ)에서 필요한 6항목을 선택하였으며 리
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조직몰입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일체감을 가
지고 그 직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자신의 성과를 자신의 가치에서 중요
한 것으로 여기는 정도를 의미한다. 직무몰입을 측정하기 위해서
Kanungo(1982)의 조직몰입 항목 중에서 2개 문항을 선택하였으며,리커트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3...222...설설설문문문지지지의의의 구구구성성성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정보추구
행동 관련 8문항,조직사회화 관련 9문항,피드백정보량 관련 4문항,퍼스낼러티
관련 10문항,조직유효성 관련 8문항,일반적 특성 관련 6문항 등 총 4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설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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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설문지 구성

변 수 설문항목

정보추구행동
업무적 정보

기술적 정보 Ⅰ-1～2(2문항)
성과 정보 Ⅰ-3～4(2문항

업무외적 정보
규범적 정보 Ⅰ-5～6(2문항)
사회적 정보 Ⅰ-7～8(2문항

조직사회화
성과효능감 Ⅱ-1～3(3문항)
수용성 Ⅱ-4～6(3문항)
사회적통합 Ⅱ-7～9(3문항)

피드백정보량
상사 Ⅲ-1～2(2문항)
동료 Ⅲ-3～4(2문항)

퍼스낼러티
A유형성향 Ⅲ-5～8(4문항)
모험선호성향 Ⅲ-9～11(3문항)
성취지향성향 Ⅲ-12～14(3문항)

조직유효성
직무만족 Ⅳ-1～6(6문항)
조직몰입 Ⅳ-7～8(6문항)

일반적인 특성 Ⅴ-1～(6문항)

333...333...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정보추구행동이 조직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근무연수가 3년
이내인 조직구성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표본추출은 전남지역 제조업,금
융업,서비스업 등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였는데,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2005년 8월
15일부터 25일까지 266부를 회수하여 259부를 통계처리 하였다.수집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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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패키지 SPSS/PC+Ver.10.0을 사용하였으
며,분석기법은 빈도분석을 비롯하여,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
관계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부분집단분석(subgroup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부분집단분석방법은 집단의 값이 이산변수(discontinuous two
valuedmoderatorvariable)인 경우에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상관관계(독립변수
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데 적합한 분석기법이다(Arnold:198
2)1).

1)부분집단분석의 검증방식은 다음과 같다.
(Z'1-Z'2)

Z=
√((1/(n1-3)+(1/n2-3))

이때 Z'1=집단 1상관관계 환산의 값,Z'2=집단 2상관관계 환산값,n1=집단 1
의 표본수,n2=집단 2의 표본수 이다.한편,Z'i(i=1,2)값은 1/2*ln((1+r)/(1-r))로 계산한
값이다.집단을 구분하여 상관계수간의 차이를 검증함에 있어서 두 집단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에는 r값을 Z'값으로 변환하여 Z'1값과 Z'2값의 차이분석을 통
해서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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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ⅣⅣⅣ장장장 가가가설설설 검검검증증증 결결결과과과

111...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표 4-1>에서와 같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64.1%,여성이 35.9%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 보면 34세
이하가 74.9%로 나타났다.만30세-34세가 32.4%,만25세-29세가 30.9%순으로 나타
났다.학력별로 보면 전문대졸이 39.0%,대중퇴/대졸이 3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 보면 사원이 52.1%로 가장 많았으며,대리/계장급이 37.5%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40.2%,제조업이 28.2%,금융업이 10.0%순으로
나타났다.그리고 현 직장에서의 평균근속연수는 37.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 성 명 %

성별 남성 166 64.1
여성 93 35.9

연령

만25세 미만 30 11.6
만25-29세 80 30.9
만30-34세 84 32.4
만35-39세 46 17.7
만40세 이상 19 7.4

학력
고졸 68 26.3
전문대졸 101 39.0

대중퇴/대졸이상 90 34.7

직위

사원 135 52.1
대리/계장 97 37.5
과장 16 6.2
차장이상 7 2.7
무응답 4 1.5

업종

제조업 73 28.2
금융업 26 10.0
서비스업 104 40.2
행정기관 7 2.7
기타 49 18.9

합계 25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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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변변변수수수의의의 신신신뢰뢰뢰성성성과과과 타타타당당당성성성 검검검증증증

측정도구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방법인 신뢰성과 타당성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측
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보추구행동 8문항,조직사회화의 효과성
12문항,직무만족 5문항,조직몰입 2문항에 대해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방법(PCA:PrincipalComponentAnalysis)과
직교회전(varimax)방식에 의해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만을 선택하였다.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선택된 항목에 대한 신뢰성분석을 한 결과 각 변수에 대한 신
뢰계수는 0.56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11)))정정정보보보추추추구구구행행행동동동
정보추구행동에 대한 8개 문항을 요인분석결과를 보면 <표 4-1>에서와 같이
업무적 정보 4문항,업무외적 정보 4문항 등 2개 요인으로 묶였다.그런데 업무
적 정보는 기술적 정보와 성과 정보,그리고 업무외적 정보는 규범적 정보와
사회적 정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
을 실시하였다.이에 따라 기술적 정보와 성과정보 2개 항목의 각각 신뢰계수
값은 0.6607,0.5856으로 나타났으며,규범적 정보와 사회적 정보 2개 항목의 각
각 신뢰계수값은 0.5968,0.7926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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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정보추구행동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구 분
요 인

항 목

요인1 요인2
신뢰계수사회적

정보
업무적
정보

업무적
정보

기술적
정보

업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최근에 승진
한 사람에게 물음
업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 업
무수행 관찰

.248

.128

.676

.717 0.6607

성과
정보

업무성과에 대해 가치관을 어디에 두는지 정
보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어울림
업무성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회사내
규정집이나 기존 보고서 참조

.114

.152

.690

.768 0.5856

업무외
적 정보

규범적
정보

회사의 규범적 정보를 얻기 위해 경험 많은
사람에 질문
회사의 규범적 정보를 얻기 위해 최근에 승
진 사람에 질문

.626

.698

.211

.195 0.5968

사회적
정보

회사의 사회적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
들의 행동 관찰
다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
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

.864

.780

.089

.211 0.7926

고유치 2.476 2.327

설명된 변량 비율 30.950 29.085

222)))조조조직직직사사사회회회화화화
조직사회화 변수에 대한 9개 요인분석결과를 보면 <표 4-3>에서와 같다.이
때 수렴타당도가 낮은 성과효능감의 1개 문항을 삭제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요인분석 결과 성과 효능감,수용성,사회적 통합성 등 3개의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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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였다.성과효능감에 대한 3개 항목의 신뢰계수값은 0.5636인 것으로 나타났
다.수용성에 대한 3개 항목의 신뢰계수값은 0.8485로 나타났으며,사회적 통합
에 대한 3개 항목의 신뢰계수값은 0.781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조직사회화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 인
항 목

요인2 요인3 요인4
신뢰계수

수용성 사회적
통합

성과
효능감

나의 성과를 달성할 자신감
성과 달성에 적극적으로 행동

.004

.198
.398
-.221

.763

.809 0.5636

부서의 분위기에 맞게 행동
부서의 분위기에 적응
부서의 분위기를 자랑

.778

.750

.882

.122

.264

.180

.042

.185

.09
0.8485

조직구성원들과 지내는 게 편안함
조직구성원들이 나를 동료로 받아줌
조직과 일체감

.504

.337

.091

.635

.743

.823

-.05
.021
.08

0.7811

고유치 2.413 2.026 1.295

설명된 변량 비율 21.933 18.418 11.773

333)))퍼퍼퍼스스스낼낼낼러러러티티티 특특특성성성
퍼스낼러티 특성에 따른 요인분석결과는 <표 4-4>에서와 같다.그런데 각각
1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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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퍼스낼러티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 인

항 목
A유형 성향 모험적

성향
성취지향적
성향 신뢰계수

다혈질적이고 공격적인 편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벌임
성급하게 일 처리

.817

.732

.758
0.6559

새롭고 도전적인 일 좋아함
위험성 있지만 새로운 방식 시도
변화와 혁신성 선호

.799

.849

.729
0.7052

어려운 일이라도 최선을 다함
과거성과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려
고 노력

.846

.846 0.6013

고유치 1.777 1.891 1.431

설명된 변량 비율 59.237 63.030 71.529

A유형 성향은 4개 문항중 1개 문항을 제외한 3개 문항이 1개 요인으로 묶였
으며,이때 신뢰계수값은 0.6559인 것으로 나타났다.모험선호성향에서도 3개
문항이 1개 요인으로 묶였으며,신뢰계수값은 0.7052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리
고 성취지향성향은 3개 문항중이 1개 문항을 제외한 2개 문항이 1개 요인으로
묶였으며,이때 신뢰계수값은 0.6013인 것으로 나타났다.

444)))조조조직직직유유유효효효성성성
조직유효성중 직무만족은 5개 문항중 1개의 문항을 삭제한 5개 문항이 1개 요
인으로 묶였으며,신뢰계수값은 0.7448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직몰입은 2개 문항
이 1개 요인으로 묶였으며,신뢰계수값은 0.7719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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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가가가설설설 검검검증증증

정보추구행동,조직사회화,조직유효성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4-5>정보추구행동,조직사회화,조직유효성간의 상관관계분석결과

구 분 기술적
정보

성과
정보

규범적
정보

성과
정보

성과
효능 수용감 사회

통합
직무
만족

조직
몰입

기술
적
정보

r 1.000 .557(**) .566(**) .377(**) .148(*) .118 .218(**) .526(**) .195(**)
p .000 .000 .000 .021 .059 .000 .000 .002
N 255 255 255 243 255 255 249 255

성과
정보

r 1.000 .480(**) .483(**) .312(**) .323(**) .461(**) .467(**) .354(**)
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259 259 247 259 259 253 259

규범
적
정보

r 1.000 .642(**) .068 .260(**) .433(**) .494(**) .344(**)
p .000 .290 .000 .000 .000 .000
N 259 247 259 259 253 259

성과
정보

r 1.000 .360(**) .461(**) .466(**) .451(**) .471(**)
p .000 .000 .000 .000 .000
N 247 259 259 253 259

성과
효능

r 1.000 .392(**) .296(**) .301(**) .212(**)
p .000 .000 .000 .001
N 247 247 241 247

수용
감

r 1.000 .590(**) .402(**) .559(**)
p .000 .000 .000
N 259 253 259

사회
통합

r 1.000 .574(**) .649(**)
p .000 .000
N 253 259

직무
만족

r 1.000 .516(**)
p .000
N 253

조직
몰입

r 1.000
p
N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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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추구행동,조직사회화,조직유효성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적인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3...111...정정정보보보추추추구구구행행행동동동과과과 조조조직직직사사사회회회화화화

업무적 정보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성과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업무외적
정보가 수용성과 사회적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 1>을 검증하였다.
첫째,성과효능감의 경우 회귀식은 F=16.359(p=0.000)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r2값은 0.216인 것으로 나타났다.검증결과 기술적 정보를 제외한 성
과정보,규범적 정보,사회적 정보가 성과효능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런데 규범적 정보는 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적인 관계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규범에 얽매인 정보가 오히려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트리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성과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 모두 <가설 1-1>을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둘째,수용성의 경우 회귀식은 F=20.077(p=0.000)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r2값은 0.243인 것으로 나타났다.검증결과 기술적 정보와 규범적 정보를
제외한 성과정보와 사회적 정보가 수용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따라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
모두 <가설 1-2>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셋째,사회적 통합의 경우 회귀식은 F=30.146(p=0.000)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r2값은 0.325인 것으로 나타났다.검증결과 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 모구 사회적 통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사
회적 통합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업무적 정보는 <가설 1-3>를 부분적으로 지
지해 주고 있으나 업무외적 정보는 <가설 1-3>을 지지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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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정보추구행동과 조직사회화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 분 비표준화된 계수 표준화

된 계수 t p
Model B Std.Error Beta

성과
효능감

(상수) 2.703 .201 13.433 .000

업무적 정보 기술적 정보 .026 .045 .043 .581 .562
성과 정보 .213 .066 .242 3.228 .001

업무외적 정보 규범적 정보 -.251 .060 -.341 -4.215 .000
사회적 정보 .324 .057 .427 5.689 .000
F=16.359(p=0.000) R2=.216

수용성

(상수) 2.058 .225 9.131 .000

업무적 정보 기술적 정보 -.098 .051 -.142 -1.948 .053
성과 정보 .209 .072 .204 2.880 .004

업무외적 정보 규범적 정보 -.028 .067 -.034 -.424 .672
사회적 정보 .375 .063 .438 5.995 .000
F=20.077(p=0.000) R2=.243

사회적
통합

(상수) 1.646 .200 8.235 .000

업무적 정보 기술적 정보 -.127 .045 -.195 -2.829 .005
성과 정보 .329 .064 .344 5.129 .000

업무외적 정보 규범적 정보 .190 .059 .239 3.201 .002
사회적 정보 .182 .055 .226 3.273 .001
F=30.146(p=0.000) R2=.325

333...222...피피피드드드백백백정정정보보보량량량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정정정보보보추추추구구구행행행동동동과과과 조조조직직직사사사회회회화화화

정보추구행동과 조직사회화간의 관계는 상사나 동료로부터 피드백정보량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였다.상사,동료로부터 피드백정보량
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설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성과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고,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피드백정보
량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 r2(모형2)과 이들 독립변수와 상사로부터 피드
백정보량,동료로부터 피드백정보량간의 상호작용항(A×F,B×F,C×F,D×F)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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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 r2(모형3)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증가하였다(상사의
경우 Δr2=0.179(p<0.001),동료의 경우 Δr2=0.034(p<0.01)).즉 <표 4-7>에서와 같
이 정보추구행동과 조직사회화인 성과효능감간에 있어서 상사로부터 얻은 피드백
정보량은 조절효과가 입증되었으며,<가설 2-1-1>는 지지되었다.또한 동료로부
터 얻은 피드백정보량도 조절효과가 입증되었으며,<가설 2-2-1>도 지지되었다.

<표 4-7>성과효능감에 대한 상사,동료간 피드백정보량의 조절효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성과
효능
감

업무적 정보 기술적 정보(A) .043 .100 -.72*0
성과 정보(B) .242*** .253** -.210

업무외적 정보 규범적 정보(C) -.341*** -.318*** -2.029***
사회적 정보(D) .427*** .383*** 1.453***

상사의 피드백정보량(F) -.136 -1.252***
A×F 1.004*
B×F .676
C×F 2.639***
D×F -1.594**
R-square .216 .196 .395
ΔR-square ▽.020 △.179***
F-value 16.359*** 11.388*** 16.599***

업무적 정보 기술적 정보(A) .043 .053 -.581
성과 정보(B) .242*** .269** .860

업무외적 정보 규범적 정보(C) -.341*** -.330*** -.816
사회적 정보(D) .427*** .422*** .127

동료의 피드백정보량(C) -.076 -.382
A×F .787
B×F -1.008
C×F .767
D×F .354
R-square .216 .220 .254
ΔR-square △.004 △.034**
F-value 16.359*** 13.368*** 8.832***

주)*p<0.05,**p<0.01,***p<0.001수준에서 유의함.표준화된 β값만 기재

둘째,수용성을 종속변수로 하고,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피드백정보량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의 2r(모형2)과 이들 독립변수와 상사로부터 피드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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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량,동료로부터 피드백정보량간의 상호작용항(A×F,B×F,C×F,D×F)이 추가된
r2(모형3)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증가하였다(상사의 경우 Δ

r2=0.046(p<0.001),동료의 경우 Δr2=0.069(p<0.001)).즉 <표 4-8>에서와 같이 정보
추구행동과 조직사회화인 수용성간에 있어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얻은 피드백정보
량은 조절효과가 입증되었으며,<가설 2-1-2>는 지지되었다.또한 동료로부터 얻
은 피드백정보량도 조절효과가 입증되었으며,<가설 2-2-2>도 지지되었다.

<표 4-8>수용성에 대한 상사,동료간 피드백정보량의 조절효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수용
감

업무적 정보 기술적 정보(A) -.142 -.150 -.812*
성과 정보(B) .204** .149 -.063

업무외적 정보 규범적 정보(C) -.034 -.047 -.263
사회적 정보(D) .438*** .437*** .251

상사의 피드백정보량(F) .091 -.711*
A×F .833
B×F .368
C×F .321
D×F .263
R-square .243 .218 .264
ΔR-square ▽.025 △.046***
F-value 20.077*** 13.630*** 9.597***

업무적 정보 기술적 정보(A) -.142 -.146* -1.861***
성과 정보(B) .204** .194* .866**

업무외적 정보 규범적 정보(C) -.034 -.036 .487
사회적 정보(D) .438*** .439*** .972**

동료의 피드백정보량(C) .026 .616*
A×F 2.310***
B×F -1.165*
C×F -.782
D×F -.807
R-square .243 .244 .313
ΔR-square △.001 △.069***
F-value 20.077*** 16.041*** 12.418***

주)*p<0.05,**p<0.01,***p<0.001수준에서 유의함.표준화된 β값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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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사회적 통합을 종속변수로 하고,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피드백정보
량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의 r2(모형2)과 이들 독립변수와 상사로부터 피드
백정보량,동료로부터 피드백정보량간의 상호작용항(A×F,B×F,C×F,D×F)이 추가
된 r2(모형3)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증가하였다(상사의 경우
Δr2=0.087(p<0.001),동료의 경우 Δr2=0.072(p<0.001)).즉 <표 4-9>에서와 같이 정보
추구행동과 조직사회화인 사회적 통합간에 있어서 상사 및 동료로부터 얻은 피드백
정보량은 조절효과가 입증되었으며,<가설 2-1-3>은 지지되었다.또한 동료로부터
얻은 피드백정보량도 조절효과가 입증되었으며,<가설 2-2-3>도 지지되었다.

<표 4-9>사회적 통합에 대한 상사,동료간 피드백정보량의 조절효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사회
적
통합

업무적 정보 기술적 정보(A) -.195** -.215** 1.264***
성과 정보(B) .344*** .272*** .488

업무외적 정보 규범적 정보(C) .239** .225** -.971**
사회적 정보(D) .226** .232** -.487

상사의 피드백정보량(F) .134* -.239
A×F -2.023***
B×F -.366
C×F 1.733**
D×F .931
R-square .325 .306 .393
ΔR-square ▽.019 ▵.087***
F-value 30.146*** 21.593 17.356***

업무적 정보 기술적 정보(A) -.195** -.229** .758*
성과 정보(B) .344*** .255*** .300

업무외적 정보 규범적 정보(C) .239** .214** .411
사회적 정보(D) .226** .235** -.738*

동료의 피드백정보량(C) .231*** .260
A×F -1.335**
B×F -.156
C×F -.358
D×F 1.511***
R-square .325 .364 .436
ΔR-square ▵.039**** ▵.072***
F-value 30.146*** 28.471*** 21.036***

주)*p<0.05,**p<0.01,***p<0.001수준에서 유의함.표준화된 β값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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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퍼퍼퍼스스스낼낼낼러러러티티티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정정정보보보추추추구구구행행행동동동과과과 조조조직직직사사사회회회화화화

111)))AAA유유유형형형
정보추구행동과 조직사회화간의 관계는 A유형성향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가설 3-1>을 검증하였다.A유형성향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설명하기 위해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성과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고,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A유형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의 r2(모형2)과 독립변수와 A유형성향간의 상호작
용항(A×F,B×F,C×F,D×F)이 추가된 2r(모형3)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적인 차
이를 보일 만큼 증가하였다(Δr2=0.048,p<0.001).따라서 A유형성향은 조절효과
가 입증되었으며,<가설 3-1-1>은 지지되었다.그런데 성격이 급한 사람이 성
과정보를 추구할 수록 성과에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0>성과효능감에 대한 A유형성향의 조절효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성과
효능
감

업무적 정보
기술적 정보(A) .043 -.131 .592
성과 정보(B) .242*** .345*** 1.770**

업무외적 정보
규범적 정보(C) -.341*** -.325*** -1.460**
사회적 정보(D) .427*** .298*** -.131

A유형 성향(F) .153* .776*
A×F -.846
B×F -2.279*
C×F 1.530*
D×F .698
R-square .216 .216 .264
ΔR-square - ▵.048***
F-value 16.359*** 12.683*** 9.014***

주)*p<0.05,**p<0.01,***p<0.001수준에서 유의함.표준화된 β값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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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수용성을 종속변수로 하고,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A유형을 독
립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의 r2(모형1,모형2)과 이들 독립변수와 A유형성향간
의 상호작용항(A×F,B×F,C×F,D×F)이 추가된 r2(모형3)를 비교해 본 결과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증가하였다(Δr2=0.072,p<0.001).따라서 A유형성향은
조절효과가 입증되었으며,<가설 3-1-2>는 지지되었다.

<표 4-11>수용성에 대한 A유형성향의 조절효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수용
감

업무적 정보
기술적 정보(A) -.142 -.164* -.348
성과 정보(B) .204** .180* .400

업무외적 정보
규범적 정보(C) -.034 -.061 .508
사회적 정보(D) .438*** .465*** .670

A유형 성향(F) .050 .791*
A×F .292
B×F -.415
C×F -.810
D×F -.337
R-square .243 .216 .288
ΔR-square ▽.037 ▵.072***
F-value 20.077*** 17.321*** 10.683***

주)*p<0.05,**p<0.01,***p<0.001수준에서 유의함.표준화된 β값만 기재

셋째,사회적 통합을 종속변수로 하고,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A유형
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의 r2(모형2)과 이들 독립변수와 A유형성향간의
상호작용항(A×F,B×F,C×F,D×F)이 추가된 r2(모형3)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
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증가하지는 않았다(Δr2=0.019).따라서 A유형성향은 조
절효과가 입증되지 못 하였으며,<가설 3-1-3>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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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사회적 통합에 대한 A유형성향의 조절효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사회적
통합

업무적
정보

기술적 정보(A) -.195** -.120 .048
성과 정보(B) .344*** .289*** -.084

업무외적
정보

규범적 정보(C) .239** .217** .463
사회적 정보(D) .226** .341*** -.195

A유형 성향(F) -.196** -.789**
A×F -.228
B×F .598
C×F -.321
D×F .824
R-square .325 .362 .381
ΔR-square ▵.037** ▵.019
F-value 30.146*** 27.518*** 16.301***

주)*p<0.05,**p<0.01,***p<0.001수준에서 유의함.표준화된 β값만 기재

성격이 A유형인 신입자들일 수록 업무적인 정보나 업무외적인 정보를 추구
함으로써 성과에 자신감을 가지고 조직에 쉽게 수용되지만 사회적 통합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조직이라는 사회에 통합시키려면 급한 성격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사회적 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222)))모모모험험험선선선호호호성성성향향향
정보추구행동과 조직사회화간의 관계는 모험선호성향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
는 <가설 3-2>를 검증하였다.모험선호성향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설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성과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고,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모험선호
성향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의 r2(모형2)과 이들 독립변수와 모험선호성향
간의 상호작용항(A×F,B×F,C×F,D×F)이 추가된 r2(모형3)를 비교해 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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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증가하였다(Δr2=0.126,p<0.001).따라서 모험선호성향
은 조절효과가 입증되었으며,<가설 3-2-2>는 지지되었다.그런데 <표 4-13>에
서와 같이 정보추구행동과 성과효능감간에 있어서 기술적 정보×모험선호성향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는 모험을 선호하는 성향을 가
질 수록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추구하는 행동이 성과효능감을 오히려 떨어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3>성과효능감에 대한 모험선호성향의 조절효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성과
효능감

업무적 정보 기술적 정보(A) .043 .003 2.138***
성과 정보(B) .242*** .355*** .483

업무외적
정보

규범적 정보(C) -.341*** -.358*** -.778
사회적 정보(D) .427*** .153 -.158

모험선호성향(F) .373*** .902**
A×F -2.460***
B×F -.443
C×F .572
D×F .762
R-square .216 .296 .422
ΔR-square △.080*** △.126***
F-value 16.359*** 19.380*** 18.394***

주)*p<0.05,**p<0.01,***p<0.001수준에서 유의함.표준화된 β값만 기재

둘째,수용성을 종속변수로 하고,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모험선호성
향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의 r2(모형2)과 이들 독립변수와 모험선호성향
간의 상호작용항(A×F,B×F,C×F,D×F)이 추가된 r2(모형3)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증가하였다(Δr2=0.066,p<0.001).따라서 모험선호성
향은 조절효과가 입증되었으며,<가설 3-2-2>는 지지되었다.그런데 <표
4-14>에서와 같이 정보추구행동과 수용성간에 있어서 성과정보×모험선호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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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는 모험적인 성격을 보일
수록 성과정보 추구 자체가 수용성을 높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오
히려 기술적 정보와 규범적 정보는 수용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4-14>수용성에 대한 모험선호성향의 조절효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수용
감

업무적 정보 기술적 정보(A) -.142 -.083 .256
성과 정보(B) .204** .191** -.929

업무외적
정보

규범적 정보(C) -.034 -.081 .917**
사회적 정보(D) .438*** .277*** .616*

모험선호성향(F) .423*** .553
A×F -.456*
B×F 1.824***
C×F -1.295*
D×F -.810
R-square .243 .402 .468
ΔR-square △.179 ▵.066***
F-value 20.077*** 32.167*** 22.951***

주)*p<0.05,**p<0.01,***p<0.001수준에서 유의함.표준화된 β값만 기재

셋째,사회적 통합을 종속변수로 하고,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모험선
호성향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의 r2(모형2)과 이들 독립변수와 모험선호
성향간의 상호작용항(A×F,B×F,C×F,D×F)이 추가된 r2(모형3)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증가하였다(Δr2=0.087,p<0.001).따라서 모험선
호성향은 조절효과가 입증되었으며,<가설 3-2-3>은 지지되었다.<표 4-15>
에서는 정보추구행동과 사회적 통합간에 있어서 성과정보×모험선호성향은 정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는 모험적인 성격을 보일수록
성과정보 추구 자체가 사회적 통합성을 높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오히려 규범적 정보는 사회적 통합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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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사회적 통합에 대한 모험선호성향의 조절효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사회
적통
합

업무적 정보 기술적 정보(A) -.195** -.154* .108
성과 정보(B) .344*** .302*** -1.245***

업무외적
정보

규범적 정보(C) .239** .222** 2.299***
사회적 정보(D) .226** .246** -.511

모험선호성향(F) .060 -.359
A×F -.350
B×F 2.355***
C×F -2.727***
D×F .870
R-square .325 .348 .435
ΔR-square ▵.023** ▵.087***
F-value 30.146*** 25.533*** 20.104***

주)*p<0.05,**p<0.01,***p<0.001수준에서 유의함.표준화된 β값만 기재

333)))성성성취취취지지지향향향성성성향향향
정보추구행동과 조직사회화간의 관계는 성취지향성향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
는 <가설 3-3>을 검증하였다.성취지향성향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설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성과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고,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성취지향
성향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의 r2(모형2)과 이들 독립변수와 성취지향성
향간의 상호작용항(A×F,B×F,C×F,D×F)이 추가된 r2(모형3)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증가하였다(Δr2=0.101,p<0.001).따라서 성취지향성향
은 조절효과가 입증되었으며,<가설 3-3-1>은 지지되었다.그런데 <표 4-16>에
서와 같이 정보추구행동과 성과효능감간에 있어서 사회적정보×모험선호성향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는 성취지향적인 성격을 보일
수록 사회적 정보 추구 자체가 성과효능감을 높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하
지만 오히려 성과 정보는 성과효능감을 떨어트리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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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성과효능감에 대한 성취지향성향의 조절효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성과
효능
감

업무적 정보
기술적 정보(A) .043 .056 .706
성과 정보(B) .242*** .252** 1.595**

업무외적
정보

규범적 정보(C) .341*** -.382*** .384
사회적 정보(D) .427*** .378*** -.525

성취지향성향(F) .224*** 1.438***
A×F -.744
B×F -1.960*
C×F -.945
D×F 1.305*
R-square .216 .261 .362
ΔR-square ▵.045*** △.101
F-value 16.359*** 16.712*** 14.665***

주)*p<0.05,**p<0.01,***p<0.001수준에서 유의함.표준화된 β값만 기재

둘째,수용성을 종속변수로 하고,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성취지향성
향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의 r2(모형2)과 이들 독립변수와 성취지향성향
간의 상호작용항(A×F,B×F,C×F,D×F)이 추가된 r2(모형3)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증가하였다(Δr2=0.107,p<0.001).따라서 성취지향성
향은 조절효과가 입증되었으며,<가설 3-3-2>는 지지되었다.그런데 <표
4-17>에서와 같이 정보추구행동과 수용성간에 있어서 성과정보×성취지향성향
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는 성취지향적인 성격을
보일수록 성과정보에 대한 정보추구행동이 수용성을 높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오히려 업무외적 정보인 규범적 정보와 사회적 정보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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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수용성에 대한 성취지향성향의 조절효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수용감

업무적 정보
기술적 정보(A) -.142 -.095 .571
성과 정보(B) .204** .189** -1.568***

업무외적
정보

규범적 정보(C) -.034 -.087 1.474***
사회적 정보(D) .438*** .337*** 1.508***

성취지향성향(F) .449*** 1.131***
A×F -.742
B×F 2.562***
C×F -2.017***
D×F -1.823**
R-square .243 .432 .539
ΔR-square △.189*** ▵.107***
F-value 20.077*** 37.239*** 31.265***

주)*p<0.05,**p<0.01,***p<0.001수준에서 유의함.표준화된 β값만 기재

셋째,사회적 통합을 종속변수로 하고,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성취지
향성향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의 r2(모형2)과 이들 독립변수와 성취지향
성향간의 상호작용항(A×F,B×F,C×F,D×F)이 추가된 r2(모형3)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만큼 증가하였다(Δr2=0.186,p<0.001).따라서 성취지
향성향은 조절효과가 입증되었으며,<가설 3-3-3>은 지지되었다.그런데 <표
4-18>에서와 같이 정보추구행동과 사회적 통합간에 있어서 성과정보×성취지향
성향만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는 성취지향적인 성
격을 보일수록 성과정보에 대한 정보추구행동이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오히려 기술적 정보,규범적 정보,사회적 정보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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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사회적 통합에 대한 성취지향성향의 조절효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사회적
통합

업무적 정보
기술적 정보(A) -.195** -.172* 1.213**

성과 정보(B) .344*** .334*** -3.047***

업무외적
정보

규범적 정보(C) .239** .224** 2.343***

사회적 정보(D) .226** .206** .928*

성취지향성향(F) .099 -.118

A×F -1.539***
B×F 4.807***

C×F -2.757***

D×F -1.285*

R-square .325 .336 .522
ΔR-square ▵.011* ▵.186***
F-value 30.146*** 24.787*** 29.264***

주)*p<0.05,**p<0.01,***p<0.001수준에서 유의함.표준화된 β값만 기재

333...444...조조조직직직사사사회회회화화화와와와 조조조직직직유유유효효효성성성

업무적 정보추구로 인한 역할명확성과 성과효능감이 조직몰입보다는 직무만
족에서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지,사회적 정보추구로 인한 수용성과 사회
적 통합이 직무만족보다는 조직몰입에서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지에 대한
<가설 4>를 검증하였다.
첫째,성과효능감의 경우는 조직몰입보다는 직무만족간에 상관관계가 더 높

게 나타났으며,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따라서 <가설 4-1>은 지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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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조직사회화에 따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간 상관관계차이분석 결과

구 분 조직유효성 집단간 상관관계값의
차이 검증직무만족 조직몰입

성과효능감 0.351(p=0.000,n=241) 0.212(p=0.000,n=247) Z=1.661(p=0.048)
유의함Z1'=0.367 Z2'=0.215

수용성 0.402(p=0.000,n=253) 0.559(p=0.000,n=259) Z=-2.309(p=0.011)
유의함Z1'=0.426 Z2'=0.631

사회적통합 0.554(p=0.000,n=253) 0.649(p=0.000,n=259) Z=-1.681(p=0.046)
유의함Z1'=0.624 Z2'=0.774

셋째,수용성의 경우는 직무만족보다는 조직몰입간에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
타났으며,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따라서 <가설 4-2>는 지지되었다.
넷째,사회적 통합의 경우는 직무만족보다는 조직몰입간에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따라서 <가설 4-3>은 지지되었다.

444...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의의의 결결결과과과 종종종합합합

가설을 검증한 결과 이를 종합해 보면 <표 4-20>에서와 같다.
<표 4-20>가설 검증 결과 종합

구 분 조직사회화
성과효능감 수용성 사회적 통합

정보추구행동
<가설 1> 1-1 부분

채택 1-2 부분
채택 1-3 부분

채택
피드백
정보량
<가설 2>

상사로부터의
피드백 정보량 2-1-1 채택 2-1-2 채택 2-1-3 채택
동료로부터의
피드백 정보량 2-2-1 채택 2-2-2 채택 2-2-3 채택

퍼스낼
러티

<가설 3>

A유형성향 3-1-1 채택 3-1-2 채택 3-1-3 기각
모험선호성향 3-2-1 채택 3-2-2 채택 3-2-3 채택
성취지향성향 3-3-1 채택 3-3-2 채택 3-3-3 채택

조직유효성 <가설 4> 4-1 채택 4-2 채택 4-3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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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증결과 나타난 연구결과를 종합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업무와 관련된 정보와 업무외적인 정보를 추구하는 것이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였다.그 결과 기술적 정보는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나 수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보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성과와 관련
된 정보나 사회적 정보는 조직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규범적 정보는 사회적 통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성
과효능감이나 수용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이
는 조직이 규범적 정보를 너무 강조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조직사회화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규정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상사나 동료로부터 얻은 피드백 정보량에 따라 정보추구행동이 조직사회
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검증하였다.그 결과 상사나 동료로부터 얻은 피드
백 정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추구행동이 조직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이러한 결과는 조직사회화 요인에 있어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받은 피드백정보량이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그런데 상사나 동료부터 받는
피드백정보량이라도 업무와 관련된 정보추구행동과 업무이외 관련된 정보추구행
동에 따라 조직사회화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ⅰ)성과효능
감 :상사로부터 받는 피드백정보량이 많을수록 기술적 정보와 규범적 정보 추구
행동이 성과효능감과 같은 조직사회화를 높여주고 있었으며,동료로부터 받는 피
드백정보량이 많을수록 성과효능감을 높여주지는 못하고 있었다.즉 상사와 동료
로부터 받는 피드백정보량은 정보추구행동과 성과효능감간에 달리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ⅱ)수용성 :상사나 동료로부터 받는 피드백정보량에 따라 업무적인 정
보추구행위이든 업무외적 정보추구행위이든간에 수용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하지만 동료부터는 기술적 정보 추구행동은 수용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ⅲ)사회적 통합 :상사로부터 받는 피드백정보량이 많을수록 규범적 정보
추구행동이 사회적 통합과 같은 조직사회화를 높여주는 반면,동료로부터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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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정보량이 많을수록 사회적 정보 추구행동이 사회적 통합을 높여주고 있었
다.하지만 기술적 정보 추구행동은 상사나 동료 모두 사회적 통합을 떨어트리는
행동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정보를 추구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인 A유형성향,모험선호성향,성취
지향성향 등에 따라 정보추구행동이 조직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검증
하였다.ⅰ)A유형성향 :급한 성격이 정보추구행동과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하지만 성격이 급한 것이 성과정보 추구행동은 성과효능감을 떨어트
리는 역할하고 있었다.ⅱ)모험선호성향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질 수록 정
보추구행동이 사회적 통합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모험적인 성격을 가질 수록
성과 정보 추구행동은 수용성과 사회적 통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범적 정보 추구행동은 오히려 수용성과 사회적 통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결국 모험적인 성향은 조직사회화에 있어서 어떠한 정보를 추구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조직사회화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ⅲ)성취지향성향 :성취지향적인 성격을 가질 수록 정보
추구행동이 사회적 통합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성격지향적인 성격을 가질 수
록 기술적 정보 정보추구행동은 사회적 통합에서만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성과정보 추구행동은 수용성과 사회적 통합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과효능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규범적 정보와 사회적 정
보인 업무외적 정보 추구행동은 수용성과 사회적 통합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하지만 사회적 정보 추구행동은 성과효능감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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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ⅤⅤⅤ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의의의 요요요약약약 및및및 시시시사사사점점점

신입사원이 새로운 조직에 입사하여 조직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부여된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요령,규범,
관습,문화 등을 습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조직사회화(Organizational
Socialization)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조직사회화는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적
응하고 조직에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조직구성원으로서 맡은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정보탐색활동이 이루어진다.오늘날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는 조직사회화에 대한 연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청년실
업률은 전체 실업률 보다 2-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특히 정규직에 대한
비중이 높아감으로 취업은 더욱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으며,기업들도 신입자
보다는 경력자를 선발하는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결국 청년 신입자의 경우 취
업을 통해 조직의 구성원으로 일할 기회가 매우 비좁기 때문에 조직에 얼마나
사회화가 잘 이루어지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하지만 많은 시간
으로 조직내에서 보내야 함으로 조직사회화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그런데 어려운 직장일수록 현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더라도 다
른 조직으로 옮기려고 하기보다는 가능한 현 조직에서 머무르려고 노력을 할 것
이다.이때 조직 부적응으로 인한 결과는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조직에 적응한 사람이 조직에 머물러 일을 한다고
해서 조직사회화가 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즉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과
조직을 떠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조직사회화에 대한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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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이 리더나 동료로부터 추구하는 정보
가 많을 경우 조직사회화를 더 잘 하는지,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에 따
라 조직사회화에도 달리 영향을 미치는지,이는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에도 영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특히 개인적인 특성인 피드백 정보의 양을 비롯
해 A유형성향,모험선호성향,성취지향성향 등이 정보추구행동과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지도 살펴보았다.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인 정보는 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상사,동료로부터 피드백정보량은 정보추구행동과 조직사회화간에 조절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단지 상사에게서 피드백정보량을
많이 받느냐,동료로부터 많이 받느냐에 따라 업무적 정보와 업무외적 정보들
은 각각 달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이에 따라 적절한 정보추구행동이 조직사회화에 필요함을 시사
해 주고 있다.
셋째,정보를 추구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인 A유형성향,모험선호성향,성취
지향성향 등은 정보추구행동와 조직사회화간에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즉 개인적인 특성도 조직사회화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변수
임이 밝혀졌다.그런데 피드백 정보량에서와 같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
향이 정보추구행동에 따라 달리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업무와 관련된 조직사회화는 직무만족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업무이외와 관련된 조직사회화는 조직몰입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
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조직사회화의 연구에 대한 이론적 의의와 실증적인 시사점을 갖는
다.기존의 조직사회화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조직이 사용하는 조직사회화 전
략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으며 멘토관계 등 사회화 담당자가 사
회화 대상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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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러나 본 연구는 신입사원의 정보탐색 활동이 조직사회화 연구에서 사
회화 대상자와 사회화 담당자를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 및및및 앞앞앞으으으로로로의의의 연연연구구구방방방향향향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조사대상지역이 전남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어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

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앞으로도 지속
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가설 검증에 사용한 연구방법이 면접조사 등과 같은 질적인 연구방법
을 병행하지 않고 설문에 의한 조사만을 이용함으로써 설문에 대한 해석의 차
이와 응답자의 태도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셋째,조직성과변수에 조직유효성변수인 직무만족과 직무만족 이외에 객관적
인 성과(매출액,수익 등)도 함께 측정하여 분석이 이루어졌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과 함께 본 연구에서 제시되지 못하였던 미래연구들의 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조직수준에서 환경을 비롯해 조직문화와 조직구조 등이 조
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에 대한 연구,조직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추구행동이외 다른 요인들에 대한 연구,종속변수로서 객관적인 조직성과
를 고려한 연구 등 보다 다양한 연구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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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조직사회화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매우 바쁘신 와중에 설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설문지는 ‘‘‘정정정보보보추추추구구구행행행동동동이이이 조조조직직직사사사회회회화화화,,,조조조직직직효효효과과과성성성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신입자들의
조직사회화에 일익을 담당할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자료는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응답 내
용은 통계법 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리오니 솔직하게
빠짐없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
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년 월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 지도교수   지도교수   지도교수   지도교수   윤  윤  윤  윤  종  종  종  종  록록록록

                                                                        박사과정   박사과정   박사과정   박사과정   유  유  유  유  희  희  희  희  찬찬찬찬

    



-80-

ⅠⅠⅠ...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정정정보보보추추추구구구행행행동동동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일일일치치치하하하
는는는 곳곳곳에에에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업업업무무무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정정정보보보 ssss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로 귀하가 수행하여야할 업무가 무
엇인지,업무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그리고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등에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
�규규규범범범적적적인인인 정정정보보보 ssss 귀하의 회사가 가치를 두고 귀하로부터 기대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그리고
직장내에서 귀하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적절한가 등에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

NO 설  문  항  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조금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조금

동의

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
나는 업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개 최근에 승

진한 간부급에게 묻는 편이다.

2
나는 업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개 다른 사람

들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관찰하는 편이다.

3

나는 회사내의 다른 사람들이 성과에 대해 어떻게 행

동하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

람들과 어울리는 편이다.

4
나는 업무성과를 높이기 얻기 위해 회사내의 규정집

이나 기존의 보고서 등을 참고하는 편이다.

5
나는 회사의 규범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대개 경험이 

많은 간부급에게 묻는 편이다.

6
나는 회사의 규범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대개 최근에 

승진한 간부급에게 묻는 편이다.

7
나는 회사의 규범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를 관찰하는 편이다.

8

회사내의 다른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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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조조조직직직사사사회회회화화화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일일일치치치하하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NO 설  문  항  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조금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조금

동의

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 나의 역할을 자신 있게 설명하는 편이다

2 나는 업무수행과정을 잘 알고 있는 편이다

3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편이다

4 나는 업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편이다

5 나의 성과를 달성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6 내가 달성할 목표를 잘 알고 있는 편이다

7 나는 부서의 분위기에 익숙한 편이다

8 나는 부서의 분위기에 맞게 행동하는 편이다

9 나는 부서의 분위기에 적응을 잘 하는 편이다

10 나는 부서의 분위기를 자랑하는 편이다

11 나는 조직구성원들과 지내는 게 편안하다

12 나는 조직구성원들이 나를 동료로 받아주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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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피피피드드드백백백정정정보보보량량량과과과 퍼퍼퍼스스스낼낼낼러러러티티티의의의 성성성향향향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일일일치치치하하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NO 설  문  항  목

전혀

동의하

지않

는다

조금

동의하

지않

는다

보통

이다

조금

동의

한다

전적으

로동의

한다

1 나는 상사로부터 업무적인 피드백정보를 많이 얻었다.

2 나는 상사로부터 사회적인 피드백정보를 많이 얻었다.

3 나는 동료로부터 업무적인 피드백정보를 많이 얻었다.

4 나는 동료로부터 사회적인 피드백정보를 많이 얻었다.

5  나는 일을 빨리 처리하는 성향이 있다.

6  나는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공격적인 편이다.

7  나는 두 세가지 일을 동시에 벌이면서 항상 바쁘다.

8  나는 일 처리를 매우 성급하게 한다.

9 나는 새롭고 도전적인 일을 좋아한다.

10
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소 위험성이 있지

만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기를 좋아한다.

11
나는 회사에 많은 변화와 다양성이 있어야 하며 혁

신이 있어야  한다.

12 나는 어려운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처리한다.

13
나는 과거의 작업 성과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려고 

매우 노력한다.

14
나는 승진을 위해서라면 위험이 따르더라도 자진하

여 기꺼이 일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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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과과과 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일일일치치치하하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NO 설  문  항  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조금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조금

동의

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 나는 상사의 사람 다루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

2 나는 상사의 의사결정능력에 만족한다.

3 나는 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을 할 기회가 있다.

4 나는 동료와의 인간관계가 원만하다.

5 내가 받은 급여액은 하는 일에 비해 적절하다.

6 나의 근무시간은 적절하다

7 나는 조직과 일체감을 갖는 편이다

8 나는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편이다

ⅤⅤⅤ...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개개개인인인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일일일치치치하하하
는는는 곳곳곳에에에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1.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은?  

   ① 만25세 미만 ② 만25-29세    ③ 만30-34세    ④ 만35-39세  ⑤ 만40세 이상  

3. 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학중퇴/대졸이상  

4. 직급은? 

   ① 사원        ② 대리/계장    ③ 과장          ④ 차장급 이상

5.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업종은?

    ① 제조업      ② 금융업       ③ 서비스업      ④ 행정기관    ⑤ 기타

6. 현 직장에서의 근속연수 :   (       ) 년   (      ) 개월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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