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의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육군 부사관의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영곤*, 신다윗**1)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Abstract
The Impact of Army NCOs’ Perception of the Organizational
Personnel Management on the Turnover Inten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non-commissioned officers’ perception of the organizational personnel management on the turnover intention by conducting the survey of 315 Army non-commissioned officers. The
result of ordered logistic regression shows that: first, the positive perception of assignment･placement has a significant and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turnover intention, second, the positive perception of pay･reward also has a significant and negative relationship, and third, demographic factors used as control variables including
gender, marriage, service type, and rank have a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turnover
intention. Finall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 Army’s organizational personnel management and to mitigate non-commissioned officers’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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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군 조직 내에서 부사관은 군사전문성을 바탕으로 전투지휘자, 전투기술자, 기
능분야 전문가, 부대전통 계승자 등의 다양하고도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이자 핵심이다. 이렇듯 부사관이 군에서 담당하는 역할의 중
요성을 고려해 볼 때 군의 입장에서는 부사관 인력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숙련된 전투력 및 기술력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군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주된 방법이 될 것이다.
비단 군 조직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을 망라하든 조직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를 통해 그들의 능력이 효율적으
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만약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력 및
인사관리에 차질이 생길 경우 업무 능률의 하락으로 인해 조직 효과성이 저하되
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인 부사관 인력
관리에도 소홀함이 생길 경우 군 조직 효과성을 대변하는 핵심 지표인 최상의
전투력 형성에 결정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부사관은 지금껏 군의 핵심 인적자원으로서의 전략적인 관리를 차치
하고서도 사회적 관심과 처우수준 등이 상당히 미흡했다. 부사관은 타 직업 종사
자들에 비해 폐쇄적이고 공간적으로도 격리되어 있는 특수한 조직인 군에 근무
하면서 때로는 임무수행 중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도 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그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비해 사회적인 대우는 좋지 못한
형편이다. 이 때문에 부사관은 자연스레 사회적 비선호직업 중의 하나로 자리매
김하게 되었다.
부사관이 사회 비선호직업이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타 직렬의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입직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지
않으며, 임관 이후 복무연장 및 장기복무선발 전형에 합격하여야 장기간 군에서
복무할 수 있다. 하지만 육군의 경우 2018년 기준 임관인원 대비 장기복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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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약 40%에 불과하는 등(육군본부, 2018) 직업안정성의 보장이 미흡한 상황
이다. 둘째, 부사관 입대 이후의 업무 수행이 전역 이후 재취업에 필요한 역량이
되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크다. 특히 육군의 경우 전투특기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와의 호환성이 낮아 추후 재취업에 불리할 수 있다. 셋째, 장교나
타 직렬 공무원 대비 급여 수준이 낮으며, 사회적인 평판 또한 높지 못한 실정이
다. 이상의 내용은 부사관 인사관리의 수준 내지는 여건과도 상당부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부사관의 경우 수행하는 임무나 근무여건에 비하여 사회적인 대우가
좋지 못함에 따라 현재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 직장으로의 이동을 희망하
는 이직의도가 높게 형성될 수 있다. 조직 구성원이 체감하는 이직의도와 그로
인한 조직 이탈은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중의 하나로, 조
직 분위기를 침체시키고 업무진행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부사관 인력의
유출은 숙련된 전투력과 기술력의 손실을 의미하기에 군 조직의 효과성을 저하
시키는 심각한 요인 중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다. 육군의 경우 현재도 부사관
운영인력이 약 1만여 명 가량 부족한 상황(육군본부, 2018)이기 때문에 부사관들
의 높은 이직의도 발현과 그로인한 실제 이직은 기존 인력의 손실을 가져와 조직
운영에 더욱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군은 우수하고 숙련된 부사관 인력유지를 위한 전략, 특히 현재 복무 중
인 부사관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모종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들의 복무
를 지속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다방면의 방안을 빠르게 모색, 적용해 나가야 하
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이자 핵심인 부사관, 그중에서도
우리 군의 주된 전력을 형성하고 있는 육군 부사관의 이직의도로 인한 인력 유출
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현상의
원인과 해결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Ⅱ는 이론적 논의로 조직 구성원
의 인사관리 및 이직의도의 개념과 유형을 검토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
가설을 도출한다. Ⅲ은 연구 설계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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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분석변수의 특성 등을 살펴본다. Ⅳ는 실증분석으로 육군 부사관의 인사관
리에 대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분석 결과에
대하여 논의한다. 마지막 Ⅴ에서 정책 제언 및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인사관리의 개념과 유형

인사관리는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적 기능으로서 조직에 필요한 인력
을 선발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함으
로써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일련의 행위들이다. 이는 순차적이며, 상호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된 상태에서 복합적으로 이뤄진다
(강성철 외, 2015).
최근의 인사관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인력을 조직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보아 질 높은 인력을 충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다. 둘째, 인력을 관리함에 있어서 조직의 필요성뿐만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 개
개인이 가진 기대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전략적 접근을 취한다. 즉, 단
순히 사람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등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목표 달성이라는 전사적 차원의 전략적 기획과 관리 속에서의
유기적인 통합을 중시한다. 셋째, 조직 구성원의 몰입을 유도하고 조직의 탄력성
을 증대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인사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적용
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한다(박천오 외, 2016).
본 연구는 인사관리의 주된 기능을 구분함에 있어 인사관리를 연구하는 학자
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인력확보(채용･
선발), 인력활용(보직･배치), 인력개발(교육･훈련), 인력평가(승진･평가), 인력유
지(보수･보상, 후생복지, 퇴직지원)의 다섯 가지 관점에 주목한다. 이는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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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성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Youndt
et al., 1996).

가. 채용･선발

채용은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조직 구성원으로 신규 임용하는 것으로 기존
인력의 퇴직이나 조직의 개편 또는 사업의 변화로 야기되는 결원을 보충하고
필요한 신규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개경쟁채용제도는 이를 위해 도
입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경쟁시험을 통해 조직 구성원을 채용
함으로써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채용을 목표로 한다(박천오 외,
2016).

다음으로 선발은 지원자 중에서 직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는 활동이
다(유민봉, 2015). 조직성과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는 해당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선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발방법과 절차의 엄격
함이 유지되어야 하며 선발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선발
은 개인과 직무를 통합하는 첫 번째 중요한 과정이다. 완벽한 조직구조와 업무추
진 계획, 철저한 통제체제 등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일을 담당할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 보직･배치

보직은 인사권자가 조직 구성원을 일정한 직위에 배치하는 활동이다. 특정 조
직에 임명된 자에게 구체적 직무의 담당을 명하는 인사관리 활동을 보직발령이
라고 한다. 이러한 보직에 대한 조직차원의 관리는 조직구성원의 능력향상, 사기
진작과 직무만족, 업무의 효율화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보직별로 업무
에 따른 영향력과 중요도 등이 상이하여 어느 보직에 배치되었는가에 따라 승진
여부가 좌우되기도 하는 등 구성원 개개인의 조직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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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호･문미경･최준용, 2007).
보직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자칫 남용되는 경우 오히려 조직의 사기
를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최미란, 2001). 이 때문에 인사권자는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공정한 관점에서 보직 배치를 해야 하며, 조직 구
성원을 보직할 때는 당해 직원의 전문성 및 적성, 전공 분야, 근무 경력, 교육
훈련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강성철 외, 2015). 또한 개인의 일반
적인 인적요건 이외에 직무와 관련하여 충분한 요건을 갖춘 조직 구성원은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직위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 교육･훈련

조직의 장기적인 성패는 인적자원의 역량에 달려 있으며, 조직 내에서 우수한
인력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개발에 대한 적극적 관
심이 요구된다. 인적자원 개발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개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개인적 자질 및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현재 수행하는 직무와 미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다(강제상 외,
2015). 박천오 외(2016)는 교육훈련에 대해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현
재와 미래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가치관 및 태도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된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유민봉(2015)은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의 변화를 촉진하
는 계획된 활동’이라고 하였다.
교육훈련은 조직 차원에서 업무 능력의 향상을 통해 근무실적의 개선에 기여
하고, 인사이동 등에 의하여 생긴 공석에 내부 인력의 신축적 운용을 가능케 하
며, 자율적 직무 수행가능성을 높여 상관으로부터의 통제 필요성이 줄어드는 등
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도 능력 발전을 통해 직무 수행
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켜 직무만족의 제고와 조직의 목표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강성철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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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승진･평가

승진이란 하위직급에서 근무하는 구성원을 규정과 방침에서 명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사평가하고, 우수한 자를 상위직급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적으로 승진에는 보수의 증가, 책임의 증대, 지위의 상승 등이 수반된다. 승진은
조직의 관점에서 상위직에 능력 있는 구성원을 임용함으로써 인적자원의 효율
적 활용에 따른 업무수행의 능률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개인적 관점에서는 구성
원 개개인의 외재적 동기 중의 하나인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킴으로써
사기를 제고시킬 수 있다(박천오 외, 2016). 따라서 승진은 무엇보다도 엄격한
기준에 의한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다(유민봉, 2015).
평가는 조직 구성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성과와 조직 내 평판 등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조직 구성원의 실적과 직무능력, 근무태도, 관계형성 등
다양한 인사평가적 요소에 관한 것으로,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
해서 필요한 작업 중의 하나이다. 이는 조직구성원의 능력 발전, 조직의 능률성
향상, 구성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보상 기회의 제공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
다(박천오 외, 2016).
마. 보수･보상

보수는 조직 구성원이 근로한 대가로 조직으로부터 받는 금전적 보상이다. 이
는 임금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넓은 의미의 임금은 봉급과 수당을 합한 것이다.
특히 군인과 같은 공무원의 보수는 근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다
른 영리업무나 겸업을 금지하고 오로지 공무에만 전념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는 대외적 형평성을 확보해야 하며, 대내적으로도
개인 간 공정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유민봉, 2015).
우선, 보수는 동기부여측면에서 중요하다. 보수가 적정수준이 되면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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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물질적 만족과 자긍심을 제고시켜, 조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인재들
을 조직에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직률도 낮아져 조직차원에서 전문성
유지와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현대와 같이 경제적 가치의 비중이 높
은 사회적 환경에서는 보수가 갖는 사회적 지위의 상징성은 매우 중요하다(박천
오 외, 2016).
바. 후생복지

후생복지란 조직 구성원과 그 가족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조직에서 시
행하는 임금 이외의 간접적인 모든 급부를 뜻한다. 이는 현금 외에 현물이나 서
비스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신적･육
체적 건강을 증대시키고, 가정 내 경제적 문제 등의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을 제고할 수 있다(최순영 외, 2017).
후생복지의 유형은 우선, 법률 규정 여부를 기준으로 법정 후생복지와 법정
외 후생복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법정 후생복지는 사회보험 등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법률로서 의무화시키고 있는 복지를 말하며, 의료･연금･산재･고용보험 등
이 있다. 법정 외 후생복지는 조직이 자율적이고 추가적으로 급여하는 복지로서
주택･급식･문화시설 등이 있다. 다음으로 지급 형태에 따라 직접 후생복지와 간
접 후생복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후생복지는 조직이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급여하는 방식으로서, 현금급여가 주가 되는 휴가비나 가족수당 등을 의미하며,
간접 후생복지는 조직이 구성원에게 공동으로 급여하는 방식으로써 구매･금융
시설 등 현물급여가 주가 된다. 최근에는 개인주의적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일과
개인의 삶의 조화를 통한 삶의 행복에 대한 욕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가정친
화적인 제도 및 관리 역시 개인의 직무동기 부여를 위한 후생복지의 측면의 주요
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강제상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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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퇴직지원

퇴직관리는 조직 구성원의 퇴직과 관련된 관리 및 지원활동을 지칭하는 용어
이다. 일반적으로 퇴직관리는 일반기업체에서 이직지원프로그램, 전직지원프로
그램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는 퇴직관리, 퇴직지원
제도, 퇴직준비교육 등으로 불리고 있다(이미리･이영민, 2014). 이는 퇴직자들에
게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경력 상담, 심리적 안정 제공 및 재정 상담, 다양한
행정편의 서비스 제공 등 퇴직 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물리적･심리적 지원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Doherty & Tyson, 1993).
퇴직관리는 구성원의 욕구충족과 조직의 효율성 확보라는 두 가지 요구에 부
응하여 이뤄져야 한다(강성철 외, 2015).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퇴직자의 이익과 선호를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인도적인
처리를 해야 한다. 퇴직관리는 조직 및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불가피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신승균, 2012).
2. 조직 구성원의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실제 이직을 결정하는 선행변수로서 이직을 실행하기 전에 조직
을 떠나고자 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특정한
환경 속에서 이직을 위한 개인의 생각 또는 행동에 대한 심리적 반응상태이다.
Iverson(1992)은 이직의도에 대해 특정 조직에 종사하는 직원이 해당 조직의 구
성원임을 포기하고 타 조직으로 이동하려고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한 바 있
다.
조직 구성원이 이직의도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은 이직에 대한 여건이 충족
되었다면 언제든지 조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직의도는
조직 구성원의 가장 극단적인 직무행태를 예언하는 변수이다(권용수, 2006). 또
한 이것이 직접적인 이직행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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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업무 집중력 등의 저하를 야기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직 구성원의 이직의도가 높게 형성된다면 실제 이직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직은 이직에 대한 심리적 의도가 현재의 조직을
떠나게 되는 실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Mobley(1982)는 이직에 대해 조직의
근무환경에 따라 개인이 조직 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종결짓고 떠나는 행위
로 정의하였고, Price(1977)는 조직 구성원이 해당 조직에 더 이상 머물 생각이
없음에 따라 개인적인 이동을 통해 조직을 떠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직은
사회자본의 감소와 특화된 인적자본의 손실을 야기하여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ess & Shaw, 2001).
이직은 그 범위에 따라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의사결정의 주체에 따라 자발
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적 측면의 이직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으로 들어오는 입직과 조직에서 나가는 이직을 모두 포함하는 노동 이동으로
정의되며(Bluedorn, 1978), 협의적 측면의 이직은 조직 외부로의 인력유출만을
의미하며 조직 내부로의 인력유입은 포함하지 않는다(Mobley et al., 1979). 또한,
임금, 근무조건, 감독, 부양가족, 임신 등의 이유로 이직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체
가 조직구성원 자신에게 있는 경우를 자발적 이직이라 하며, 해고, 강제은퇴, 질
병, 사망 등의 이유로 이직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조직이나 기타 환경요인
등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Mobley, 1982).
여러 선행연구에서 조직구성원의 잠재적인 이직의도는 이직행위를 설명하는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Bluedorn, 1982; Brown & Peterson, 1993).
본 연구들에서 이직의도는 이직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실제 이직행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의 대체개념으로서 이직의도의 타당성
을 강조한 바 있다.
공공조직 구성원, 특히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인 직업군인들은 장기복무자의 경
우 직업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단기복무자일 경우에도 의무복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이직의도가 높은 구성원이라도 이직을 실행하지 않고 내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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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이직행위나
이직률보다 이직의도가 유발할 수 있는 조직효과성 저하의 부정적인 영향에 주
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설정

조직 내 인사관리가 구성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공공조
직과 민간조직 공히 꾸준히 수행되어 오고 있다. 이하에서는 관련 선행연구 결과
를 토대로 본 연구의 가설 설정에 대한 직･간접적인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채용･선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구성원들의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특히 공정하고 체계적인 채용과정은 개인과 조직 간의 적합도(personorganization fit)를 높이고(Pfeffer, 1995),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몰입과
충성심을 증가(남정민･전병준, 2012)시킬 뿐만 아니라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기태･조봉순, 2008).
여러 실증연구들에서도 채용･선발이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민 외(2018)의 공공기관 신입사원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이직의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박정은･박은준(2017)의 연구에서도 채
용관리는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
직률에 대한 연구도 살펴볼 수 있는데, Shaw et al.,(1998)은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채용선발 과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자발적 이직
률이 감소된다고 하였고, 신은종(2009)의 연구에서도 직원 채용과정이 체계적이
고 공정할수록 해당 사업체의 이직률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1. 채용･선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보직관리에 대한 인식 또한 이직의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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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원(2007)의 연구에서 공무원 대상 설문을 실시한 결과 공직자로서의 만족과
사기앙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보직관리의 공정성을 들고
있었다. 또한 이는 승진에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3년
후에 실시한 후속연구인 함종석･이남국･한창섭(2010)의 연구에서도 앞선 연구
와 대동소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처럼 직무만족과 사기가 높아질수록 이직
의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논리적 추론은 일견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신숙･
유미(2017)의 간호사 대상 연구에서 순환보직에 대한 인식(업무 경험, 보직 공정
성, 역량 개발)은 경력성장기회와 직무열의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낸 바 있고, 변재우･이유양･고재윤(2012)은 기업체들이 보직 변경 등을 통
해 조직 구성원의 이직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우리･조영일
(2014)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자리하고
있는 보직에서의 일의 내용에 만족할수록,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매개로 이직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H2. 보직･배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조직을 통한 성장･발전의 욕구는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욕구 중의 하나로, 조직 내 훈련과 개발은 이직의도를 설명하는 강력한 원인변수
로도 작용한다(남태우･정주용, 2014). 즉, 조직이 구성원의 교육･훈련에 관심을
가질수록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헌신을 유도하고, 이직의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남정민･전병준, 2012).
이러한 논의와 관련된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면 장현춘･황경태(2014)의 중소기
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술역량 개발은 직무 배태성과 직무만족을
매개로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현정(2015)의 공
기업 신입사원 대상 연구에서 능력계발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절한 내용의 교육
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은란(2016), 박정은･박
158

육군 부사관의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준(2017)의 연구에서도 조직의 교육관리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검증하였고, 조세형･윤동열(2013)의 중소기업 종사자 대상 연구 또한
교육훈련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해외문헌
에서도 조직 내 훈련 및 개발은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Acker, 2004; Kim, 2012).
H3.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되는 공무원의 주요한 이직동기 중의 하나는 승진
에 대한 기회와 공정한 업무평가이다(남태우･정주용, 2014). 특히, 공정하고 타
당성 높은 성과평가와 승진관리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수월하게 이끄는 1차적인
기능과 함께 조직 구성원의 동기 부여와 몰입 제고의 효과를 수반하여 결국 이직
의도를 감소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강철희･허영혜･장인성, 2015).
여러 실증연구들의 결과들도 이러한 내용을 실증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조세
형･윤동열(2013)의 중소기업 종사자 대상 연구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이 이직의도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기태･조봉순(2008)의 연구에서도
성과평가의 공정성은 이직의도를 낮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현정(2015)의
공기업 신입사원 대상 연구에서는 승진 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며, 김민정･김민호(2010)의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
원이 승진에 대한 기회를 높게 인식할수록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H4. 승진･평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임금과 부가급여 등을 포괄하는 보상체계는 근무조건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외재적 보상 기제로서 구성원의 동기부여 및 조직몰입을 제고하고, 이
직의도를 억제하는 인사관리의 핵심적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김상욱･유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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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급여수준이 낮은 이직률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Delery et al., 2000; Guthrie, 2000; Batt et al., 2002)들은 이러한 주장에
타당성과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렇듯 높은 급여수준과 함께 보상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만족도 내지는 공정
성 인식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장현춘･황경태(2014)의 중소기업 직원 대상 연구에서 보상에 대한 공정성 인식
이 직무 배태성과 직무만족을 매개로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진화･이재현(2010)의 사회복지사 대상 연구에서도 보상
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형･윤동열(2013)의 연구 또한 공정한 보상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해외문헌들에서도 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이직의도에
부(-)적으로 관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 바 있다(Dickinson & Perry, 2002;
2002).

Chew & Chan, 2008).

H5. 보수･보상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보수･보상과 비슷한 맥락에서 외재적 동기 중의 하나인 후생복지에 대한 인식
또한 조직 구성원의 이직의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직 구성원들이
타 조직에 비해 현재 조직의 복리후생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심이 높고(Levine, 1993), 의무감을 높게 가져 쉽사리 타 조직으로
이직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 논의된 바 있다(Rhoades & Eisenberger, 2002).
여러 실증연구에서도 이상의 내용은 충분히 지지되고 있다. 조직이 복리후생
에 관대할수록 이직률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며(Fairris, 2004;
Haines et al., 2010), Shaw et al.,(1998)의 운수업 종사자 대상 연구에서도 조직
내 복지혜택이 자발적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유은희･
김종근(2015)의 중소기업 직원 대상 연구에서회사의 복지지원은 이직의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검증되었고, 김민정･김민호(2010)의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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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원이 복지지원 혜택을 높게 인식할수록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H6. 후생복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군 조직의 퇴직지원에 관한 실증연구는 육군 부사관 대상 노후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정진경･김효진, 2018), 제대 군인 대상 구직 효능감과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검증(이용재, 2010), 실제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상일･임재욱･권혜정, 2015)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의 주된 초점인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
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불안정성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해 검증한 선행연구
들을 통해 퇴직지원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보고자 한다.
우선, 고용불안정성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지극
히 우세하다(김종관･윤준섭, 2011; 장병주, 2015; 변상지, 2009; 박호현, 2018;
안병주, 2016). 안병주(2016)는 군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
데, 직무불안정성 인식이 타 직장에 대한 탐색 기회를 높이고 높은 수준의 이직
의도로 이어지게 되는 등 조직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조직 구성원일수록 보다 더 안전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Greenhalgh & Rosenblatt, 1984) 이직의도가 더욱 강
하게 발현될 수 있다. 이는 육군 부사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른바 정규직
조직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복무 심사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이후에도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고용불안정성을 높게 지각할
가능성이 크고, 타 직렬의 공무원들에 비해 퇴직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 때 고용불안정성을 상쇄할 수 있는 조직 내 퇴직관리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
어 있고, 이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당장의 이직의도가 저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육군 부사관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직업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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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만두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할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당장의 이직의도 또한 크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H7. 퇴직지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질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분석모형

본 연구는 육군 부사관의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즉,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관리의 하위요인
을 식별하여 개선방안을 탐색해 봄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이직의도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에 독립변수로는 인사관리(채
용, 보직, 교육, 승진, 보수, 복지, 퇴직)에 대한 인식을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로
이직의도를 선정하였다. 인사관리의 하위차원으로 채용･선발, 보직･배치, 교육･
훈련, 승진･평가, 보수･보상,
후생복지, 퇴직지원의 7가지를
제시한 이유는 앞으로의 조직
인사 정책이 채용으로부터 퇴
직에 이르는 전체 인사관리 과
정에서 조망될 필요가 있을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
<그림 1> 분석모형
이다. <그림 1>은 이상의 내용
을 도식화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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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자료는 현역 육군 부사관들로부터 획득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8년 9월 27일~10월 5일 까지 1주간 진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 해당
부대 인사담당자와의 우편 송달 방식을 이용하였다. 표본의 추출에 있어 우선
해당 부대 선정의 경우 연구자의 기호 및 접근가능성이 크게 고려되었으나,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성, 계급, 연령 등의 다양성을 반영한 할당 표본 추출을
실시하였다. 현역 육군 부사관 총 336명에게서 자료를 획득하였으나, 입력이 부
정확한 자료 21부가 식별되어 이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315부를 분석에 활
용하였다.
<표 1>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계급
학력

구분

남자
여자
하사
중사
상사
원사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하
대졸이하
대졸이상

명(%)
295(93.7)
20(6.3)

결혼

106(33.7)
125(39.7)
52(16.5)

부대

32(10.2)
95(30.2)
153(48.6)
62(19.7)
5(1.6)

복무

구분

기혼
미혼
정책
전투
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
기타
장기
단기
복무연장

N=315

명(%)
136(43.2)
179(56.8)
2(0.6)
267(84.8)
31(9.8)
12(3.8)
3(1.0)
185(58.7)
64(20.3)
66(21.0)

한편,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이직의도에 대한 질문으로 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대체로 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종속변수가 서열척도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척도를 적용하는 일반
최소제곱법(OLS)를 활용하면, 설명변수의 영향력이 과소평가되어 오차항의 이
분산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순서화 로짓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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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여 이산변수의 처리가 곤란한 단순 회귀식의 단
점과 순서화된 선택형범주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로짓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 하였다.
(Ordered Logit Model)

3. 변수 설정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독립변수의 경우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공
직생활실태조사 중 인사관리 인식에 관한 문항들을 군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인사관리는 채용, 보직, 교육, 승진, 보수, 복지, 퇴직 등의 7가지
세부항목으로 구분되며,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는
설문대상자들의 이직의도를 묻는 질문으로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통제변수로 투입하기 위해
성별, 결혼, 학력, 계급, 부대유형, 복무유형 등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표 2>는
각 변수별 세부 측정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1)

<표 2> 분석변수 및 측정지표

변수명
내용
리커트 4점 척도
종속 이직 귀하께서는 기회가 된다면 타 직업으로 이직할 의향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변수 의도 있으십니까?
매우 그렇다=4점)
육군 부사관의 채용 절차는 적절하다.
채용 육군은 부사관 임무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리커트 7점 척도
독립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나는
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보직에
변수
매우 그렇다=7점)
있다.
보직 배치되고
육군 부사관의 한 부서(참모부 또는 중 소대)에서의 평균 근무
기간은 적당한 수준이다.
1)

해당 문항은 Riccucci(1997), Rabin(1994), Lucia & Lepsinger(1999), Maslow(1954), Herzberg,
Mausner & Snyderman(1959), Lafollette & Sims(1975) 등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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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교육
승진
독립 보수
변수
복지
퇴직
성별
결혼
학력
통제 계급
변수 부대
유형
복무
유형

내용
나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육훈련/능력발전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최근에 이수한 교육훈련/능력발전 활동은 나의 임무수행에
도움이 되었다.
육군 부사관의 승진 절차는 적절하다.
육군 부사관 승진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육군 부사관의 업적평가 결과는 승진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
내가 받는 보수는 내 업무성과에 비추어 적정하다.
나는 담당업무의 난이도를 감안할 때 공정한 보수를 받고 있다. 리커트 7점 척도
않다=1점~
나는 담당업무의 책임성 정도를 고려할 때 공정한 보수를 받고 (전혀매우그렇지
그렇다
=7점)
있다.
육군 부사관의 후생복지제도는 타 공무원(경찰, 소방, 일반직
등)들과 비교할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나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나는 필요할 때 가정친화제도(육아휴직, 유연근무 등)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육군이 제공하는 전직지원 서비스(취업상담 등)는 전역 후
재취업에 도움이 된다.
나는 육군이 제공하는 전직지원 서비스(취업상담 등)를 원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남자=1, 여자=2
기혼=1, 미혼=2
고졸 이하=1, 전문대졸 이하=2, 대졸 이하=3, 대졸 이상=4
하사=1, 중사=2, 상사=3, 원사=4
정책부서=1, 전투부대=2, 전투지원부대=3, 전투근무지원부대=4, 기타(교육기관 등)=5
장기=1, 단기=2, 복무연장=3

4.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통해 투입된 변수들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요인 간 상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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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적용한 관측된 요인의 선형결합인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복지 1번
문항(육군 부사관의 후생복지제도는 타 공무원(경찰, 소방, 일반직 등)들과 비교
할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은 타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 적절한 요인부하량
(factor loading)을 나타내지 않아 삭제하였다. 복지 1번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Kaiser-Meyer-Olkin) 값은 0.890이고, 유
의수준은 0.000으로 나타나 타당도는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점을 검증할 수 있었
다. 각 요인별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ɑ 값은 0.790~0.951 사이로 나타나
신뢰도 또한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2)

<표 3>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결과

구분
보수2
보수1
보수3
승진3
승진2
승진1
퇴직2
퇴직1
복지3
복지2
보직2
보직1
교육2
교육1
채용1
채용2
2)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868

.188

.144

.168

.175

.206

.199

.861

.251

.213

.108

.058

.071

.132

.843

.197

.162

.169

.227

.207

.186

.215

.835

.165

.154

.174

.202

.176

.227

.819

.106

.147

.181

.218

.202

.215

.777

.211

.127

.122

.081

.315

.206

.171

.870

.108

.136

.175

.142

.202

.185

.866

.099

.136

.166

.176

.150

.138

.142

.878

.056

.158

.081

.154

.148

.044

.858

.203

.166

.050

.172

.258

.131

.241

.818

.073

.140

.186

.128

.161

.062

.790

.342

.146

.195

.261

.243

.227

.204

.789

.168

.261

.220

.197

.256

.246

.770

.156

.205

.294

.178

.058

.111

.168

.825

.268

.335

.192

.109

.214

.128

.743

Cronbach’s ɑ
0.951

0.916

0.904
0.832
0.790
0.903
0.839

요인부하량은 각 변수와 요인 간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절댓값 0.5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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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 투입된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복지에 대한
인식이 5.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 5.068, 보직 4.804, 채용 4.458, 퇴직
4.427, 승진 4.350, 보수 4.292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인 육군 부사관
들의 경우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은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이직의도의 경우 2.447으로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변수 간 상호 연관성 파악을 위해 실시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 간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관리 하위차원 상호 간에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인사관
리 하위차원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다만, 인사관리 하위차원 중 승진과 채용의 관계가 0.675의 상관계수를
나타냈으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현될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는 관
측되지 않았다.
<표 4>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채용 보직 교육 승진 보수 복지 퇴직 이직
채용 4.458 1.349 1
보직 4.804 1.377 .493** 1
교육 5.068 1.352 .530** .599** 1
승진 4.350 1.460 .675** .518** .580** 1
보수 4.292 1.457 .562** .487** .557** .565** 1
복지 5.349 1.407 .312** .416** .521** .410** .410** 1
퇴직 4.427 1.444 .504** .436** .539** .487** .498** .320** 1
이직 2.447 1.012 -.302** -.363** -.339** -.279** -.363** -.233** -.257** 1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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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실증분석 방법은 이직의도가 순서형 4점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은 독립변수만
포함시킨 분석(모형 1)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시킨 분석(모형 2)로
구분하였다.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Chi-Squared 검증값은 각각
66.83(p<0.01)과 112.1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설명력은 <모형
1>은 7.8%(Pseudeo R^2=0.0782), <모형 2>는 13.1%(Pseudeo R^2=0.1312)로 나
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종속변수인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인사관리 요인들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살펴보면, 보직
(p<0.01)과 보수(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직(배치)과
보수(보상) 모두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2와 가설 5가 채택되었다. 즉, 보직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보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부사관의 이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개별 독립변수의 효과를 승산비(odds ratio)
를 이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가 포함된 모형 2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보직(배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1단위 증가하면, 부사관의 이직의도
가 0.691배(30.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수(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1단위 증가하면, 부사관의 이직의도가 0.764배(23.6%)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인 성별(p<0.1)과 결혼(p<0.01), 계급(p<0.01), 복무유형(p<0.01)
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남성이 여성보다 이
직의도가 높은 반면,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이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사가 원사보다 이직의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복무유형
에 따른 단기복무와 복무연장 부사관이 장기복무 부사관 보다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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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부사관은 여성 부사관보다 이직의도가 2.35배
(135%)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혼 부사관이 미혼 부사관보다 이직의도
가 0.483배(51.7%)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하사의 경우 원사보다 이직
의도가 0.179배(82.1%) 작아지며, 단기복무와 복무연장 부사관은 장기복무 부사
관보다 이직의도가 각각 4.699배(369%)와 5.62배(462%)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5> 실증분석 결과

독
립
변
수

통
제
변
수

변수
채용
승진
보직
보수
복지
교육
퇴직
성별(남성 1, 여성 0)
결혼(기혼 1, 미혼 0)
하사
계급
중사
(원사=0)
상사
전문대졸
학력
(고졸
대졸 이하
이하=0) 대졸 이상
정책부서
부대유형 전투지원
(전투부대=0) 전투근무지원
기타부대
복무유형 단기복무
(장기복부=0)
복무연장
N
LR Chi2
Log likelihood
Pseudo R^2

주: ***p<0.01, **p<0.05, *p<0.1

모형1
b

S.E

-0.113
0.041
-0.306***
-0.254***
-0.009
-0.154
-0.006

0.118
0.114
0.104
0.098
0.091
0.118
0.095

모형2
Odds
Ratio
0.893
1.042
0.736
0.775
0.990
0.856
0.993

b

S.E

-0.115
-0.002
-0.369***
-0.268***
0.018
-0.177
0.014
0.855*

0.124
0.120
0.114
0.106
0.099
0.126
0.100
0.470
0.318
0.634
0.430
0.444
0.257
0.322
0.827
691.3
0.367
0.569
0.968
0.524
0.459
315
112.12***
-371.34219
0.1312

-0.726***
-1.732***

-0.401
-0.311
0.106
0.320
0.399
15.580
-0.030
0.032
-0.549
1.547***
1.727***
315
66.83***
-393.98824
0.0782

Odds
Ratio
0.891
0.998
0.691
0.764
1.018
0.838
1.014
2.350
0.483
0.179
0.669
0.732
1.111
1.376
1.489
5840
0.970
1.032
0.577
4.699
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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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요인들이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모형 2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s)를
분석하였다. <표 6>은 한계효과 분석결과이다.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 독립변수인 보직･배치와 보수･보상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보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1단위 증가할 경우, 이직의도가 ‘전혀 없
다’를 선택할 확률은 4.4% 정도, ‘별로 없다’를 선택할 확률은 4.9% 정도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체로 있다’를 선택할 확률은 4.6% 정도, ‘매우
있다’를 선택할 확률은 4.6%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1단위 증가할 경우, 이직의도가 ‘전혀 없다’
를 선택할 확률은 3.2% 정도, ‘별로 없다’를 선택할 확률은 3.5%정도 각각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체로 있다’를 선택할 확률은 3.4% 정도, ‘매우 있
다’를 선택할 확률은 3.3%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를 중심으로 한계효과 분석결과
를 살펴보면, 먼저 남성 부사관일 경우 여성 부사관에 비해, 이직의도가 ‘전혀
없다’를 선택할 확률은 10.1% 정도, ‘별로 없다’를 선택할 확률은 11.3% 정도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체로 있다”를 선택할 확률은 10.7% 정도,
‘매우 있다’를 선택할 확률은 10.6%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부사
관일 경우 미혼 부사관에 비해 이직의도가 ‘전혀 없다’를 선택할 확률은 8.2%
정도, ‘별로 없다’를 선택할 확률은 9.6% 정도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대체로 있다’를 선택할 확률은 9.1% 정도, ‘매우 있다’를 선택할 확률은 9%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사의 경우 원사에 비해, 이직의도가 ‘전혀
없다’를 선택할 확률은 20.4% 정도, ‘별로 없다’를 선택할 확률은 22.9% 정도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체로 있다’를 선택할 확률은 21.7% 정도,
‘매우 있다’를 선택할 확률은 21.6%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 부사관에 비해, 이직의도가 ‘전혀 없다’를
선택할 확률은 18.2% 정도, ‘별로 없다’를 선택할 확률은 20.4% 정도 각각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체로 있다’를 선택할 확률은 19.4% 정도, ‘매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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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선택할 확률은 19.3%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기복
무 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 부사관에 비해, 이직의도가 ‘전혀 없다’를 선택할
확률은 20.4% 정도, ‘별로 없다’를 선택할 확률은 22.8% 정도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체로 있다’를 선택할 확률은 21.6% 정도, ‘매우 있다’를
선택할 확률은 21.5%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한계효과 분석 결과

독
립
변
수

통
제
변
수

변수
채용
승진
보직
보수
복지
교육
퇴직
성별(남성 1, 여성 0)
결혼(기혼 1, 미혼 0)
하사
계급
중사
(원사=0)
상사
전문대졸
학력
(고졸
대졸이하
이하=0)
대졸이상
정책부서
부대유형 전투지원
(전투
부대=0) 전투근무지원
기타부대
복무유형 단기복무
(장기
복무연장
복부=0)

Prob(y=1)

전혀없다

Prob(y=2)

별로없다

대체로있다

Prob(y=3

Prob(y=4)

0.014

0.015

-0.014

-0.014

0.000

0.000

-0.000

-0.000

0.044

0.049

-0.046

-0.046

0.032

0.035

-0.034

-0.033

-0.002

-0.002

0.002

0.002

매우있다

0.021

0.023

-0.022

-0.022

-0.002

-0.002

0.002

0.002

-0.101

-0.113

0.107

0.106

0.086

0.096

-0.091

-0.09

0.204

0.229

-0.217

-0.216

0.047

0.053

-0.05

-0.05

0.037

0.041

-0.039

-0.039

-0.012

-0.014

0.013

0.013

-0.038

-0.042

0.04

0.04

-0.047

-0.053

0.05

0.05

-1.837

-2.056

1.953

1.94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65

0.072

-0.069

-0.068

-0.182

-0.204

0.194

0.193

-0.204

-0.228

0.21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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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육군 부사관의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사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요
소인 채용, 승진, 보직, 보수, 복지, 교육, 퇴직을 중심으로 부사관 이직의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결혼유무, 학력과 더불어 군의 특성을 반
영하기 위해 부대유형과 복무유형의 요소를 추가하였다.
분석결과 보직과 보수에 대한 부사관의 인식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보직과 보수에 대한 긍정의 인식이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첫째, 체계적인 보직관리
로 인한 보직에 대한 긍정의 인식이 향상이 부사관의 이직의도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체계적인 보직관리는 부사관 개인의 역량발휘 관점에
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보직관리라 함은 개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보직에 인력을 배치하고 한 부서에서의 근무 기간을 적정하게 유지함을
의미하는데, 체계적인 보직관리를 수행하는 조직은 명확한 직무요건과 범위가
설정되고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의 자질과 역량을 고려한 인사와
보직심의와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직무요건과 범
위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명시되면, 조직의 입장에서는 그 직무에 적합한 인원을
선별하여 보직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입장에서도 직무를 선택함에 있어서 요구되
는 역할과 기대를 인지하고 적합한 보직에 배치될 개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체계적인 보직관리의 중요성은 인사관리에서 꾸준하게 강조되는 조직몰
입(organizational commitment)에 대한 이론적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개인
의 이직의도가 조직몰입과 매우 관련성 높은 요인이기 때문이다(조경희･고호석,
2010). 즉, 체계적인 보직관리는 조직전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태도변수인 조
직몰입(양필석･최석봉, 2011)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직관리는
개인의 역량발휘 관점에서 개인이 조직에 대한 태도와 맞물려 이직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역량개발이 직무 배태성과 직무만족을 매개로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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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감소시킨다는 장현춘･황경태(2014), 능력계발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절한
내용의 교육이 이직의도를 감소시킨다는 김현정(2015)외 등 선행연구들의 관점
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임금과 봉급, 수당을 포괄하는 보수에 대한 긍정인식이 부사관의 이직의
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 연구가설은 실증분석을 통해 채택
되었다. 적정한 수준의 외재적 보상이 조직원의 만족감을 강화하고, 외재적 보상
이 상대적으로 적정하다고 인식할 때 개인의 직무몰입이 높아진다는 이용규･정
석환(2007), 복리후생에 관대할수록 이직률이 줄어든다는 연구 Fairris(2004)와
Haines et al(2010) 등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부사관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
악하다. 대부분의 경우 최전방 격오지에서 근무하며, 주기적으로 근무지 변경이
이루어진다. 젊은 세대는 고립된 환경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대부분의 군인은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보수에 대한 인식이 부사관의 이직의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단기복무와 복무연장이 장기복무에 비해, 미혼자는 기혼자에 비해, 원사는 하사
에 비해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남성은 병역의무를 대체하기 위해 부사관 복무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아직까지 남성위주의 문화가 은연중에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서 남자의 경
우 현재의 직장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여건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가정이 있는 기혼자의
경우에는 고정된 수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에 타협하여 쉽사리 이직을 결
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직업의 안정성을 이미 보장 받은 장기복무자들에
비해 단기복무 및 복무연장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직의도가 높게 나
타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러한 해석은 장기복무에 선발되지 않았다는(또는 않
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하사
들의 경우 추후 장기복무 선발을 원하는 인원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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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현재 부사관의 획득이 목표대비 약 80%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인력 또한 전체 부사관 정원에서 1만여 명 부족한 상태로 운영(육군본부, 2018)
되는 상황과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부사관의
역할과 전문성은 군의 최상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장교와 병사들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하며, 병사들을 지도하고 관리
할 뿐만 아니라 지휘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이자 핵심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사관이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여건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채용, 보직, 교육, 승진, 보수･보상, 복지, 퇴직 등 인사관리
의 하위요인이 부사관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탐색하
였다.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조직구성원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고, 그
들이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여건 마련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 조직 구성원은 대부분 조직
을 통해 자신들의 성장과 발전의 욕구가 충족되길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는 개인
이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수행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개
인의 보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처럼 보직관리가 조직 구성원에게 미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조직의 보직관리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되
느냐는 조직 구성원의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 보수는 근로
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이다. 부사관들의 이직의도 또한 많은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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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Delery et al., 2000; Guthrie, 2000; Batt et al., 2002) 보수
와 보상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유사직종과 비교했을
때, 부사관의 보수와 보상이 커지면 이직의도가 낮아지고, 반대로 보수와 보상이
작아지면 이직의도가 높아진다.
요약하면, 채용･선발, 보직･배치, 교육･훈련, 승진･평가, 보수･보상, 복지, 퇴
직지원 등 인사관리의 하위요인 중 보직･배치와 보수･보상이 부사관의 이직의도
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통제변수에서는 성별과 계급,
복무유형이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사에
비해서 하사에서 이직의도가 낮았으며, 단기와 복무연장 부사관이 장기복무 부
사관보다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보직관리
를 통해 부사관 개개인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보직에 배치될 수 있도
록 조직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각 직위마다
직위분류체계에 따른 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개인마다 임무 수행 전문성과 역량
에 따라 부여되는 병과･특기 등의 코드와 연계하여 인력을 적시적소에 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김종탁, 2017). 이와 더불어, 배치된 보직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사관의 전문성과 역량개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부사관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한
우리･조영일, 2014), 더 나아가 업무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사관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부사관의 보수와 보상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육군 부사
관의 근무여건은 경찰, 소방, 일반직 등 타 직렬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군과
공군과 비교해도 매우 열악하다. 경찰과 소방, 일반직 공무원, 해군과 공군 부사
관은 도시를 중심으로 근무하는 반면, 육군 부사관의 근무지는 대부분 최전방과
해안 등 격오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수가 근로의 강도와 환경, 조건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할 때, 육군 부사관의 기대 보수가 타 군
과 타 직렬의 공무원보다 높을 수 있다. 하지만 육군 부사관의 급여는 타 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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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며, 타 직렬인 경찰, 소방,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격오지 근무에 따른 수당을 신설을 통해 육군
부사관의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
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순서형 로지스틱을 위주로 한 양적연구
로 부사관의 인사관리에 대한 다양한 하위요인이 이직의도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이고 다양한 견해를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질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
과에서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고 양적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간 장교에 비해 관심이 적
었던 부사관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직의도요인을 탐색하고, 인사관리 요인이 부
사관의 지속적 군 복무를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부사관의 임관이후 인사관리와 복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촉진되고 부사관
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부사관 관련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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