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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act perceived 

by national taekwondo demonstration members and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trust, and turnover 

intention. A total of 228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for members who experienced 

the national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irst, psychological contrac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second, psychological contrac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trust, third, psychological contract had a partial nega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fourth, job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trust, and fifth, job satisfaction had a 

partial nega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Key words: psychological contract,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trust, turnover intention,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가대표 시범단원이 지각한 심리적계약이 직무만족, 조직신뢰 및 이직의도의 관

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28명의 국가대표 시범단원을 유의표집하여 설문지를 분석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타당도 및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이상과 같은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심리적계약의 하위요인

인 거래적계약, 관계적계약은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승진, 보수, 동료, 직무자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계약의 하위요인인 관계적계약은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상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계약의 하위요인인 거래적계약, 관계적계약은 

조직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계약의 하위요인인 관계적계약은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거래적계약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승진, 보수, 동료, 직무자체, 상사 모두 조직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보수, 동료는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직무만

족의 하위요인인, 직무자체, 승진, 상사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심리적계약, 직무만족, 조직신뢰, 이직의도,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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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태권도 시범은 종주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 대표적

인 대한민국의 K-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8년 4월 

방북(訪北)하여 남·북 간 긍정적인 관계 수립과 북미 정상

회담의 발판 마련을 시작으로[1] 바티칸 교황청 프란치스

코 교황 앞에서의 시범[2]과 2019년 미국 CBS에서 방영한 

‘The World’s Best’에서 화려한 기술로 준우승을 차지하

여 태권도의 고유성을 세계에 알렸다[3]. 더해서 2021년 

미국 NBC에서 방영한 ‘America’s Got Talent‘에서 결승

행[4]에 이어 ’France Got’s Talent’ 골든 버저 결승 직행

으로 태권도의 우수성을 각인시킨 바 있다[5]. 즉 아직 경

기화 된 시범 종목은 아니지만 종합적인 자취들을 고려해

볼 때 그 명성을 높이고 있어 태권도에서의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다. 부응이라도 하듯 대한태권도협회 양진방 회장

은 태권도 시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태권도 컨텐츠 

개발을 도모할 것을 약속하였고 2022년 ‘올해 5개 핵심적 

과제’에서 격파경기(시범)를 정식으로 출범한다는 계획을 

언급하였다[6]. 이는 태권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미

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K-문화를 선도하

고 홍보하는 문화적 소재이자 매체로 선행하는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의 역할은 중추적이고 이를 발전·본격화하는 

데에 있어 이 집단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 

조직의 형태로서의 태권도 시범단원은 가장 중요한 자원

이며 그 존립과 목표달성에 직결되는 요인으로 경쟁력 확

보와 지속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관리·감독은 필수적

이다[7].

현재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국가대표 태권도 시

범단의 현주소를 파악하기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원이 지각한 심리적 계약과 조직신뢰, 직무

만족 및 이직의도에 관계를 파악하여 내부에서의 인식과 

사고의식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본 연

구를 진행해야 하는 타당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심리적 계약이란 조직과 구성원 간에 주관적인 믿음과 

암묵적인 계약으로 공식문서와는 별개로 서로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8] 1대1 관계의 가치를 넘어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상호 성격의 과정이다[9]. 즉 심리적 

계약의 변화에 따라 구성원과 조직 정도도 함께 변화하며

[10]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관점에서 

볼 때 조직과 구성원 간 임금, 인정, 지원과 같은 보상이 

곧 충성으로 나타나고[11] 이에 따른 연구는 지난 30여년 

간 학계와 기업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아왔다[12]. 즉 구성

원 간 적절한 심리적 계약의 관리는 구성원들의 분노와 적

의를 느끼며 직장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

과 은밀한 형태의 반생산적, 유해행동을 일으키는 심리적 

계약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13]. 심리적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 내용보다 구체적이면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 거래

적 계약과 불확실하지만, 지속적인 계약의 관계적 계약으

로 분류된다[14].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문서화 된 계약보

다 비공식적인 심리적 계약의 중요성이 조직-구성원 간 결

속력을 높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암묵적 계약의 중요성을 근

거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성원이 직무에 느낄 수 있는 

만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조직-구성원 간 심리적 계약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매개변인으로 연계하여 상

정하였다. 

직무만족은 구성원의 직무 태도로서 직무 경험에 대한 

개인 평가의 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 또는 부정적인 감정 상

태이며 직무 특성, 개인 성향, 업무 환경에 따라 상이한 만

족도를 나타내고[15-16]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

서 구성원들의 내·외재적 욕구의 충족이 되고 있는가에 대

한 지각된 반응을 의미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우호

적, 즐거움의 정도이다[17-18]. 이러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직무자체, 보수, 승진기회, 상사, 동

료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자체는 구성원이 수행하는 일 자

체를 뜻하며 보수와 승진기회는 조직이 구성원을 대우하는 

정도, 상사와 동료는 사회적 영향요인으로 구분된다[19]).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신뢰

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Jones & George[20], 

Bastug & Pala & Kumartasli & Güne l& Duyan[21], 

Bastug & Pala & Kumartasli & Güne l& Duyan, Jeong, 

Jo[22]는 조직 내 신뢰와 구축 및 회복, 헌신을 언급하면서 

조직이 성공하기 위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직신뢰는 구성원 간 감시와 통제 없이 자신에게 기대

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기꺼이 하려는 의지를 뜻하며 조직에 가지는 믿음 정도를 

의미한다[23-24]. 즉 조직신뢰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때 조직에 대한 일체감 또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신뢰를 바탕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25]). 이러한 

조직신뢰는 스포츠와 사회, 심리, 경제 등 다양한 학문에서 

논의되고 있으며[26] 안정적인 조직운영은 구성원들에게도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다[27]. 

이와 반대의 개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직의도는 구성

원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떠나거나 옮기려는 행위와 다른 

조직을 탐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28]. 구성원이 지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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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조직적 환경의 만족정도에 따라 이직의도가 생기지만

[29] 실질적으로 이직을 할 것 인가를 떠나 이직에 대한 

의도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부적 영향을 나타낼 수 있어 이

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30]. 실제로 조직 구성원 스

스로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는 이유라도 부정적인 이직

의도는 결과적으로 조직을 떠나려는 가능성이 높고 조직

을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 요인이다[31-32]; [29].

국내에 심리적계약 연구를 보면 1997년 2편([33]; [34])

의 논문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1-3편씩 진행되다가 2010

년 이후 양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35]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고용관계가 다양화, 개인화되고[36] 노동의 디지

털 전환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전망에서도[37-38] 심

리적계약 연구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심리적계

약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심리적계약이 조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로 직무만족 하

락, 조직신뢰, 이직의도의 증가에 관한 연구 진행되어 왔

으나([3]; [15]; [39-41] 스포츠와 관련된 연구로는 스포츠 

시설 종사자의 심리적계약이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42-43],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와 심리적계약이 이직의도

에 관한 연구[44], 스포츠관련 교수들의 심리적계약이 조

직신뢰에 관한 연구[45],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관한 연

구[46-47]. 조직신뢰와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48-49]들이 

연구되어 왔으나 태권도에 관련된 연구로는 [49]의 태권도 

지도자의 심리적 계약이 직 무만족, 조직몰입 및 조직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

다는 제언을 볼 때 본 연구에서 변인 간 인과관계 및 관련

성을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권도계를 발전시킬 수 있고 이에 대

한 기초지식과 지식체 형성 및 유의미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

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원이 지각한 심리적계약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H2,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원이 지각한 심리적계약은 

조직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H3,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원이 지각한 심리적계약은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H4,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원의 직무만족은 조직신뢰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H5,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원의 직무만족은 이직의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Fig. 1. Research model  

II. method

1. Subject of Study

연구대상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

가대표 시범단인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으로 구성하였고[50] 236명을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응답을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표집을 수행하였다. 표

집방법은 코로나19따른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Naver)을 

이용하여 개인의 SNS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설명을 제시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회수된 총 236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거나 미기입으로 

판단된 8부를 제외한 228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Division Frequency(N) (%)

Gender
male 177 77.6

female 51 22.4

Age

20~21years old 15 6.6

21~22years old 107 46.9

more than 23 

years old
106 46.5

Agency

Korea Taekwondo 

Association
74 32.5

Kukkiwon 93 40.8

World Taekwondo 61 26.7

Career

1~2years 118 51.8

2~3years 27 11.8

3~4years 34 14.9

more than 5years 49 21.5

income

Less than 50won 88 38.6

50~100won 67 29.4

100~150won 46 20.2

more than 150won 27 11.8

Total 228 1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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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asuring Instrument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MacNeil[51]과 

Rousseau와 Parks[14]의 심리적 계약의 분류를 근거로 

Robinson과 Rousseau[52], Won[53]의 연구에서 사용된 

9문항, 직무만족은 Lee[54]가 사용한 척도를 Jeon[55]에서 

사용된 21문항, 조직신뢰는 Cook & Wall[56]과 Yoo와 

Jeong[57]에서 사용된 5문항, 이직의도는 Mowday 등 

[58]의 OCQ 항목 중에서 Allen과 Meyer[59]의 연구에 사

용한 측정척도를 Kim[60]의 연구에서 사용된 6문항을 바

탕으로 본 연구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여 5

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3. Data Process

본 연구에서의 자료처리는 SPSS Version 26.0을 활용

하여 분석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각 변인의 타

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검사를 실시하였다. 변인간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영향력을 분석을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easuring 

Instrument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취합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 <Table 3>, <Table 4>와 같다.

factor 1 2

Psychological Contrac6 .852 .118

Psychological Contrac5 .802 .319

Psychological Contrac9 .747 .307

Psychological Contrac4 .202 .850

Psychological Contrac1 .178 .821

Psychological Contrac8 .383 .724

Cronbach’ .793 .789

eigenvalues 2.148 2.132

Dispersion(%) 35.793 35.531

accumulate(%) 35.792 71.325

Table 2. Factor analysis of psychological contract

1) 심리적계약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

로 2개의 하위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신뢰도 계수는 

.789~.793으로 나타났으며, 누적분산율은 71.325% 나타

나 각 설문문항이 타당하고 신뢰로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factor 1 2 3 4 5

opportunity for 

promotion1
.858 .186 .029 .149 .149

opportunity for 

promotion2
.824 .251 .118 .184 .217

opportunity for 

promotion3
.803 .212 .067 .128 .288

opportunity for 

promotion4
.788 .231 .173 .180 .189

opportunity for 

promotion5
.787 .258 .061 .215 .185

Salary1 .329 .840 .107 .103 .065

Salary2 .059 .836 .095 .181 .036

Salary3 .323 .809 .123 .102 .116

Salary4 .329 .802 .110 .130 .207

Colleague5 .098 .136 .875 .151 .132

Colleague6 .081 .141 .834 .207 .167

Colleague7 .097 .068 .817 .289 -.007

job of duty1 .247 .226 .074 .789 .199

job of duty2 .310 .156 .204 .787 .021

job of duty3 .120 .152 .433 .716 .158

job of duty4 .111 .052 .425 .699 .200

Boss1 .330 .052 .188 .142 .833

Boss2 .183 .181 .000 .133 .819

Boss3 .403 .105 .256 .189 .674

Cronbach’ .934 .908 .876 .866 .831

eigenvalues 4.139 3.154 2.745 2.687 2.253

Dispersion(%) 21.784 16.601 14.445 14.143 11.858

accumulate(%) 21.784 38.358 52.830 66.974 78.832

Table 3. Factor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2) 직무만족의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

로 5개의 하위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신뢰도 계수는 

.831~.934로 나타났으며, 누적분산율은 78.832% 나타나 

각 설문문항이 타당하고 신뢰로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factor 1 factor 1

organizational 

trust3
.861

turnover 

intention4
.843

turnover 

intention1
.820

organizational 

trust2
.825 turnover 

intention5
.810

organizational 

trust4
.806 turnover 

intention3
.762

organizational 

trust1
.803 turnover 

intention2
.735

Cronbach’ .841 Cronbach’ .854

eigenvalues 2.716 eigenvalues 3.160

Dispersion(%) 67.908 Dispersion(%) 63.210

accumulate(%) 67.908 accumulate(%) 63.210

Table 4. Factor analysis of organizational trust,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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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Psychological Contract

opportunity for 

promotion
Salary Colleague job of duty Boss

B β  B β  B β  B β  B β 
.835 3.704 .174 .804 3.065 17.639 2.594 13.031 1.937 8.333

transaction

al contract
.249 .259 4.325*** .659 .627 11.936*** .098 .155 2.201*** .151 .210 2.972** .0887 .101 1.462

.relational 

contract
.547 .492 8.223

***
.247 .203 3.867

***
.278 .383 5.423

*
.280 .337 4.775

***
.450 .454 6.573

***

=93.003 

 =.448

=154.066 

 =.574

=35.097 

 =.231

=35.052

 =.231

=41.310

 =.262

Table 6.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ontract on Job Satisfaction 

3) 조직신뢰 및 이직의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한 결

과 신뢰도 계수는 각각 .841, .854로 나타났으며, 누적분

산율은 67.908%, 63.210% 나타나 각 설문문항이 타당하

고 신뢰로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III. Results

1.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ach variable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원이 지각한 심리적계약이 직무

만족, 조직신뢰 및 이직의도의 관계의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 <Table 5>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8 이상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가 없어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61].

1 2 3 4 5 6 7 8 9

1 1

2 .565** 1

3 .537
**

.638
**

1

4 .742
**

.557
**

.568
**

1

5 .372
**

.471
**

.290
**

.307
**

1

6 .400
**

.456
**

.502
**

.425
**

.571
**

1

7 .358
**

.511
**

.598
**

.376
**

.343
**

.460
**

1

8 .461
**

.599
**

.521
**

.482
**

.470
**

.532
**

.497
**

1

9 -.254
**

-.290
**

-.271
**

-.303
**

-.320
**

-.328
**

-.184
**

-.384
**

1

1.transactional contract, 2.relational contract, 3.opportunity 

for promotion, 4.Salary, 5.Colleague, 6.job of duty, 7.Boss, 

8.organizational trust, 9.turnover intention

**<.01

Table 5. Analysis of correlation among factors

2.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ontract on Job 

Satisfaction

심리적계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심리적계약은 직무만족에 전

반적으로 정정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리적계약 중 거래적

계약(β=.259, <.001), 관계적계약(β=.492, <.001)이 승

진에, 거래적계약(β=.627, <.001), 관계적계약(β=.203, 

<.001)이 보수에, 거래적계약(β=.115, <.05), 관계적계약

(β=.383, <.001)이 동료에, 거래적계약(β=.210, <.01, 

관계적계약(β=.337 <.001)이 직무자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적계약(β=.454 <.001)이 

상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거래적계약(β=.101)은 상사

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향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승진 44.8%, 보수 57.4%, 동료 23.1%, 직무자

체 23.1%, 상사 26.2%로 나타났다.

3.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ontracts on 

Organizational Trust

심리적계약이 조직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7>과 같이 나타났다. 심리적계약 중 거래적계약(β

=.180, <.01), 관계적계약(β=.497, <.001)이 조직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에 대한 모형

의 설명력은 37.5%인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

Psychological Contract

organizational trust

B β 
1.725 8.570

transactional

contract
.146 .180 2.831**

.464 .497 7.816
***.relational 

contract

=69.175,  =.375

Table 7.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ontracts on 

Organizational Trust

4.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ontracts on 

turnover intention

심리적계약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8>와 같이 나타났다. 심리적계약 중 관계적계약(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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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001)이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떄 거

래적계약(β=-.132),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영향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

Psychological Contract

turnover intention

B β 
3.620 12.181

transactional 

contract
-.131 .-.132 -1.719

.relational 

contract
-.246 -.215 -2.804

**

=11.957,  =.088

Table 8.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ontracts on 

turnover intention

5.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Organizational Trust

직무만족이 조직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9>와 같이 나타났다. 직무만족 중 승진(β=.161, 

<.05), 보수(β=.181, <.01), 동료(β=.207, <.01), 직무자

체(β=.171, <.05), 상사(β=.182, <.05)가 조직신뢰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44.0%인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trust

B β 
.347 1.117

opportunity for 

promotion
.135 .161 2.247

*

Salary .143 .186 3.005**

Colleague .266 .207 3.372
**

job of duty .192 .171 2.505
*

Boss .171 .182 2.831
*

=36.615,  =.44.0

Table 9.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Organizational 

Trust

6.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Job 

Turnover Intention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10>과 같이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전

반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무만족 중 보수(β

=-2.055, <.05), 동료(β=-2.492, <.05)가 조직신뢰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자체(β

=-1.573), 승진(β=1.090), 상사(β=.739)는 이직의도에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향에 대한 모형의 설명

력은 14.8%인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B β 
4.916 10.515

opportunity for 

promotion
-.099 -.096 -1.090

Salary -.147 -.157 -2.055*

Colleague -.296 -.188 -2.492*

job of duty -.181 -.132 -1.573

Boss .067 .059 .739

=8.873,  =.148

Table 10.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Job  

Turnover Intention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국가대표 태권도시범단원이 지각한 심리적계

약이 직무만족, 조직신뢰 및 이직의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심리적 계약의 하위요인인 거래적 계약, 관계적 

계약이 직무만족의 하위요인 승진, 보수, 동료, 직무자체

에 정적인 영향을, 관계적 계약이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상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거래적 계약은 영향력이 나

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Kang[62]의 호텔 종사원의 

심리적 계약이행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지지

해준다. 또한 Park, Joo[63], Won[53], Won, Hur[49]의 

연구를 볼 때 심리적계약이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보고가 본 연구결과를 간접 지지한다.

이는 적절한 급여 인상과 공정한 선발기준, 쾌적한 근무

환경, 자기개발 등이 흥미와 성취감, 동료·상사 간 우애 등

을 높게 인식시켜 주어 조직 내 단합을 결속시키는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범단원들의 동기를 부

여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그에 상응하는 수준 높은 

시범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는 시범단을 

구성하고 있는 각 태권도 단체에서 타 시범단 대비 심리적

계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을 지각하고 있어야 함을 시사

하는 것이며 현재 태권도 시범단의 경우 차별화 된 경쟁력

을 갖추기 위해 단원들의 자기개발과 창의적 사고를 이끌

어야 할 것이다[65].

이와 반대로 Shin, Lee[50]는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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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현실

과 시간 투자에 비해 적은 훈련비가 경제적인 문제점이라 

언급하여 직무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과와 차이를 나타

낸다. Robinson과 Rousseau[52]는 직무에 대한 불만족

을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기대수준과 실제 수준의 불일치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국가대표 태권도 시

범단원이 지각하고 있는 심리적계약 사항을 조직차원에서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실제수준이 기

대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 사료된다. 

둘째, 심리적계약의 하위요인인 거래적 계약, 관계적 계

약이 조직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 Lee[66], Chae[67], Kim, Yang[68]

의 심리적계약이 조직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

고가 본 연구결과를 간접 지지한다. 이는 경쟁력 있는 급

여, 충분한 교육훈련, 장기적 고용안정 등이 시범단에 대

한 신뢰와 자기희생을 자극시킬 수 있는 주된 요인이라 주

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원 간 결속력을 높여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태권도 

시범 특성상 격파자와 보조자가 미시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하나의 합이되어 완벽한 동작을 수

행하는 과정이라 미루어볼 때 심리적 계약과 같은 다양한 

환경 조건들이 부합했을 경우 조직신뢰와 같은 팀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희생이 좋은 수행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의

미한다. 즉 개인 역할과 책임감, 동기부여가 성공적인 시

범에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69].

셋째, 심리적계약의 하위요인인 관계적 계약이 이직의

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때, 거래적 계약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호텔

의 고용형태에 따른 심리적 계약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70], 프로농구선수의 심리적계약과 이직의

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71]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

한 Jung[72]의 심리적 계약 이행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가 본 연구결과를 간접 지지한다. 본래 구

성원이 느끼는 수행에 대해 조직이 자신들에게 무언가 해

줄 것이라 믿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조직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고 이직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지만[73] 현

재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원은 대부분 대학생 및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정기적 

훈련과 시범에 따른 수당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국가대표 시범단은 임금보다는 명예와 사명감, 

팀 내 긍정적인 소속감을 우선시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국위선양을 하는 단체로서 모범적인 사례라 볼 수 있

다. 특히 국기원에 소속된‘상근 시범단’은 월급형식의 임

금을 받고 있어 다른 단체에 비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

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정부

와 태권도 단체에서 갈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74]에서 제시한 20대 평균 연봉을 

보면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의 임금체계가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실생활과 삶의 질, 워라밸

(Work-life balance)에 상이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이러한 논의는 후속연구에서 심도있게 진행되어

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승진, 보수, 동료, 직무자

체, 상사 모두 조직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 Cho[75]의 지식기반산업 

근로자의 직무만족, 조직신뢰, 조직몰입의 관계의 연구가 

본 연구결과를 간접지지한다. 또한 Oh, Lim[76]의 미용 

프랜차이즈의 교육프로그램이 종사자의 직무만족과 신뢰 

및 조직몰입에 관한 보고, Kim, Jung, Huh[77]의 지각된 

서비스 편의성이 직무만족 조직신뢰, 조직몰입, 이직의도

에 관한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는 시

범단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보수와 공정한 승진, 코치·감독

과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자유롭고 동료 간 소통을 중요시 

하는 수평적 관계를 선호하는 것이며 더불어 프로그램에 

대한 창작 및 수행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다면 소속감과 

만족감을 느껴 긍정적인 조직신뢰로 이어지는 것이라 사

료된다. 따라서 직무 내 이뤄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자체

에서의 긍정적인 인식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행하려

고 하는 정신을 복 돋아 줄 수 있는 결과로 태권도 시범 

특성상 개인이 희생함으로 나타나는 완벽한 합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다섯째,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보수, 동료는 이직의도

에 부적인 영향을, 직무자체, 승진, 상사는 이직의도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 

Nam[78]의 사내기업가정신과 구성원의 직무만족 및 이직

의도에 관한 다수준 분석의 연구결과, Kim, Park[79]의 

GX 지도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대인애착 및 이직의도

의 인과적 관계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직신뢰, 직무만족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80]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

하여 본 연구결과를 간접지지하고 있다. 이는 시범단원들

이 인식하는 보수 만족과 동료에 대한 신뢰, 책임감, 지지

가 이직을 하려는 의도를 저해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즉 적절한 보수와 밀접한 유대감이 기반이 되어 집단 내 

잔류하려는 응집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시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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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Choi, Rhim[81]는 대학 태권도 시범단의 경우 엄격

한 상하관계, 위계적이고 경직된 문화, 힘든 신체 훈련과 

일방적 의사소통들이 공정성을 저해하고 낮은 만족감을 

나타낸다고 언급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 본 연구

에서의 국가대표 시범단은 각기 다른 대학생으로 구성되

어 있고 선·후배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미루어볼 때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대

표 시범단에 선발되어 태권도의 우수성과 K-문화를 전파

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투영된 동료애가 형성되어 공동

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단원들의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국가대표 태

권도 시범단원들이 시범단으로부터 심리적계약의 지각이 

긍정적으로이루어진다면 시범단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느

끼고 더불어 시범단 조직에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통해 

조직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시범단이 단원들로부터 쾌

적한 운동환경과 공정한 승진기회, 적절한 보수 등을 제공

하여 직무만족을 높이고, 조직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체적

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V. Limitation

본 연구에서는 국가대표 시범단원이 지각한 심리적계약

이 직무만족, 조직신뢰 및 이직의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원 228명

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SPSS 21.0

을 통해 빈도분석,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심리적계약의 하위요인인 거래적계약, 관계적계

약은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승진, 보수, 동료, 직무자체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계약

의 하위요인인 관계적계약은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상사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계약의 하위요인인 거래적계약, 관계적계

약은 조직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계약의 하위요인인 관계적계약은 이직의도

에 부적인 영향을, 거래적계약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승진, 보수, 동료, 직무자

체, 상사 모두 조직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보수, 동료는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 직무자체, 승진, 상

사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원들이 시

범단으로부터 심리적계약의 지각이 긍정적으로이루어진다

면 시범단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더불어 시범단 조

직에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통해 조직신뢰를 높일 수 있

다. 이는 시범단이 단원들로부터 쾌적한 운동환경과 공정

한 승진기회, 적절한 보수 등을 제공하여 직무만족을 높이

고, 조직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제헌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계약에 관한 내용은 매우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측정내용도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

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심리적계약에 초점을 두고 일부내용

만을 반영하였기에 후속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들

을 활용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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