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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인 성격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김도균*․김정철**․김화정***

*순천대학교 산림자원조경학부 교수․**시흥시청 공원관리팀장․***순천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과정

The� Influence�of� Personality�on� Job�Engagement,� among� the�

Construction� Engineer�of� Landscape�Architecture� in� South�Korea

Kim, Do-Gyun*․Kim, Jung-Chul**․Kim, Hwa-Joung***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Leader, Division of Parks Service Team, Siheung City Hall
***Doctor's Cours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Sunch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a questionnaire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architecture construction engineers on Job Engagement, in S. Korea. As a result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of Landscape Architecture Constrction Engineers on ‘Job 
Engagement’, the variables adopted for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agreeable-ness, openness, emotional stability, 
and conscientiousness, and the rejected variable was extroversion. The relative importance that affects Job Engagement 
was found to have the same β values of agreeable-ness and emotional stability as 0.227, which was greater than 
conscientiousness (β=0.187). Amo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variables, agreeableness, openness, emotional stability, 
and conscientiousness had a positive effect because the t values of the variables were all (+), p<0.0, and the extroversion 
was not significant as p>0.05. The research results o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different from those on personality and Job Engagement of workers in other fields. The reason was thought to be 
that the variables of personality appear differently according to differences in geography, history, culture, religion, 
occupation, education, and academics between East and West.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Landscape 
Architecture Constrction Engineer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technical perfection and quality improvement of outcome 
in landscape construction. In terms of management, it was suggested that in order to satisfy working conditions and 
compensation systems and to increase the Job Engagement, reinforcement of personal characteristics, capacity building, 
and practical training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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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직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집단(민족문화연구원, 2009)으로 인간은 조직을 떠나서 살기

어렵다. 현대에서는 더욱더 조직을 떠나서 존재하기 어렵다고

해도과언이아니다(박영미, 2016). 조직은여러사람들이모여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의 성격에 따라 행동양식이 다르고, 행동

양식에따라조직이달성하고자하는목적에성패가달려있기

때문에 조직원 구성원의 성격을 중요시 하고 있다.

개인성격이란개인의독특한행동양식, 사고방식또는감정

표현방식이며, 지속적으로 안정된 형태로 나타나는 개인 특성

으로(Greenberg et al., 1993), 개인이 환경에 반응하는 일반화

되고 특정적인 방식(Allport and Odebert, 1936; John and

Strivastava, 1999에서 재인용)이다. 직무몰입이란자신이속한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Mowday et al., 1982; Williams

and Anderson, 1991; Meyer and Allen, 1996)으로 한 개인이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해 얼마나 일체감을 가지고 몰두하는지

의 정도(Porter et al., 1974)를 말한다.

이러한조직과직무에몰입하는정도는개인성격에따라차

이가커서, 성실성및외향성, 정서적안정성등이조직에서업

무수행에 성패를(Barrick and Mount, 1991; 김도영과 유태용,

2002) 좌우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을 현대 조경에 비추어 보면, 조경분야 조직을

통해 조경 성과물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경시공분야는산업현장에서자연과생태와인간활

동의관계, 실용성, 기능성, 공종의다양성, 현장의다양한변화

성, 타 분야와 협업 등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김도균 등,

2021) 조경분야조직에속한시공기술자들의개인성격이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고 있다.

즉, 조직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 조직의 목표달성 성패를 가

를 수 있고, 조직몰입은 이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Tett

and Meyer, 1993) 때문에개인적성격이원만하여조직몰입도

가 높은 사람을 조경회사 조직에서도 선호하고 있다.

조경시공기술자는조경현장에서조경수목이나시설물등의

목적물을생산및운영관리하는기술자들로, 조경시공현장에

서 업무량의 과다, 잦은 이직은 현장의 조직관리, 인적자원 관

리, 경영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직은 조직의 성과가 저해되고, 기업경영활동의 목표달성

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며(신유근, 1999), 개인의 스트레스

증대(송순옥, 2017), 경력개발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게(김도균과 류일, 2015) 된다.

이러한문제의식을기반으로이와같은조직몰입이조직의성

과와이직에크게영향을미친다는(오인수등, 2007)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에따라, 조경시공기술자들의이직과조경회사의경제적

손실을최소화하고, 조직의성과를높이기위해서는조직구성원

들의조직몰입도를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조직몰입도는개인성격이크게영향을미치므로(이승현등,

2004) 조경시공기술자들의 조직몰입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인 성격이 직

무몰입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조경분야에 개인 성격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개인 성격에 대

한 연구는 주로 심리학(유태용, 1999; 하대현과 김수현, 2003),

교육학(송달영, 2019; 심혜진, 2006), 경영학(이인석, 2003; 김

국문초록

본 연구는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인적 특성이조직몰입에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실증분

석을 하였다. ‘조경시공기술자의 개인 성격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ful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한 결과, 조직몰입에 채택된 변수는 수용성, 개방성, 정서안정성, 성실성이었고, 기각된 변수는 외향성이었다.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는 수용성과 정서안정성이 동일하게 β 값이 0.227로, 성실성(β=0.187)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변수들 중에서 수용성, 개방성, 정서안정성, 성실성은변수의 t값이모두 (+)이고, p<0.0이므로
양적(+)인 영향을 미치고, 외향성은 p>0.05로 유의하지 않았다. ‘개인 성격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항’에 대하여 다른
분야 종사자들의 개인 성격과 직무몰입에 대한 연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동서양의 지리, 역사, 문화, 종교, 
직업, 교육, 학문 등의 차이에 따라 개인의 성격의 변인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경시공기술자들은 조경시공 성과물의 기술적 완성도와 품질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경영측면에서 근무여건
과 보상체계를 만족시키고, 직무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 특성 강화, 역량강화, 실무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외향성, 성실성, 정서안정성, 수용성, 경험의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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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과 윤대혁, 2006; 김현상, 2006), 행정학(이승현 등, 2004;

우양호, 2019), 간호학(장상우, 1988; 조은숙 등, 2002; 문영규,

2004), 복지기관(주효진 등, 2013), 호텔관광(이광옥 등, 2007;

김석영과 전희원, 2008; 이채은과 이진영, 2010; 최영환 등,

2010), 요식업(홍완수와 전수연, 2006; 유희경 등, 2007; 김영

훈, 2011) 등에서 연구되어 왔다.

일부 공공조직에서 공무원의 성격이 직무행태 및 조직의 성

과에 유의미하게 연결된다(권경득과 최연택, 2010)는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조경시공자들을대상으로한개인적특성이조직물

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의연구결과들을조경시공분야나조경회사조직

등 조직 및 직무의 특성 구분 없이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류경과 김종경, 2016) 보인다.

이는, 특정분야의산업이나조직의상황적제약여건과개인

별 변수가 직무 수행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Henry,

2007)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각 전문 직업별로 직무특

성에맞추어직무환경변수또는요소들을구성하여연구를수

행하고 있다(류경과 김종경, 2016).

이에, 타 분야에서연구되어온조직몰입에대한이론들이조

경시공 분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조경 산업은 경기 호황과 불황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변동되고, 조경시공기술자들의이직이나전직사례가

많다. 반면, 조경산업의소비자인시민들은한층더높은품질

의 조경성과물을 요구하고 있어, 조경회사는 인적관리와 함께,

직무몰입도가 높은 조경인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이 직

무몰입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를파악하는것은조경시공

기술자들의인적관리에중요하고, 시급한일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이 직

무몰입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에대하여설문조사를하여

통계학적으로 실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인 성격 특성과 직

무몰입에 대한 경향을 알 수 있으며, 조경시공 현장에서 인적

자원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예상된다.

Ⅱ. 이론적 고찰

1. 선행변수

선행변수란 어떤 상위개념의 변수를 구성하는 하위변수을

말한다. 선행변수는결정변수, 설명변수또는형성변수(이영희,

2005), 하위변수라고도 한다.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인 성격과

직무몰입에 관련한 선행변수 구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인 성격이 직무몰입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적 성격이 조직몰입에 관련

성이 많이 있다.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신념이 조직몰

입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Luthans, 1987)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인적 특성과 직무몰입의

하위변수를 구성하였다.

2. 개인적 특성

1) 개인적 특성의 정의와 구성항목
사람의 성격특성은 성격을 구성하는 특질을 말하며, 성격의

개념에 내포된 일관성, 특이성, 총체성을 띠고 있는(이인석,

2003) 것을 말한다. 직무몰입에 미치는 개인 성격들을 파악하

기위해서는직무몰입의예측변수가될수있는성격특성의개

념적 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여 연구자들은 몇 가지 개념으

로 유형화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 또한 연구자들 별로 매우

다양하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격의 유형별 분류는 MBTI 모

형, Holland 모형, Egogram 모형, Enneagram 모형, MMTIC

모형 등이 있다(유희경 등, 2007).

MBTI모형(유희경등, 2007)은선천적으로잠재되어있는경

향성(Park, 1999)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고전적인 모형이다.

근년에는McCrae and Costa(1985; 1987)가기존의연구들을

토대로사람들의성격을 5가지유형으로구분한것이사람들의

개인적 성격을 실증적으로 잘 반영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McCrae and Costa(1985; 1987)는 개인적 성격을 외향성

(Extraversion), 수용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

ness), 정서안정성(Emotional stability), 개방성(Open-ness)으

로 5요인으로 구분하였다.

(1) 외향성
외향성(extraversion)은 개인의 행동기준이 개인 내부에 있

는가, 외부 타인에 있는가에 의해 구분되며(한국심리학회,

2014), 대인관계에서사교성과적극성및자기주장의수준으로

측정(주효진 등, 2013)할 수 있다.

(2) 성실성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정성스럽고, 진실한 참된 품성

(NaverDic, 2020)으로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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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려는 정도(안병준, 1995; 유태용과 민병모, 2001)이다.

성실성은 안정적이고계획적이며믿음직스러운특성을지니

고있으며, 미래지향적이고목적지향적인특성을가지고있다

(김예나, 2012). 성실성은때로는지나칠정도로조심스러워보

일수있지만, 만약결정한일이힘들어도그결정을밀고나가

는 의지를 보인다(민병모, 2001; 홍숙기, 2004).

(3) 개방성
개방성(openness)은 새로운 생각과 경험에 대한 접근이나

수용성에 해당하며(주효진 등, 2013), 다양성, 지적 자극, 변화
를 좋아하는 정도를 표시한다(Goldberg, 1990).

(4) 정서안정성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은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

정되어 있고, 자신이 세상을 어느 정도 통제하며, 주변 환경이

자신에게위협적이지않다고생각하는정도이다(우양호, 2019).

‘신경증(Neuroticism)’이라 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걱정이

많고, 긴장되어있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변덕이심하고, 의기

소침하고, 까다롭고, 화를잘내는것등에대한정도를나타낸

다(안병준, 2005).

(5) 수용성
수용성(agreeable-ness)은 사회적 적응성과 타인에 대한 공

동체적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능, 상상력, 고정관념 타파,

심미적관심, 다양성에대한욕구, 품위등과관련된특질을가

진다(NaverBlog, 2021).

본 연구는조경시공기술자들의개인성격이직무몰입에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McCrae and Costa(1985;

1987)의 연구 부류와 유사하다.

3. 직무몰입

1) 직무몰입의 개념과 선행변수
직무몰입은개인이소속한조직에대하여소속감, 심리적귀

속감, 충성심(Buchanan, 1974; 김호정, 2002; 이석환과조경호,

2005), 일체감을 느끼는 정도(Williams and Anderson, 1991),

애착정도(Meyer and Allen, 1991; Tett and Meyer, 1993) 등

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뜻한다.

2) 직무몰입의 구성항목
직무몰입의구성항목은자아의이미지, 일의 참여도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의식 등의 요인들로 구성된다(한국기업교육학회,

2010).

직무몰입의 3변인인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은각척도가서로구별되는구성개념을측정하는것으로보고

되어(안정원과 이순묵, 2015) 있다.

정서적몰입이란조직에심리적애착을느껴조직에남고싶

어 하는 태도(Meyer and Allen, 1991; 김정진과 박경규, 2008

재인용)이며, 지속적 몰입이란 조직에 계속 남아 있으려는 태

도로서,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뜻하며, 규범적몰입이란조직에머물러있어야한다는심리적

부담이나 의무감에 기초한 상태를 뜻한다(한국기업교육학회,

2010).

따라서 조경시공기술자들의직무몰입에대한개념은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축약하여 이들 개념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3) 직무몰입의 중요성
직무몰입은 조직 구성원의 업무 행태를 이해하고, 구성원의

노력과성과를예측할수있는도구(하형란과강혜자, 2012)이

며, 좋은 조건이 있더라도 이직하지 않는 계산된 상태(Ferris

and Aranya, 1983; 최우람, 2011 재인용)로, 직무몰입은 조직

의 성과를 결정하는중요한요소(Balfour and Wechsler, 1996;

Lee and Olshfski, 2002; Holzer and Lee, 2004)라고 하였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인 성격이 직무몰

입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설문조사를통하여실증적으로규

명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이론적 고찰을 하여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변수들에 대한 세부 항목을 구성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연구의개념, 모형개발, 가설의설정, 설문지의개발은여러

가지 문헌과 기존의 연구를 수집하여 델파이(Delphi technique)

방법(Dalkey et al., 1973)에 의하여 조경전문가 2명, 사회과학

자 3명, 통계학자 1명총 6명으로부터전문가자문을통해연구

의 필요성, 연구의 내용, 설문내용 등을 타당성 검증하였고, 2

차례의 예비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에 대한 현상과 원

인 등을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하위 요소들에 대

한 조작적 정의를 하여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설문 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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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은 리커트 타입(Likert type) 5점 등간척도로 하였다.

설문대상은전국조경시공기술자들로국내대형건설회사조

경시공 기술자에서부터 지방 중소도시에 등록된 조경식재 및

시설물 전문공사 업체의 기능사 이상의 시공업무담당 기술자

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설문지의 배포는 2011년 11월 2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

지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 총 450부를 배부하여 227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에

서무성의한설문지 23부를제외한 204부를실증분석에사용하

였다.

3. 자료의 통계분석

설문 조사된 내용은 통계학적으로 기술통계, 다중회귀분석,

상관성 분석, 분산팽창계수 확인, 요인분석, 주성분 분석, 회귀

분석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사회과학 통계패키

지인 SPSS Windows Ver.26을 이용하였다.

1) 가설의 검정
‘조경시공기술자의개인성격이직무몰입에미치는영향을미

칠 것이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ful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종속변수가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지속적 몰입 3가지이

므로 다항회귀분석을 하였다. 명목척도로 구성된 통제변수에

대해서는 더미변수(dummy)를 생성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 진단을 위해서 회귀분석

후에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이용하

였다.

Ⅳ.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탐색적 수준에서

설문을 통한 실증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모형을 개발하였다.

즉,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인적 특성인 외향성, 정서안정성,

개방성, 수용성, 성실성등이직무몰입에미치고있는지를파악

하고자 하였다(그림 1).

2. 가설 설정

본연구의개인특성이직무몰입에미치는연구모형설정에

기반을 제공하는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조경시

공기술자들의 개인 특성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

는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개인 특성은 직무몰입에정(+)의 영향을 미칠것

이다.

가설 1-1: 정서안정성은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외향성은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1-3: 성실성은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1-4: 개방성은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1-5: 수용성은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되는 개인 특성과 직무몰입이란 변수들이 추

상적, 사전적으로 표현된구성개념이므로이를설문을통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변수들을 구성하는 항목들을 조

작적정의를하였다. 변수들을 구성하는항목들의조작적정의

는 구체적인 수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로 상세하게 정의

(Chae, 2003)하였다.

1) 개인적 특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하위변

수들은McCrae and Costa(1985; 1987)가기존의연구들을토대

로발전시켜사람들의성격을개념적으로잘설명하여근년에많

이쓰이고있는외향성(extraversion), 수용성(agreeableness), 성

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안정성(emotional stability), 개방성

•�외향성

•�수용성

•�성실성

•�정서적�안정

•�직무몰입도

•�개방성

￭ 개인�성격 ￭ 직무�몰입

그림 1. 연구 모델: 조경시공기술자들의 성격 특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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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ness)으로 5가지 요인으로 하였다.

(1) 외향성
사회와 현실 세계에 대해 의욕적으로 접근하는 속성과 관련

된 것으로(Costa and McCrae, 1992), 적극성, 활동성, 솔직성,

명랑 등으로 구성하였다(Costa and McCrae, 1985).

(2) 수용성
수용성은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심, 타인을 신뢰함, 양보, 용

서, 타인행동에대한무관심성으로(하대현과김수연, 2003) 구

성하였다.

(3) 성실성
성실성은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

도(유태용과민병모, 2001)이며, 성실성측정항목은사회적규

칙,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안병준, 1995) 속성에 따

라 성실한 사람 닮기, 불성실한 사람 싫어함, 책임완수로 구성

하였다.

(4) 정서안정성
걱정, 부정적 감정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 관계

된 것으로(McCrae and John, 1992), 부끄러움, 당황,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안, 걱정, 공포 등으로 하였다.

(5) 경험의 개방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어떤 일에 대한 호기심, 모험심 등에

관련된 것으로, 호기심, 상상력, 개척정신, 어려운 일의 회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인적 성격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개인적 성격을 파악

할수있는 17가지의설문문항을리커트 5점척도로측정하였

다(표 1).

2) 직무몰입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직무몰입은조직구성원의업무행태를이해하는데매우중

요한변수이면서구성원의노력과성과를예측할수있도록(하

형란과 강혜자, 2012) 직무몰입의 구성항목은 정서적 몰입, 규

범적 몰입, 지속적 몰입에 대하여 1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표 2).

정서적몰입으로는조직에대한소속감, 나와조직이추구하

는 가치의 유사성, 소속감, 동료들에 대한 애착심으로 하였다.

규범적 몰입으로는 조직구성원들과 함께 작업해야 할 의무

감, 조직 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 동료에 대한 배

려심으로 하였다. 지속적 몰입으로는 조직 내 일할 때의 경제

적 이익, 조직을 떠날 때의 손실, 타인에게 소속조직의 권유로

하였다.

Ⅴ. 결과

1.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본연구에서조경시공기술자들의개인적특성이직무몰입에

미치는 설문조사에 수집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나이

는 평균 37.5세로 비교적 젊은 층을 이루었으며, 25세∼50세가

69.4%로 가장 많았다(표 3).

남성은 164명(80.4%), 여성은 40명(19.6%)으로남자가여자

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학력으로는 대학교 졸업자가 117명

표 1. 성격의 정의를 위한 구성요소

변수 구성�항목 저자

외향성

(Extraversion)
적극성,�활동성,�솔직성,�명량함

Barrick� et�

al.(2003)

수용성

(Agreeable-

ness)

타인을�배려하는�이타심,�타인과�

조화로운�관계유지,�겸손성�

도덕성,�공감성

하대현과�김수연�

(2003)

성실성

(Conscien-

tiousness)

집중,�신중,�전력투구,�완벽,�

성취,�성실,�끈기,�일관성,�의지,�

성실한�사람�닮기,�불성실한�

사람을�싫어함,�책임완수

안병준(1995)

Costa� and�

McCrae(1987)

정서적�안정성

(Emotional�

stability)

부끄러움,�당황,�실패에�대한�

두려움,�불안,�걱정,�공포
안병준(1995)

개방성�

(Openness�

experience)

호기심,�상상력,�개척정신,�

어려운�일의�회피
주효진�등(2013)

표 2. 조경시공기술자들의 직무몰입에 조작적 정의

변수 구성�항목 저자

정서적�몰입

조직에�대한�소속감,�나와�조직이�

추구하는�가치의�유사성,�소속감,�

동료들에�대한�애착심

김정진과�

박경규

(2008)

규범적�몰입

조직구성원들과�함께�작업해야�할�

의무감,�조직�내�발생하는�문제에�

대한�해결�노력,�동료에�대한�배려심

Muchinsky

(2012)

지속적�몰입

조직�내�일할�때의�경제적�이익,�

조직을�떠날�때의�손실,�타인에게�

소속조직의�권유

Chen� and

Fransisc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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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석사가 40명(19.6%)

이었다. 조경경력으로는 6∼10년 차(48명, 23.5%)와 11∼20년

차(48명, 23.5%)가 96명(47%)으로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는 측정 항목들의 신뢰성 및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

여요인분석을실시하였고, 요인추출방법은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하였으며, 요인회전방식은 베리맥스

(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다.

1) 개인적 특성 요인 및 신뢰성 분석
변수들간의상관관계가다른변수에의하여설명되는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ayer-Olkin)는 0.781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은 0.00으로 설명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검정결과에서유의성이 0.00인 것으로보

아 단위행렬은 요인분석에 이용될 변수들의 상관행렬이 상호

독립적이며, 변수들 간에 상관성이 없음을 의미하였다.

설문구성항목중요인분석결과에서상관관계가 ±0.3 이하

로 매우 낮은 수용성 1개, 개방성 1개 항목은 무의미하여 제거

하였다.

개인특성에대한요인분석및신뢰성분석결과, 개념적으로

정서적 안정, 수용성, 개방성, 성실성, 개방성 총 5개의 요인으

로 뚜렷하게 구분되었고, 요인 적재치는 모두 0.48 이상으로,

모든 변수들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

요인들을 설명해 주는 누적분산은 68.24%였으며, 신뢰성은

정서적 안정, 수용성, 개방성, 성실성, 개방성이 각각 0.756,

0.803, 0.781, 0.673, 0.589였다.

아이겐값은정서적안정 > 수용성 > 개방성 > 성실성 > 개

방성 순으로 각각 4.354, 2.017, 1.643, 1.231, 0.957로 정서적 안

정이 다른 변수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조경시공기술자들의 표본 특성

구분 인원 구성비(%)

성별
남성 164 80.4

여성 40 19.6

나이

21∼25세 11 5.4

25∼30세 39 19.1

31∼35세 41 20.1

36∼40세 45 22.1

41∼50세 52 25.5

51∼60세 16 7.8

학력

고졸 22 10.8

전문대졸 18 8.8

대졸 117 57.4

석사 40 19.6

박사 6 2.9

조경

경력

1년�미만 4 2.0

1년�차 17 8.3

2∼3년�차 37 18.1

3∼5년�차 28 13.7

6∼10년�차 48 23.5

11∼20년�차 48 23.5

21∼30년�이상 22 10.8

표 4. 조경시공기술자들의 성격에 대한 통계적 신뢰도 분석 결과

요소

측정요소�

요소� 1 요소� 2 요소� 3 요소� 4 요소� 5
Cronbach's� α

수용성 개방성 정서안정성 외향성 성실성

수용성� 5 0.873 0.086 0.065 0.147 —0.065

0.756수용성� 6 0.767 0.066 —0.047 0.066 0.136

수용성� 4 0.663 0.022 0.102 0.230 0.412

개방성� 14 0.120 0.861 —0.079 0.105 0.063

0.803개방성� 15 0.007 0.843 0.037 0.175 0.097

개방성� 16 0.121 0.723 0.162 0.193 0.275

정서안정� 12 0.137 —0.021 0.839 0.112 —0.045

0.781정서안정� 13 0.150 0.075 0.818 0.097 0.002

정서안정� 11 —0.207 0.037 0.795 0.13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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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정도

를 나타내는 KMO(Kaiser-Mayer-Olkin)는 0.894였고,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은 0.00이었다.

직무몰입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결과 1개의 요인

으로 구분되었으며, 요인적재치가 0.919로 변수의 타당성이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 누적분산과 설명분산은 59.1%였

고, 아이겐 값은 5.913이었다.

3.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조경설계및시공자의개인적특성이직무몰입에미치는영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학적으로 다중회귀분석하였다.

1) 상관관계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각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간

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 모든변수들이유의성이있었으며

(p<0.05), 각 변수들 간의 관계는 모두 정(+)의 관계였다.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수용성과 성실성이 상관계수

0.442였으며, 이론학습과 간접평균이 상관계수 0.411(p<0.01)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성실성과 직무몰입도로 상관계수 0.402

(p<0.01)이었다(표 6).

2) 조경시공기술자들의개인특성이직무몰입에미치는영향
가설검증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인 특성이 직무 몰입에 미칠 것으로

설정한 가설을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ful linear regression

analysis)으로 검정한 결과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표 7).

Durbin-Watson은 1.756으로나타나잔차들간에상관관계가

낮아서 다중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

고 볼 수 있고,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독립변수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 진단을 위해서 회귀분석

후에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이용하

였으며, 분산팽창계수 기준값은 10 이하를 적용하였다.

변수간 상관관계는 R=0.555로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
어서 회귀모델이 적합하였고, 다중공선성은 공차가 0.1 이상이

었으며, VIF값 2 이하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특성 변수들 중에서 수용성, 개방성, 정서안정성, 성실

성은 변수의 t값이 모두 (+)이고, p<0.0이므로 양적(+)인 영

표 4. 계속

요소

측정요소�

요소� 1 요소� 2 요소� 3 요소� 4 요소� 5
Cronbach's� α

수용성 개방성 정서안정성 외향성 성실성

외향성� 2 0.210 0.182 0.103 0.816 0.201

0.673외향성� 3 0.184 0.174 0.108 0.786 0.266

외향성� 1 0.026 0.124 0.148 0.599 —0.210

성실� 10 0.130 0.209 0.204 —0.057 0.744

0.589성실� 9 0.074 0.082 —0.132 0.141 0.687

성실� 8 0.476 0.283 0.147 0.062 0.480

Eigen�값 4.354 2.017 1.643 1.231 0.957
누적분산(%)� 68.2

설명�값(%) 14.8 14.6 14.5 12.4 11.4

표 5. 조경시공기술자들의 직무 몰입도 통계적 신뢰도 분석 결과

요소

측정요소

요소� 1
Cronbach's� α

직무몰입

직무몰입� 3 0.863

0.919

직무몰입� 4 0.861

직무몰입� 1 0.858

직무몰입� 2 0.829

직무몰입� 5 0.805

직무몰입� 8 0.788

직무몰입� 10 0.751

직무몰입� 7 0.704

직무몰입� 9 0.593

직무몰입� 6 0.569

Eigen�값 5.913
누적�분산(%)� 59.1

설명�값(%)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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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지만, 외향성은 p>0.05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인 특성이 직무몰입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에 수용성, 개방성, 정서안정성, 성실

성은 채택되었지만 외향성은 채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조경시공기술자들의개인특성이조직물입에미치는회귀모

형에 대한 설명력은 R2=0.308(Adj. R2=0.291)로 종속변수인
개인 특성이 직무몰입을 설명할 수 있는 확률은 30.8%였다.

조경시공기술자들의개인특성변수들중에서직무몰입에영

향을미치는상대적중요도는수용성과정서안정성이동일하게

β 값이 0.227로 성실성(β=0.187)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 조사 및 분석 결과,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인적 특

성은 직무몰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시공분야직무몰입에미치는영향을다중회귀분석을한

결과에서 수용성, 개방성, 정서안정성, 성실성은 채택되었으며,

외향성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특성 수용성, 개방성, 정서안전성이

조직몰입에영향을크게미치는것은신뢰가형성되어, 믿음직

스럽고, 일을 맡겼을 때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일

을 긍정적으로 잘 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

하는 마음이 영향을 미치기(한국심리학회, 2014) 때문이다.

조경시공기술자들의외향성이직무몰입에미치는영향이낮

게나타나는것은외향성이낮은사람들은활동적이지않고타

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려는 성향(김춘경 등, 2016)이기
때문이다.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인 특성 변수들 중에서 직무몰입에

영향을미치는상대적중요도는수용성과정서안정성이동일하

게 β 값이 0.227로 성실성(β=0.187)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직생활에 침착하며, 어려운 직무에도 인내하고 정

서적으로안전성이높아타인에게양보, 협조와 신뢰가형성되

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기(Costa and McCrae, 1987) 때문

으로 보인다.

1) 정서안정성과 직무몰입
조경시공기술자들의 정서안정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몰입과 관련하여 외향적, 안정적, 친화적, 성실한 성격을

지닌종사원은직무몰입에영향을미친다(김석영과전희원, 2008)

표 6. 한국의 조경 시공 기술자들의 상관관계 통계 분석 결과

변수 외향성 수용성 성실성 정서적안정성 개방성 직무몰입성

개인적�특성

외향성 1 　 　 　 　 　

수용성 0.359** 1 　 　 　 　

성실성 0.289** 0.442** 1 　 　 　

정서안정성 0.283** 0.130* 0.150* 1

개방성 0.395** 0.240** 0.411** 0.123* 1 　

직무몰입 직무몰입성 0.318** 0.397** 0.402** 0.320** 0.337** 1

*� p<0.05,� **� p<0.01,� ***� p<0.00.

표 7. 조경시공기술자들의 성격에 대한 직무 몰입도 회귀 분석 결과

독립�변수� 표준화된�계수-β t Sig�
다중공선성

결과
Tolerance VIF

수용성 0.227 3.314 0.00*** 0.746 1.340 채택

개방성 0.156 2.281 0.02* 0.748 1.337 채택

정서안정성 0.227 3.674 0.00*** 0.914 1.094 채택

외향성 0.056 0.814 0.41 0.726 1.377 기각

성실성 0.187 2.651 0.00*** 0.702 1.425 채택

R=0.555,� R2=0.308,� Adj.� R2=0.291,� F=17.645,� Sig.� F=0.000,� Durbin-Watson=1.756

*� p<0.05,� **� p<0.01,� ***�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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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정서적 불안정성/정서적 안정성은 ‘신경증(Neuroticism)’이

라할수있고, 일상생활에서걱정, 긴장, 불안, 우울, 의기소침,

까다롭고, 화를잘내는것등에대한정도(안병준, 1995)를 나

타내며, 정서적으로 얼마나안정되어있고자신이세상을얼마

나 통제할 수 있는 생각의 정도를 나타낸다.

Rose et al.(2008)은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무

력감과 업무 부담감을 강하게 느끼고,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와 긴장상태를 극복하고 차분하

게타인과상호작용을하며, 갈등을심화시키지않는다(우양호,

2019 재인용)고 하였다.

2) 외향성과 직무몰입
본연구에서조경시공기술자들의외향성이직무몰입에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영과전희원(2008)은 외향적, 안정적, 친화적, 성실한성

격이직무몰입에영향을미친다고하였는데, 조경시공기술자들

의외향적성격은직무몰입에중요도가크지않은것과다르다.

조경시공기술자들의외향적인직물몰입에대한영향이작다

는 것은 다른 요인들보다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무몰입에 전혀 도움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

미는 아니다.

Kim(1980)은 자극적인 직무에 대해서 외향적인 사람의 만

족도가더높고, 비자극적인직무에는내향적인사람의직무만

족도가더높다고하였고(이규만, 1999 재인용), 외향성은직무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송달영, 2019)고 하였다.

조경시공기술자들의직무몰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데

는 외향성이 강한 사람이 유리할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기

초자료가부족하기때문에향후심도있는연구를하여규명할

필요가 있다.

3) 수용성과 직무몰입
본연구에서조경시공기술자들의수용성이직무몰입에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건(2013)은 구성원의 변화저항이낮아지고변화수용성

이 잘 이루어지면 새로운 조직에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

그리고규범적몰입이강화된다고하였는데, 조경시공기술자들

의 수용적 성격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

였다. 조경시공분야종사자들의수용적성격도김성건(2013)과

마찬가지로 조경시공분야 종사자들의 수용성이 직무몰입에 크

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과 갈등이 있으

면 양보하거나 용서하는 이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경시공분야의 직무는 타 분야와 협업 등이 수반되어야 하

기 때문에(김도균 등, 2021) 수용성이 커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성실성과 직무몰입
조경시공기술자들의 성실성이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조경시공기술자들의성실성이직무몰

입에정(+)의 영향이나타난것은성실성이직무몰입에정(+)

의 영향으로(송달영, 2019) 설명력이높다(주효진등, 2013) 것

과 유사하다.

성실성(conscientiousness)이 높은 사람은 과업과 목표에 집

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며, 자신의 일이나 업무를 실

수 없이 잘 추진해 나가는 특질(우양호, 2019)이 있으며, 조직

에대한충성심, 감정적애착, 소속감이강한정서적몰입을잘

하며(주효진 등, 2013), 과제에 수행에 대한 성취욕구가 높고
동시에목적지향적이고책임감이강한성격특성(김옥금과임

지영, 2015)이 있다.

이와 같이성실한조경시공기술자들은남이보든보지않든,

맡은 일을 성실하게 책임을 완수하려고 하는 직무몰입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5) 개방성과 직무몰입
조경시공기술자들의개방성이직무몰입에영향을미치는것

으로 나타났다. 김석영과 전희원(2008)은 호텔종사원의 개인

성격은 직무몰입과 관련하여 외향적, 안정적, 친화적, 성실한

성격을 지닌 종사원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개방성 요인

은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방적 성

격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다르다.

개방성이높은사람은지적자극을좋아하고변화및다양성

을추구하며, 조직생활에서상상력과호기심이많고, 새로운정

보를잘받아들이며, 변화에대한수용도가높다(우양호, 2019).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감정, 생각, 관점, 사고 등에

개방적이며직면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적극적으로사고하고,

새로운 방안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므로(McCrae and Costa,

1997) 직무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조경시공분야는현장의역동적변화가많고, 새로운분야에

대한 호기심, 상상력, 창의성, 적응성, 혁신성 등이 요구되는데,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방성은 직무몰입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6) 직무몰입
조경시공기술자들의직무몰입은성실성에영향을미치는것

으로 나타났다. 직무몰입과 관련하여 외향적, 안정적, 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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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성격을 지닌 종사원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김석

영과 전희원, 2008)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직무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자기가속한조직에

동일시(identification), 몰입(involvement), 일체감(together-

ness), 애착심(attachment)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애착심이 강

하다. 이처럼직무몰입은조직이추구하는목표나가치에대한

강한 신뢰와 수용․조직을 위해 애쓰려는 의사․조직이 구성

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Williams and

Anderson, 1991).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직무몰입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과 의

지에의한행동이지만, 구성원들이 조직에몰입하게되는동기

와 태도는 각각 다르다(김정진과 박경규, 2008 재인용).

7) 종합
개인의 성격이란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개인의 모습 및

특성으로(이현정, 2007), ‘특정한방식으로행동하는정신적성

향’을 의미하는 개인의 고정적 기질(Jonassen and Grabowski,

1993)이라 할 수 있다.

개인 성격은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Allport,

1961)이다. 성격은 첫째, 행동이나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 행

동이나 사고들에나타나는특징적인양식, 즉 경향성을 의미하

고, 둘째, 항상일관성을유지하며, 셋째개인마다어느정도독

특성을 지니고 있다(황규대 등, 2001)고 하였다.
따라서성격은개인의행동경향성혹은행동을일관적으로이

루어지게 만드는 정신적 구조체라고 볼 수 있다(Allport, 1961).

Likert(1961)는 조직구성원의개인특성은심리적요인인태도,

지각을 거쳐 생산, 매출액 등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개인 성격이 좋고, 직무몰입도가 높은 사람은 직무가 다

소어렵고, 힘들지라도조직에헌신하는직무몰입경향을보였

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조경시공기술자들의직무몰입에영향을미치는개인의성격

특성 또한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우경화(2008)의 연구에서는임상간호사를대상으로한연구

에서수용성성격이사회관계성향영역에서가장높았으며, 친

화성, 성실성, 외향성의 순이라고 하였다. 반면, 임지영(2008)

의 연구에서는 수용성, 성실성, 외향성, 불안정성, 개방성 순으

로 나타나 일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간호사의가장높은성격특성으로수용성과성실성,

외향성의 순으로 파악된 점은 일치하여 3가지 성격 특성이 간

호사집단의성격특성의다수를차지하고있음을가늠케하였

다(김옥금과 임지영, 2015).

이와 같이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인 성격과 직무몰입에 대

한 연구 결과가 다른 연구들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동서양의지리, 역사, 문화, 종교, 직업, 교육, 학문 등의차이에

따라 개인의 성격의 변인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조경시공분야를 다른 특정산업

분야나 조직에 나타나는 일반적 연구 결과나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무몰입도가높을수록조직의성과가높게나타난다(Steers,

1977)고 하여 조경시공기술자들의 직무몰입은 조경경영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예상되는데, 향후 이에 대한 심도 있

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조경시공기술자들은직무에대한높은책무성과유능감으로

계획적이고신중하려는성실성(Costa and McCrae, 1992)과 직

장생활에서 스트레스와 긴장상태를 극복하고 차분하게 타인과

상호작용(우양호, 2019)을 하려는 정서안전성, 타인과 갈등이

있으면 양보하고 타인을 신뢰하려는 수용성 등이 크게 관여하

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그러나조경시공기술자들의개인적인성질이직무몰입에미

치는구체적인현상을파악할수있는기초자료가부족하기때

문에 향후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직무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조직

목표와 자기자신과를동일시하며, 조직발전을위해자신의능

력을 개발하며,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조직구성원으로서 계속적으로 남아 있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상태(김대원과 박철민, 2003)를 의미한다. 조경시공기술

자들의직무몰입도를높이기위해서는개인특성강화, 역량강

화, 실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지나와 최낙관(2011)은 조직문화로 직무몰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의욕과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고, 내면화시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수행할수있는조직의분위기를조성해주는것이매우

중요(주효진등, 2013 재인용)하다. 조경시공기술자들은조경시
공 성과물의 기술적 완성도와 품질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므로, 경영측면에서근무여건과보상체계를만족시키고, 대인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응답은 조경시공기술자들이 자기평가

방법으로진행함에따라제3자가평가하는것과는차이가있을

수도 있다(유희경 등, 2007). 조경시공기술자 자신과 제3자가

교차평가는하는설문방식을통해시각의차이를좁힐수있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Ⅵ. 결론

본연구는조경시공기술자들의개인특성이조직몰입에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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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설문조사를 통해 통계학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인 특성 변수들 중에서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는 수용성과 정서안정성이 동일

하게 β 값이 0.227, 성실성(β=0.187), 개방성(β=0.156), 외향

성(β=0.056)으로 분석되었다. 조경시공기술자들의 조직몰입

에미치는영향을다중회귀분석을한결과에서수용성, 개방성,

정서안정성, 성실성은 채택되었으며, 외향성은 기각되었다.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인 특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크게

미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고 도우며, 신뢰가 형성되어 조직에

갈등이 있으면 양보하거나 용서하고 성실성을 가지고 일을 끝

까지 수행하여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고 노력함이 영향을 미

치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조경시공기술자들의개인특성이조직몰입에외향성이영향

을 미치는 것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활동적이지 않고 타인과

융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경시공기술자들의직무몰입도를높이기위해서는조직구

성원의 개인 성격을 이해하고, 특성 강화, 역량강화, 실무교육

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개인 성격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

로 인적관리를 할 때개인의 성격을 파악하고, 조직 관리를 해

야 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과정을 통하여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개인 특성이 조

직몰입에미치는영향을파악할수있는기초연구로서조직의

인적관리와 이러한 분야의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는 조경시공기술자들을 대상

으로설문한것으로개인성격의내․외부적변수들을모두고

려하지 못하여 개인적인 특수한 상황에서의 조직몰입을 파악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 과정에 나타난 결과들을

해석할 만한 조경시공 분야의 개인적 성격이나 직무몰입에 대

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하는데 한계

가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조경시공기술자들의 각 개인별 성격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황이론적 조직몰입에 대한 후속 연

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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