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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조절효과
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다양한 유형을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인적자원관리 시
스템을 내부지향 시스템과 시장지향 시스템으로 구분한 후 어떠한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하에서 자발적 이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더욱
강화시키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년과
2011년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조사로부터 502개 기업을 분석에 활용하
였다. 주효과 및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자발적
이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완화된 부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또
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발적 이직이 조직성과
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시장지향 시스템보다 내부지향 시스템에서 더욱 강
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
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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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발적 이직은 조직의 경계를 벗어나 다른 조직으로 옮기려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결
정으로 정의된다(Iverson, 2000; Price, 1977; Shaw, Delery, Jenkins, & Gupta, 1998).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발적 이직은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의 증대, 남아있는 종업원들
의 조직에 대한 충성심(loyalty) 및 몰입 저하 그리고 질 낮은 서비스 제공 등을 유발하여

(Hausknecht, Trevor & Howard, 2009), 다양한 측면의 조직성과(예; 생산성, 매출액)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tt, 2002; Kacmar, Andrews, Van Rooy,

Steilberg, & Cerrone, 2006; Shaw, Duffy, Johnson, & Lockhart, 2005; Shaw, Gupta, &
Delery, 2005).
자발적 이직은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기존연구들의 일관된 결과에
도 불구하고 부정적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즉, 기존
연구들은 선형적 부정적 관계(linear negative relationship) (예; Batt, 2002; Morrow &

McElroy, 2007), 완화된 부정적 관계(attenuated negative relationship) (예; Alexander,
Bloom, & Nuchols, 1994; Shaw et al., 2005; Ton & Huckman, 2008; Shaw, Park, & Kim,
2013), 그리고 역U자형 관계(inverted U type relationship) (예; Glebbeek & Bax, 2004;
Hausknecht & Trevor, 2011; Meier & Hicklin, 2008; Shaw, 2011) 등 세 가지 정도로 정리
될 수 있다.
자발적 이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조직의 상황적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이 기존 연구에서도 자발적 이직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 상황적 요인을 고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haw, 2011; Trevor, 2001). 예를 들어,

Shaw(2011)는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 간의 조절요인을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이직 손실
의 특성, 조직과 직무환경 요인 등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한 후 이 중에서도 인적자
원관리 시스템을 가장 중요한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으로 언급하였다. 인적자원관
리 시스템은 종업원들의 능력을 높이고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한 조직의 투자이며, 종업원
들의 태도와 행동 등 종업원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특성은 종업원들의 자발적 이직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동시에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 등의 종업
원 특성은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에 따라 다르게 형성이 되며, 이러한 특성에 따라 자발적
이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중요한 연구의 목적으로 가져가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De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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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oty(1996) 연구에서 제시된 두 가지 유형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인 내부지향 시스템
(internal system)과 시장지향 시스템(market system)을 활용하여 자발적 이직의 부정적 효
과가 어떤 유형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하에서 더욱 강화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두 가지 유형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기존에도 수행된 연구 분야이
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high-commitment HRM system)의 단일차원(즉,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수준)으
로만 파악하였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다른 유형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포함하지 못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Shaw, Dineen, Fang and Vellella(2009)는 Tsui,

Pearce, Porter, and Tripoli(1997)의 연구를 기반으로 1) 단기계약(spot contract), 2) 과소투
자(underinvestment), 3) 과잉투자(overinvestment), 4) 상호투자(mutual investment) 등 네
가지 유형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제시하였는데,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은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두 가지 유형만을 포함하고 있다. Shaw(2011)는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조절효과
에 대해 분석한 대부분 연구(예; Guthrie, 2001; Shaw, Kim, & Park, 2009)들에서는 헌신
형 인적자원관리의 수준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Shaw et al.(2009)의 네 가지 유형 중 단
기계약과 상호투자만을 포함하고, 과소투자와 과잉투자 등 실제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적자원관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화되게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유형을 내부지향 시스템과 시장지향 시
스템으로 구분한 후 자발적 이직과 성과 간의 부정적 관계에 대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결과 이외에 추가적으로 유용한 학문적･ 실무적 시사
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Delery and Doty(1996) 연구에서 활용된 두 가지 유형은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되
고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시장형과 위계형

(Adler, 2001), Type A와 Type B(Miles & Snow, 1984), 위계형기반 시스템
(hierarchy-based system)과 성과기반 시스템(performance-based system) (Kerr & Slocum,
1987) 등의 분류는 본 연구의 내부지향 시스템 및 시장지향 시스템과 관련성이 높다. 내부
지향 시스템과 시장지향 시스템의 조절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기존 헌신형 인적자원관
리 시스템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다양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
고자 한다. 그것은 첫째, 이직하는 종업원들로 인한 인적자본 손실 관점, 둘째, 자발적 이
직에 따른 기존 종업원들의 조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관점이다. 자발적 이직의 부정
적 효과에 대한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자발적 이직에 따른 인적자본 손실 관점에서
만 논의를 전개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인적자본 이론에 기반하여 종업원의 자발적 이직은

20

産業關係硏究 제27권 제3호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직성과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다. 그런데 자발적 이직은 직접적으로 인적자본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남아있
는 종업원들의 조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라는 잠재적 비용도 발생시킨다. 때문에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유형에 따라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인적자본 손실이라는
직접비용과 부정적 인식이라는 잠재적 비용의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조절효과를
논의할 때 인적자본 손실 관점과 자발적 이직에 따른 종업원들의 부정적 인식 강화 관점
을 모두 논의에 활용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기존 문헌에서
논의되어 왔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단일차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적 특성에 부합하는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두 가지로 유형화한 후 자발적 이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관계에 있어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자발적 이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을 분석함에 있어서 인적자본의 손실 이외에도 종업원들의 조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 강화된다는 측면을 추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논의에 활용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두 가지 유형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중
어떠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하에서 더욱 강화되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
자 하는 주요가설들과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정리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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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및 연구 가설
1.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 간의 직접 효과
이전 연구들은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이
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것은 1) 부정적 선형관계, 2) 역 U자형 관계, 3) 완화된 부
정적 관계이다(Hausknecht & Trevor, 2011; Shaw, 2011; Shaw et al., 2005; Park & Shaw,

2013). 본 소절에서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부정적 선형관계는 자발적 이직의 증가가 선형적으로 조직성과의 저하를 가져온
다고 주장한다.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이론은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
해 준다(Park & Shaw, 2013). 인적자본 이론은 자발적 이직이 기업 특유적 지식, 스킬 및
능력 등의 기업 특유적(firm-specific) 인적자본의 손실을 초래하여 조직성과 및 경쟁력 저
하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Osterman, 1987; Shaw et al., 2005).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자
본 이론에서도 자발적 이직에 따른 종업원 이탈은 자발적 이직 후 남아있는 종업원들 간
의 사회적 관계를 약화시키고 이는 자원의 공유, 교환 및 결합 등을 저하시켜 조직성과
및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Dess & Shaw, 2001; Shaw et al., 2005).
이전 연구들 중 자발적 이직은 매출성장률(sales growth) (Batt, 2002), 고객 만족 및 수익

(Morrow & McElroy, 2007), 노동생산성(Guthrie, 2001)과 부정적 선형관계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역 U자형 관계는 조직성과를 극대화시키는 자발적 이직률의 최적수준(optimal

level)이 존재한다는 관점이다(Hausknecht & Trevor, 2011). 즉, 이직률이 최적수준일 때
조직성과가 가장 높고 이 수준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조직성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다. 역 U자형 관계에서는 적정 수준까지의 자발적 이직이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조직
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Dalton & Todor, 1979; Staw, 1980; Park & Shaw, 2013).
첫째, 적정 수준의 종업원 이직은 저성과자와 조직과의 비적합자(misfit)를 떠나보내고 신
규인원을 확보함으로써 인력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 of workforce)를 유도할 수 있다. 신
규입사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혁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적정 수준의 이직은 보상이나 복리후생들의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이 적정수준을 넘어갈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위에 기술한 두 가지 긍정적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조직성과에 부정적일 수 있다(Shaw, 2011). 따라서 조직성과에 가장 긍정적인 최적점이
존재하게 된다. 역 U자형 관계를 지지하는 선행연구는 이전의 부정적 선형관계 관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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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예를 들어 Glebbeek and Bax(2004)는 이직률과 순매출액 간 역U
자형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Meier and Hicklin(2008)도 학교 교사의 이직률과 학교성과 간
역 U자형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역 U자형 관계는 특히 비정규직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발견되기 쉬우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호작용이 있을 때 정규직에서도 나타
날 가능성이 있는 현상이라는 점이 언급된 바 있다(Shaw, 2011).
셋째, 완화된 부정적 관계(attenuated negative relationship)는 자발적 이직이 낮은 수준
부터 중간 수준 정도까지는 조직성과에 부정적이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면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점차 완화된다는 입장이다(Park & Shaw, 2013; Shaw et al., 2005; Shaw et al.,

2013). 부정적 선형관계 관점에서는 자발적 이직률이 증가하면 자발적 이직의 부정적 효
과가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입장이지만, 완화된 부정적 관계에서는 자발적 이직이 낮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 정도까지는 자발적 이직자들의 인적자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
한 손실이 크지만 자발적 이직이 중간 수준 이상을 넘어서면서는 자발적 이직자들의 인적
자본 수준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실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Shaw,

2011). 이전의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완화된 부정적 관계를 지지하고 있다(예; Alexander
et al., 1994; Shaw et al., 2005; Ton & Huckman, 2008; Shaw et al., 2013). Ton and
Huckman(2008)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이직이 낮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까지는 조직성과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중간 수준 이상에서는 조직성과의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마찬
가지로 Shaw et al.(2013)은 한국과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발적 이직률이
중간 수준을 넘어서면서는 조직성과의 감소가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이상의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최근의 연구결
과들이 완화된 부정적 관계를 지지하는 연구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완화된 부정적 관계에 초점을 두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는 완화된 부정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2.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Delery and

Doty(1996)의 연구에서 제시한 내부지향 시스템과 시장지향 시스템을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Delery and Doty(1996) 연구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두 가지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은
기존의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분류방식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내부지
향 시스템은 위계기반 시스템(hierarchy-based system) (Kerr & Slocum, 1987), A유형 시
스템(type A) (Miles & Snow, 1984), 그리고 위계(Adler, 2001)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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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향 시스템은 성과기반 시스템(performance-based system) (Kerr & Slocum, 1987), B
유형 시스템(type B system) (Miles & Snow, 1984), 그리고 시장형 시스템(Adler, 2001;

Ouchi, 1980; Williamson, 1991)과 관련성이 높다.
내부지향 시스템과 시장지향 시스템의 구분은 기업에서 인사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주
로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 ILM)에 의존하는지 아니면 외부노동시장

(External Labor Market: ELM)에 의존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Dreher & Dougherty, 2001;
배종석, 2012). 내부지향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에서는 인력의 내부 수요·공급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현재 종업원들의 지식·기술·능력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미래에 필요한 인력공급도 준비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종업원들과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구축하고 공식적인 경력경로를 구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근로자들
은 규정화된 승진사다리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상과 신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은
이렇게 안정적인 내부 위계구조 하에서 이직률과 근로자의 은퇴수준을 분석하여 미래의
인력공급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부지향 시스템은 대다수 종업원들이 조직에 대해
높은 충성심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 유리하고, 직원들 간에도 강한 유대관계를 구축하도록
돕는다(Leana & Van Buren, 1999).
반면, 시장지향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에서는 외부노동시장의 규모, 품질 및 안정성을
분석하여 외부에서 존재하는 인력공급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단기적인
고용관계를 통해 외부로부터 조직이 필요한 역량을 획득하며, 보상도 시장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Dreher & Dougherty, 2001; 배종석, 2012). 또한, 빈번한 고용조정이 일
어나므로 종업원들은 기업특유적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보다는 외부노동시장에서 가치가
보장되는 기술과 지식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내부지향 시스템의 보다 구체적인 하부 기능들은 다음과 같은데 1) 장기계약을 통한 고
용안정성, 2) 내부승진, 3) 연공기반의 보상, 4) 육성목적의 평가, 5) 광범위한 사회화 및
교육훈련 등이다(Delery & Doty, 1996; Juma & Lee, 2012; Miles & Snow, 1984). 시장지
향 시스템의 특징으로는 1) 단기고용계약, 2) 외부로부터의 채용, 3) 성과기반의 보상, 4)
비용절감 목적의 평가, 5) 최소한의 사회화 및 교육훈련 등이다(Delery & Doty, 1996;

Miles & Snow, 1984).

(1) 자발적 이직자로 인한 인적자본 손실 관점
본 소절에서는 상이한 두 가지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하에서 자발적 이직자들로 인한 인
적자본 손실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장지향
시스템보다 내부지향 시스템에서 고성과자(good performer)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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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고 예상한다. 내부지향 시스템은 장기적 고용관계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종업원들
이 자신의 성과수준에 관계없이 높은 고용보장성을 가짐을 의미한다(Ouchi, 1980). 따라서
조직에 남고자 하는 동기는 저성과자일수록 더 높을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 내용도 기업특
유적 인적자본을 개발하고 조직에 대한 배태성(embeddedness)을 강화시키는 특성을 보인
다(Delery & Doty, 1996; Juma & Lee, 2012).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기업으로의 직무이
동성(job mobility)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내부지향 시스템 하에
서 자발적 이직자들은 높은 역량을 보유한 고성과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된다. 또한
내부지향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연공기반 급여 시스템은 고성과자들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
이지 않다(Freeman & Medoff, 1984). 내부지향 시스템에서는 성과의 차이에 따른 급여의
격차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고성과자들은 이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
며, 성과에 상응하는 더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기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Shaw

& Gupta, 2007).
시장지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종업원들에게 높은 성과를 기대하고 종업
원들의 보상도 성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된다(Delery & Doty, 1996). 다양한 평가방식
과 성과에 따른 강력한 급여 격차(pay dispersion)는 저성과자들이 장기적인 고용관계의
유지를 어렵게 만든다(Williamson, 1991; Adler, 2001). 이와 유사하게 개인성과급의 강조
는 고성과자들이 아닌 저성과자들의 이직률을 높이게 된다(Park, Ofori-Dankwa, &

Bishop, 1994; Powell, Montgomery, & Cosgrove, 1994). 고성과자들의 경우에는 높은 성
과를 내어서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저성과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Shaw & Gupta, 2007).
이러한 논의를 종합할 때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인적자본의 손실은 시장지향적 시스템보
다 내부지향적 시스템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자발적 이직이 조직성과
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시장지향적보다는 내부지향적 시스템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2) 남아 있는 종업원들의 이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내부지향 시스템은 장기계약 관계 및 기업특유적 인적자본의 축적 등을 기반으로 조직
과 종업원들 간의 높은 신뢰와 몰입의 특성을 가진다(Juma & Lee, 2012; Ouchi, 1980;

Williamson, 1975). 또한 종업원들 간에도 긴밀한 협력 관계 및 높은 상호의존성의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높은 고용보장성을 가지는 내부지향 시스템 하에서 종업원들이 자발적으
로 조직을 떠나게 되면 남아 있는 종업원들은 일반적인 수준 이상으로 자발적 이직을 심
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료들의 자발적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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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로 인한 종업원들의 사기, 동기 및 조직에 대한 몰입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은
동료들에게 쉽게 전염될 것이다. 이것은 조직원들의 응집성 및 협력 저하를 유발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반면에 시장지향 시스템의 경우에는 장기고용계약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자신의 경력을 개발할 다른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으려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지향
시스템 하에서의 자발적 이직 증가는 종업원들에게 큰 충격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자발
적 이직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도 제한적일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인적자본 손실 관점과 남아 있는 종업원들의 이직
에 대한 부정적 인식 관점을 종합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은 시장지향 시
스템보다는 내부지향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 2를 도출할 수 있다.
가설 2.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은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 간의 완화된 부정적 관계는 시장지향
시스템보다 내부지향 시스템에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표본의 선정 및 자료 수집
분석을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집한 사업체패널 조사(WPS) 자료를 활용하였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자발적 이직률과 조절변수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은 2009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종속변수인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은 2011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2009년과 2011년에 모두 설문에 응답한 총
1,488개 사업장 중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502개 사업장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첫째, 기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연구결과에서 제안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종
업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체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Bae & Lawler, 2000). 둘째, 종속변
수인 노동생산성이 기업수준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만을 포함시키고 복수
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제외하였다. 전체 분석 대상 기업 중 100명 미만의 사업체는

168개(33.5%), 100명 이상에서 300명 미만까지의 사업체는 179개(35.7%), 300명 이상의
사업체는 155개(30.8%)였다. 316개(63.0%)의 비제조업을 제외한 제조업 분류에 따르면
전기, 전자, 컴퓨터 54개(10.8%), 금속, 기계, 철강, 자동차 65개(12.9%), 기타 제조업이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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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13.3%)였다. 또한, 유노조기업은 210개(41.8%), 무노조기업은 292개(58.2%)였다. 표본
기업들의 평균 기업연령은 23년, 그리고 평균 종업원 수는 369명이었다.

2. 변수의 측정

(1) 자발적 이직률
사업체패널 자료에서 인사관리자가 제공하는 2009년 전체 종업원 수와 자발적 이직자
수를 활용하여 자발적 이직률을 측정하였다. 즉, 자발적 이직률은 전체 종업원 수 중에서
자발적 이직자의 비율로 계산하였다(Shaw et al., 2013).

(2)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두 가지 유형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4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들 문항은 의미분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s)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은
인사관리 목표(고정적 인건비 절감 - 근로자의 충성심과 애착심), 인력충원 방법(외부충원/
불필요 시 해고 - 장기고용/내부육성), 고용형태 의존성(가능한 비정규직 활용 - 가능한 정
규직 활용), 인사관리 지향성(단기적 성과/업적 - 장기적인 육성 개발)이다. 이들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1에 가까울수록 시장지향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으로, 5에 가
까울수록 내부지향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으로 파악하였다.

(3) 노동생산성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총매출액을 종업원 수로
나눈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을 조직성과의 대표적인 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Glebbeek & Bax, 2004; Guthrie, 2001; Shaw et al., 2005; Shaw et al., 2013; Siebert &
Zubanov, 2009). 노동생산성은 2011년 총매출액을 당해 연도 전체 종업원 수로 나눈 값으
로 계산하였다.

(4) 통제변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변수들을 통제하였다. 통제변수는 200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선 조직규모는 2009년 기준 전체 종업원 수로 측정하였고, 조직연령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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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설립연도를 뺀 값으로 측정하였다. 노조유무, 산업과 구조조정은 더미변수를 활
용하였는데,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1, 없을 경우 0을 부여하였으며, 산업은 제조업을 1,
비제조업을 0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경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의 값
을 부여하였다.

3. 분석 전략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사업체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유형이 내부지향
시스템인지 아니면 시장지향 시스템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관리 시스
템의 4개 문항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군집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
석결과 189개 사업체가 시장지향 시스템으로 분류되었고, 313개 사업체가 내부지향 시스
템으로 분류되었다. 분석을 위해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는데, 내부
지향 시스템은 1, 시장지향 시스템은 0을 각각 부여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2)(Cohen, Cohen, West, & Aiken, 2003).
<표 1>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군집분석 결과
내부지향 시스템

시장지향 시스템
t-value

항목

Mean

SD

Mean

SD

항목 1

3.75

.73

3.06

.65

10.73**

항목 2

4.10

.54

3.08

.70

18.24**

항목 3

4.31

.57

3.04

.76

21.17**

항목4

3.90

.58

2.93

.66

17.26**

주: N = 502, ** p < .01
항목 1 : 인사관리 목표(고정적 인건비 절감 - 근로자의 충성심과 애착심)
항목 2 : 인력충원 방법(외부충원/불필요 시 해고 - 장기고용/내부육성)
항목 3 : 고용형태 의존성(가능한 비정규직 활용 - 가능한 정규직 활용)
항목 4 : 인사관리 지향성(단기적 성과/업적 - 장기적인 육성 개발)

2) HRM 시스템을 유형화한 후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식은 기존 연구(예; Kang, Snell, &
Swart, 2012)를 참고하였다. Kang et al.(2012)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HRM 시스템을
옵션기반 HRM과 프로젝트기반 HRM으로 유형화한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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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결과
<표 2>에는 주요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등의 기초통계량이 정리되어 있
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자발적 이직률과 노동생산성 간에는 부(負)의 상관관계를
보이며(r = -.23, p < .01), 인적자원관리 시스템과 자발적 이직률 간에는 유의한 관계를 보
이지 않는다.

<표 3>은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모델 2와 모델 3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발
적 이직률의 일차항은 회귀계수가 음(-)의 값으로 유의하였으나(ß = -.24, p < .01), 이차항
은 회귀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ß = .16, p < .01). 따라서 자발적 이직률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을 지나면서 부정적
효과가 완화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설 1은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
림 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조절효과는 <표 3>의
모델 4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 두 개의 상호작용항 회귀계수 값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ß = -.17, p < .05, ß = .12, p < .10).
<표 2> 기초통계량 및 상관계수
변수

M

SD

1

노동생산성

5.31

1.39

2

조직규모

368.31

780.20

.01

3

조직연령

23.26

15.29

-.06

.24**

4

노동조합

.42

.49

-.02

.29**

.29**

5

구조조정

.01

.08

-.01

-.01

-.02

.04

.49

.33**

-.19**

-.03

-.20**

.04

-.05

-.17**

-.24**

-.03

-.00

-.03

-.05

-.01

.06

.04

6

제조업

.39

1

7

자발적 이직률

15.22

16.61

-.23**

8

내부지향시스템

.62

.49

.08+

주: N = 502.
+ p < .10, * p < .05, ** p < .01

2

3

4

5

6

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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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발적 이직률과 노동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08+

조직규모

(1.76)
조직연령
노동조합
구조조정

.09*
(2.00)

모형 3
.07
(1.64)

모형 4
.07+
(1.67)

-.08+

-.11*

-.10*

-.09*

(-.1.75)

(-2.43)

(-2.36)

(-2.12)

.05

-.01

-.01

-.02

(1.02)

(-.15)

(-.31)

(-.41)

-.03

-.04

-.04

(-.72)

(-.87)

(-.90)

.35**

제조업

모형 2

(8.01)

.34**
(7.99)
-.24**

자발적 이직률

(-5.71)

.33**
(7.89)
-.36**
(-5.84)
.16**

자발적 이직률×자발적 이직률

(2.60)
내부지향시스템

-.05
(-1.12)
.34**
(8.07)
-.24**
(-2.62)
.08
(1.11)
.06
(1.25)
-.17*

자발적 이직률×내부지향시스템

(-2.09)
.12+
(1.80)

자발적 이직률×자발적 이직률×
내부지향시스템
Adjusted R2

.11

.16

.17

.18

F

13.26**

17.19**

15.88**

12.29**

df

5,496

6,495

7,494

-

.06

.01

.02

-

32.64**

6.75**

3.38*

∆R2
2

F for ∆R

10,491

주: N = 502. + p < .10, * p <.05, ** p < .01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조절효과는 [그림 2]에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점선은 내부지향 시스템 하에서의 자발적 이직률과 노동생산성 간의 관계를 표현
하고 있으며, 실선은 시장지향 시스템 하에서의 관계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지
향 시스템은 시장지향 시스템에 비해 자발적 이직률이 증가할수록 노동생산성이 더욱 가
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이 지나면서 감소폭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시장지향 시스템 하에서는 자발적 이직률이 증가하면서 노동생산성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감소되는 정도는 내부지향 시스템보다는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가설 2
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자발적 이직의 증가로 인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시장지향 시스템보다는 내부지향 시스템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설 2는 지지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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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발적 이직률과 노동생산성간 완화된 부정적 관계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조절효과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 간의 직접효과 및 이들 간 관계에서 인적자원관
리 시스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대표적으로 헌신형 인적자
원관리 시스템의 단일차원으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특성을 파악한 후 조절효과를 검증하
였다는 한계를 가지지만(Shaw, 2011),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는 차별적으로 내부지향
시스템과 시장지향 시스템으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설정한 후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자발적 이직은 노동생산성과 완화된 부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시장지향 시스템에 비해 내부지향 시스템에서 자발적 이직률이 가지는 부정적 효과
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이직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론적 시사점과 관련하여 첫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유형을 다
양화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자발적 이직률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인적자원관
리 시스템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영역을 확장시켰다. 특히, 기존연구들이 헌신형과 통제
형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효과를 검증한 반면에 본 연구는 내부지향 시스템과 시장지향
시스템의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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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발적 이직률의 부정적 효과를 논의함에 있어서 자발적 이직자의 특성인 인적자
본 손실 측면과 남아 있는 종업원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 측면으로 구분하
여 보다 자발적 이직의 부정적 효과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자발적 이직자가 많아짐으로써 자발적 이직자로 인한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
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것은 조직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Dess & Shaw,

2001; Osterman, 1987; Shaw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적자본 손실 관점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조직원들의 부정적 인식 측면도 포함시킴으로써 자발적 이직의 부정적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무적 시사점으로 본 연구결과는 시장지향형보다 내부지향형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일수록 종업원들의 유지(retain)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알려준
다. 내부지향 시스템은 기업특유적 인적자본의 육성과 개발에 노력하고 종업원들의 조직
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Delery & Doty, 1996; Juma & Lee, 2012). 따라서 종업원들의 이
탈은 조직성과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내부지향형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에서는 자발적 이직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내
부지향 인적자원관리에서는 내부승진, 고용보장 그리고 육성목적의 평가 등을 통해 종업
원들의 조직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발적 이직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내부지향 인적자원관리에서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자율성이나 주도성
을 장려하지는 않는다 (Baron & Kreps, 1999). 종업원들이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높을
수록 자발적 이직이 감소하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직무를 통한 동기부여를 높이는 방안
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희망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제공하고 직무수행
에 있어서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게 되면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와 만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절효과 가설에 대
한 논리 중 시장지향 시스템보다 내부지향 시스템 하에서 고성과자의 자발적 이직이 더욱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실제 그러한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자
발적 이직의 이전 연구들에서는 자발적 이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자발적 이직의
질(quality)인 자발적 이직자들의 성과수준(performance level)에 따라 상이하다고 주장한
다(Kwon & Rupp, 2012; Nyberg & Ployhart, 2013; Shaw, 2011).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내부지향 시스템에서 고성과자가 더욱 많이 이직을 하는지를 파악하여 분석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첫 번째 한계와 유사하게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조직 몰입도 및 충성도 감소 등의
부정적인 태도가 시장지향 시스템보다 내부지향 시스템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 등의 한계로 인하여 실제 가설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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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측정하고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보다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기한 자발적 이
직으로 인한 인적자본 손실 관점이나 종업원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 관점
등이 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직수준의 자발적 이직률과 본 연구에서 개념적으로만 논의하
고 있는 인적자본 손실 관점, 그리고 자발적 이직에 대한 종업원들의 부정적 인식 관점을
포함하는 다수준 분석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보다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자발적 이직률과 조직성과간의 관계에서 인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조절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두 가지 유형의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보다 정교한 측정 도구 및 방식
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Delery and Doty(1996)의 연구를 참고
하여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Delery and Doty(1996)의 7개 제도 중에서 내부경력개발 기
회, 교육훈련, 결과지향적 평가, 고용보장 등은 본 연구의 설문 문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 문항이 다양한 인적자원관리의 하부 기능을 반영하
지 못하고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하부 구성요소를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보다 더욱 세분화하여 두 가지 유형의 인적자원관
리 시스템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발적 이직의 부정적 영향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잔존 직원들의 이직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이 초래하는 조직성과의 저해를 보다 다양한 고용형태의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Siebert and Zubanov(2009)는 시간제 인력 등 비정규직의 경우 자발
적 이직의 최적점이 존재하여 적당한 자발적 이직률은 조직성과에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역 U자형 관점이 존재하지만, 한편으로 비정규직의 자발적 이직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을
때 정규직의 자발적 이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비정
규직의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상호작용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자발적 이직률과 조직성과 간의 역인과 관계에 대해 실증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직성과가 낮을수록 자발적 이직률은 증가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종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조직성과와 자발적 이직률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향후에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주제로 고려될 수 있다.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간의 관계: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조절효과(이지운･ 박오원･ 김윤호)

33

참고문헌
1. 배종석(2012), 인적자원론, 서울: 홍문사.
2. Adler, P.(2001), “Market, hierarchy, and trust: The knowledge economy and the future
of capitalism”, Organization Science, Vol.12, No.2 pp.215-234.
3. Alexander, J. A., J. R. Bloom, and

B. A. Nuchols(1994), “Nursing turnover and

hospital efficiency: An organizational level analysis”, Industrial Relations, Vol.33,
pp.505-520.
4. Bae, J., and J. J. Lawler(2000), “Organizational and HRM strategies in Korea: Impact
on firm performance in an emerging econom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3, No.3, pp.502-517.
5. Baron, J. N., and D. M. Kreps(1999), Strategic Human Resources: Frameworks for
general managers,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6. Batt, R.(2002), “Managing customer services: Human resource practices, quit rates, and
sales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5, No.3, pp.587-597.
7. Cohen, J., P. Cohen,

S. G. West, and L. S. Aiken(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J:
Erlbaum.
8. Dalton, D. R., and W. D. Todor(1979), “Turnover turned over: An expanded and
positive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4, No.2, pp.225-235.
9. Delery, J. E., and D. H. Doty(1996), “Modes of theorizing in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Tests of universalistic, contingency, and configurational performance
predic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39, No.4, pp.802-835.
10. Dess, G. G., and J. D. Shaw(2001), “Voluntary turnover, social capit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6, pp.446–456.
11. Dreher, G.F., and T. W. Dougherty(2001), Human Resource Strategy: A behavioral
perspective for the general manager, New York, NY: McGraw-Hill.
12. Freeman, R. B., and J. L. Medoff(1984), What do Unions do? New York: Basic Books.
13. Glebbeek, A. C., and E. H. Bax(2004), “Is high employee turnover really harmful? An
empirical test using company record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7,
pp.277-286.
14. Guthrie, J. P.(2001), “High-involvement work practices, turnover, and productivity:

産業關係硏究 제27권 제3호

34

Evidence from New Zealand”,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4, No.1,
pp.180-190.
15. Hausknecht, J. P., and C. O. Trevor(2011), “Collective turnover at the group, unit, and
organizational levels: Evidence, issue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Management,
Vol.37, No.1, pp.352-388.
16. Hausknecht, J. P., C. O. Trevor, and M. J. Howard(2009), “Unit-level voluntary
turnover rates and customer service quality: Implications of group cohesiveness, new
comer concentration, and siz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94, No.4,
pp.1068-1075.
17. Iverson, R. D.(2000), “An event history analysis of employee turnover: The case of
hospital employees in Australia”,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Vol.9, No.4,
pp.397-418.
18. Juma, N., and J. Lee(2012), “The moderating effects of traditionality-modernity on the
effects of internal labor market beliefs on employee affective commitment and their
turnover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23,
No.11, pp.315-332.
19. Kacmar, K. M., M. C. Andrews, D. L. Van Rooy, R. C. Steilberg, and S. Cerrone,
(2006), “Sure everyone can be replaced… but at what cost? Turnover as a predictor of
unit-leve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9, No.1, pp.133-144.
20. Kang, S. C., S. A. Snell, and J. Swart(2012). “Options‐based HRM, intellectual capital,
and exploratory and exploitative learning in law firms' practice groups”,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51, No.4, pp.461-485.
21. Kerr, J., and J. W., Jr. Slocum(1987), “Managing corporate culture through reward
systems”,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Vol.1, No.2, pp.99-108.
22. Kwon, K., and D. E. Rupp(2012), “High-performer turnover and firm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human capital investment and firm reput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34, No.1, pp.129-150.
23. Leana, C. R., and H. J. Van Buren III(1999),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nd
employment practic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4, No.3, pp.538-555.
24. Meier, K. A., and A. Hicklin(2008), “Employee turnover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esting a hypothesis from classical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Vol.18, pp.573-590.
25. Miles, R. E., and C. C. Snow(1984), “Designing strategic human resources systems”,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간의 관계: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조절효과(이지운･ 박오원･ 김윤호)

35

Organizational Dynamics, Vol.13, No.1, pp.36-52.
26. Morrow, P. C., and J. C. McElroy(2007), “Efficiency as a mediator in
turnover-organizational performance relations”, Human Relations, Vol.60, pp.827-849.
27. Nyberg, A. J., and R. E. Ployhart(2013), “Context-emergent turnover (CET) theory: A
theory of collective turnove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38, No.1,
pp.109-131.
28. Osterman, P.(1987), “Choice of employment systems in internal labor markets”,
Industrial Relations, Vol.26, pp.46–67.
29. Ouchi, W.(1980), “Markets, bureaucracies and cla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25, pp.125-141.
30. Park, H., J. Ofori-Dankwa, and D. Bishop(1994),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turnover: Practical and research
implications”, Human Relations, Vol.47, pp.353-366.
31. Park, T., and J. D. Shaw(2013), “Turnover rat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98, No.2, pp.268-309.
32. Powell, I., M. Montgomery, and J. Cosgrove(1994), “Compensation Structure and
Establishment Quit and Fire Rates”, Industrial Relations, Vol.33, No.2, pp.229-248.
33. Price, J. L.(1977), The Study of Turnover, Ames, IA: Iowa State University Press.
34. Shaw, J. D.(2011), “Turnover rat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Review, critique,
and research agenda”, Organizational Psychology Review, Vol.1, No.3, pp.187-213.
35. Shaw, J. D., J. E. Delery, G. D. Jenkins, Jr., and N. Gupta(1998), “An
organization-level analysis of voluntary and involuntary turnover”,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1, No.5, pp.511-525.
36. Shaw, J. D., B. R. Dineen, R. Fang, and R. F. Vellella(2009), “Employee-organization
exchange relationships, HRM practices, and quit rates of good and poor performe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52, No.5, pp.1016-1033.
37. Shaw, J. D., M. K. Duffy, J. L. Johnson, and D. E. Lockhart(2005), “Turnover, social
capital losses, and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8, No.4,
pp.594-606.
38. Shaw, J. D., and N. Gupta(2007), “Pay system characteristics and quit patterns of good,
average, and poor performers”, Personnel Psychology, Vol.60, pp.903-928.
39. Shaw, J. D., N. Gupta, and J. E. Delery(2005),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ary turnover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cademy of

産業關係硏究 제27권 제3호

36

Management Journal, Vol.48, No.1, pp.50-68.
40. Shaw, J. D., E. Kim, and T. Y. Park(2009), Voluntary Turnover, HRM Strageg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oretical extensions, tests, and constructive replication.
Working paper, University of Minnesota.
41. Shaw, J. D., T. Park, and E. Kim(2013), “A resource-based perspective on human
capital

losses,

HRM investment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34, pp.572-589.
42. Siebert, W. S., and N. Zubanov(2009), “Searching for the optimal level of employee
turnover: A study of a large UK retail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52, pp.294–313.
43. Staw, B. M.(1980), “The consequences of turnover”,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ur, Vol.1, pp.253-273.
44. Ton, Z., and R. S. Huckman(2008), “Managing the impact of employee turnover on
performance: The role of process conformance”, Organization Science, Vol.19,
pp.56-68.
45. Trevor, C. O.(2001), “Interactions among actual ease-of-movement determinants and job
satisfaction in the prediction of voluntary turnover”,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4, pp.621-638.
46. Tsui, A. S., J. L. Pearce, L. W. Porter, and A. M. Tripoli(1997), “Alternative
approaches to the employee-organization relationship: does investment in employees pay
off?”,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0, No.5, pp.1089-1121.
47. Williamson, O. E.(1975),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a study in the economics of internal organization. New York: Free Press.
48. Williamson, O. E.(1991), “Economic institutions: Spontaneous and intentional
governance”, Journal of Law, Economic Organization, Vol.7, pp.159-187.

자발적 이직과 조직성과간의 관계: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조절효과(이지운･ 박오원･ 김윤호)

37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Voluntary Turnover and Firm Performance:
Moderating Role of the HRM System
Ji-Woon Lee ･ Owwon Park ･ Yoon-Ho Kim
Previous studies on the moderating rol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HRM) system
on voluntary turnover-firm performance relationship have failed to consider various types
of HRM system.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HRM syst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ary turnover and firm
performance by utilizing two types of distinct HRM systems—“internal” and “market”
systems. The WPS data utilization of 502 Korean companies from 2009 and 2011 reveal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ary turnover and labor productivity is negative and
decelerates as voluntary turnover increases. Furthermore, HRM system significantly
moderated the voluntary turnover and performance relationship; the negative effect of
voluntary turnover on labor productivity was stronger under the internal system than
within the market system as voluntary turnover increases. We further discuss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Keywords : HRM system, voluntary turnover,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ternal
system, market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