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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find the causality among the factors influential on job and 

workplace satisfaction of university graduates working in real estate industry.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relies on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3) RESEARCH FINDINGS

The findings are summed up as follows; Firstly,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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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hich the intrinsic factor (IF) and the extrinsic factor (EF) are regarded as the 

influential factors on both job satisfaction (JS) and workplace satisfaction (WS), JS 

appears to be determined overall by IF, and in turn, JS turns out to have much stronger 

effect on WS than EF has. Secondly, EF shows only direct effect on WS, and on  the 

contrary, IF has just indirect effect mediated by JS. Finally, IF turns out to exercise 

a lot larger overall influence on WS than EF does.

2. RESULTS

The facts found in this study mean that IF is more important continuous service 

motivator than EF in the case of university graduates working in real estate industry.

3. KEY WORDS 

∙university graduate, real estate industry, job, workplace, satisfaction 

국문 록

본 연구는 GOMS(2010, 2011, 2012)를 활용하여 부동산업 종사 졸 청년들의 직무  직장만족도와 그 

향요인들 간의 인과 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밝 진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  직장만족도

에 한 향요인을 내재 요인과 외재 요인으로 나  때, 직무만족도는 거의 내재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직무만족도

는 직장만족도에 외재 요인보다 훨씬 더 큰 향을 다. 둘째, 외재 요인은 직장만족도에 직 인 향만 주는 

반면 내재 요인은 직무만족도를 매개하여 간 인 향만 다. 셋째, 직장만족도에 한 총 향력은 내재 요인이 

외재 요인보다 크다. 이런 사실들은 부동산업 종사 졸 청년들이 이직 없이  직장에 지속 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해서는 업계가 임 , 고용안정, 복리후생 같은 요소도 요하지만 그보다는 일의 자율성과 사회  평 , 

개인 발 가능성의 진작에 더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핵심어: 졸자, 부동산업, 직무, 직장, 만족도 

Ⅰ. 서론

청년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화, 고착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청년(15-29세) 

실업률은 9개월 연속하여 10%가 넘거나 그에 

근 하고 있는데1), 통계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 16년 동안 청년 실업률이 두 자리 수를 기

록한 것은 2016년이 처음이다. 이 같은 명목 실

업률보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인데,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명

목 실업률과는 무 하게 취업 포기자와 불완  

고용 등을 포함한 체감 청년 실업자는 모두 179

만 명, 비율로는 34.2%라고 발표하여 큰 장을 

일으킨 바 있다2).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

 1) 2016년 4월은 10.9%, 6월은 10.3%를 기록했다(통계청: kostat.go.kr).

 2) 경제연구원,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황과 개선방안, 경제연구원, 2016,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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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못하는 근본 인 이유는 노동시장의 장기

인 구조  수  불균형 문제 때문이다.3) 만성

인 경제침체와 기술 신에 따른 자본의 노동

력 체 같은 요인들로 인해 노동 수요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고령

화, 정년 연장, 베이비부머 에코 세 (베이비부

머 자녀 세 )의 규모 노동시장 진입, 고학력

화 등으로 인해 노동 공 은 꾸 히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재 우리나라의 청년 노동시장은 단순히 

취업률이 낮다는 에 그치지 않는다. 취업을 한 

경우에도 직무  직장 만족도가 낮아 이직률이 

높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혹은 비정규직 고용

자 비율이 차 증가하고 있으며, 일자리 부족으

로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보다 하향 취업하는 경

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년실업의 만성화 시 에 당면하여 

최근 들어 졸자들의 취업 실태, 황, 문제  등

에 한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청년 층 

가운데 특히 졸자에 한 연구가 많은 이유는 

졸 실업자가 고학력 실업자라는 사회  문제의

식에 기인하는 도 있고 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졸자직업

이동경로조사)4)를 통한 자료 확보의 용이성 때문

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부분 

졸자 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반 인 

취업 동향을 분석하고 있을 뿐, 직종이나 산업, 

공 계열 혹은 학과별 근은 아직 매우 희소한 실

정이다5). 이런 사정은 부동산업 종사 졸 청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아직까지 이들의 인  사

항이나 공, 취업 실태(소득, 지 , 취업 안정성, 

사업체의 규모 등), 직장  직무 만족도, 이직 의

사 등에 해서는 거의 탐구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졸 청년 취업자 가운데 부동산업(임

업 포함)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상으로 그들의 

인구학  특성을 고찰하고 직장  직무만족도  

그 향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직장  직무만족도는 취업자가 소신과 비

을 가지고 동일 직장에 지속 으로 근무할지 

혹은 이직할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한 

단기 이며, 가깝게는 취업의 질과 안정성, 멀게

는 고용시장 반과 나라 경제의 구조  안정성

과 직결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업에 종

사하는 졸 청년들의 직무  직장 만족도는 어

떤 수 인지, 그리고 그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

은 어떤 것인지를 악하는 것은 학문의 성격상 

실용과 실제를 지향하는 부동산학의 경우 매우 

요한 심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덧붙여, 이러

한 분석은 직무  직장 만족도를 높여 졸 청년

들이 같은 업종에 지속 으로 종사하도록 유도

하기 해서는 어떤 요인들을 더욱 배려하고 개

선해야 하는지에 한 실제  지침과 근거를 제

공해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이며, 표본

의 크기는 217, 가설 검정의 유의수 은 0.05로 

설정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탐색  요

인분석을 통해 측정지표를 선정하고 확인  요

인분석을 통해 개념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한 

다음 수행하 다. 연구를 한 자료는 한국고용

정보원이 2011년, 2012년, 2013년에 실시한 

<2000, 2011, 2012 GOMS>이다.

Ⅱ. 이론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이론  논의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에 해서는 여

러 학자들의 개념 정의가 있다. 를 들면, Spector 

 3) 송명규, “도시·지역학 공 졸자들의 취업 실태와 문제   개선 방향”,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 제63집, p.91.

 4)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survey.keis.or.kr)에 따르면, GOMS는 매년 년도 학 졸업자 1만 8천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1회 조사

를 실시하는 횡단면 조사로서, 2006년 시작 당시에는 매년 실시하는 패 조사로 설계되었으나, 2012년 이후로는 횡단면조사만 실시되

고 있다. 조사 내용은 졸자의 교육과정, 구직활동, 일자리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개인신상정보  가계배경 등 노동시장 진입  정착

에 향을  수 있는 항목들이다.

 5) 송명규, 개논문,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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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6)는 직무만족을 개인이 맡은 일 자체, 혹은 

그 일의 본성이나 외  감독, 의사소통, 승진기회 

등과 같은 일의 여러 측면에 해 느끼는 만족 혹은 

불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며 Hulin and 

Judge(2003)7)는 개인이 자신의 일에 해 보이

는 다차원 인 심리  반응(즉 인지  요소

(cognitive or evaluative components), 정서

 요소(affective or emotional components), 

행  요소(behavioral components))으로 정

의한다. 그러나 가장 리 인용되는 정의는 Locke 

(1976)8)의 것인데, 그에 따르면 직무만족이란 

“개인의 직무 혹은 직무 경험에 한 평가로부터 

래되는 즐겁거나 정 인 정서  상태”를 말한다.

직무만족을 설명하고 측정하는 이론  배경

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Edwin A. 

Locke(1976)9)의 향범 (range of affect) 

이론으로, 이에 따르면 직무만족은 개인이 자신

의 직무에 해 기 하는 바와 실제로 얻은 바와

의 간극(discrepancy)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다. 둘째는 Frederick Herzberg(1968)10)의 

2요인 이론(two-factor theory) 혹은 동기-

생 이론(motivator-hygiene theory)으로, 이

에 따르면 직무와 련된 만족과 불만족은 만족

의 경우는 동기, 불만족의 경우는 생이라고 하

는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발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동기는 성취감, 인정받음, 승진 기회 등 

개인으로 하여  자신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

도록 추동하는 내  힘(inner force)(Porter, 

Wrench, and Hoskinson, 2007)11), 생은 

보수, 조직의 정책, 직무 감독 등 직무를 둘러싼 

환경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는 Gruneberg(1979)12)와 Cranny, 

Smith, and Stone(1992)13) 등이 제안한 내재

와 외재 요인 이론으로 이들은 직무만족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내재  요인(intrinsic 

factor)과 외재  요인(extrinsic factor)로 구

분했다. 이  Gruneberg(1979)는 내재  요

인은 직무 달성의 인정으로 확보되는 자존심, 성

취감, 직무몰입을, 외재  요인은 보수, 고용 안

정성, 감독, 참여, 역할 갈등, 조직 구조와 분

기 등을, Cranny, Smith, and Stone(1992)

은 내재  요인은 직무자체를, 외재  요인은 보

수, 승진, 동료, 감독을 주된 구성요소로 보았다.

넷째는 Hackman and Oldham(1975, 

1976, 1980)14)이 주창한 직무특성모형(job 

characteristics model)으로, Herzberg의 2

요인 이론이 비록 이후의 연구에 지 한 향을 

미쳤으나 동기  생을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며 모든 조직 구성

 6) Spector, P. E., Job Satisfaction: Application, Assessment, Causes and Consequences, Thousand Oaks, CA: Sage, 

1997, pp.2~4.

 7) Hulin, C. L. and Judge, T. A., “Job Attitudes”, in W. C. Borman, D. R. Ligen, and R. J. Klimoski (eds.), Handbook 

of Psychology: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Hoboken, NJ: Wiley, 2003, pp.255~276.

 8) Locke, E. A., “The Nature and Causes of Job Satisfaction”, in M. D. Dunnette (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1976, pp.1297~1349.

 9) Locke, E. A., op. cit.

10) Herzberg, Frederick, "One More Time: How Do You Motivate Employees?", Harvard Business Review, 1968, Vol.65, 

No.5, pp.109~120.

11) Porter, H., Wrench, J. S., and  Hoskinson, C., “The Influence of Supervisor Temperament on Subordinate Job 

Satisfaction and Perceptions of Supervisor Sociocommunicative Orientation and Approchiability”, Communication 

Quarterly, 2007, Vol.55, No.1, pp.129~153.

12) Gruneberg, Michael M., Understanding Job Satisfaction, London: Macmillan, 1979, pp.130~142.

13) Cranny, C. J., Smith, P. C., and Stone, E. F.(Eds.), Job Satisfaction: How People Feel about Their Jobs and How 

It Affects Their Performance,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92, pp.5~19.

14) Hackman, J. R. and Oldham, G. R., “Development of Job Diagnostic Surve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975, 

Vol.60, pp.159~170, Hackman, J. R. and Oldham, G. R., “Motivation through the Design of Work: Test of a 

Theor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976, Vol.16, No.2, pp.250~279, and Hackman, J. R. 

and Oldham, G. R., Work Redesign, Reading, MA: Addison-Wesley, 1980, pp.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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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이들 요인의 변화에 해 같은 방식으로 반응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실증  측면의 비 을 토

로 제시되었다. 직무특성모형은 조직 구성원 개

인의 만족도와 성과, 그리고 이직률은 직무특성과 

직무태도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개인에게 

주어진 직무가 기술  다양성(skill variety), 과

업 정체성(task identity), 과업 요성(task 

significance), 자율성(autonomy), 그리고 피드

백(feedback)이라고 하는 5가지의 핵심  직무특

성(core job characteristics)을 갖추면 그는 보

람(meaningfulness), 책임감(responsibility), 

직무수행의 결과 인지(knowledge of result)라

고 하는 주요 심리상태(critical psychological 

states)를 얻게 되고 이는 결과 으로 그의 업무성

과와 직무만족도를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이때 개

인이 지닌 지식과 기술(knowledge and skill), 

성장 욕구의 강도(growth need strength), 상황 

만족(context satisfaction)은 직무특성과 심리

상태, 그리고 그 결과를 조 하는 매개변수로 작용

하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 발표된 직무만족의 구성요인

에 한 이론  문헌탐구의 표 인 로는 이

면(2007, 2008)15)을 들 수 있다. 그는 

Gruneberg(1979)16)를 거틀로 삼아 직무

만족 구성요인을 내재  요인과 외재  요인으

로 구분한 다음 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향후

의 국내 직무만족 탐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요인별 

측정도구를 정리․제안했는데, 여기서 내재  

요인은 직무자체와 련된 것으로서 를 들면 

술한 Hackman and Oldham(1975, 

1980)17)의 직무특성모형에서 제시된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요성, 자율성, 그리

고 피드백 등의 요소가 여기에 속하며 외재  요

인은 직무를 둘러싼 환경  요소로서, 를 들면 

SHRM(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의 2006년도 조사결과를 바탕

으로 하는 보상 련 요소, 고용안정과 안 한 근

무여건, 감독  상사와의 계, 동료 계, 승진, 

그리고 기타 요소 등이 속한다18).

본 연구도 Gruneberg(1979)19)의 제안

과 이 면(2008)20)의 선례에 따라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요인을 크게 내재  요인과 외재  

요인으로 구분했는데, 여기에는 논리  측면의 

이유와 실증  측면의 이유가 있다. 우선 논리  

측면의 이유로, 첫째 내재  요인과 외재  요인

은 개념이 단순하면서도 명확하여 이해하기 쉽

다. 둘째, 두 요인은 논리상 첩되는 요소가 없

는 별개의 배타  범주이다. 다음 실증  측면의 

이유로, 특정의 연구에 합하도록 특별히 구축

된 자료가 아니라 본 연구처럼 기왕에 수집된 일

반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의 경우 표본과 그 크기, 

변수(문항), 척도(응답 범주) 등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배경이론과 요인 구분이 단순하

고 명확할수록 실증모형 구축이 용이하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련된 선행연구들은 주제 혹은 

내용 측면의 선행연구와 방법론 측면의 선행연

구로 나 어 볼 수 있다. 주제 혹은 내용 측면의 

선행연구는 다시 부동산 련 졸 청년들의 취

업 실태에 한 연구와 부동산업 직무에 한 연

구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자의 경우 재로서

는 송명규(2015)21)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부동산학을 포함한 도시․지역

학 공 졸자들의 취업 황과 문제  그리고 

15) 이 면, “직무만족의 측정도구에 한 개요와 활용방안”, 인사조직연구, 한국인사·조직학회, 2007, 제15권 제3호, pp.123~186, 이

면, “요인별 직무만족 측정도구의 개요와 활용방안”, 인 자원 리연구, 한국인 자원 리학회, 2008, 제15권 제4호, pp.147~185.

16) Gruneberg, 1979, op. cit., pp.130~142.

17) Hackman and Oldham, 1975, op. cit., pp.159~170 and Hackman and Oldham, 1980, op. cit., pp.95~98.

18) 이 면, 2008, 개논문, pp.151~154.

19) Gruneberg, 1979, op. cit., pp.130~142.

20) 이 면, 2008, 개논문, pp.151~154.

21) 송명규, 개논문, pp.8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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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서 주제  내용 측면

에서는 본 연구와 가장 한 계가 있으며, 

GOMS를 자료로 활용했다는 도 본 연구와 같

다. 그러나 이 연구는 ➀ 2012GOMS만을 사용

함에 반해 본 연구는 3년치 GOMS를 활용하고 

있고, ➁ 연구 상이 도시․지역학 공 졸 

청년임에 반해(즉, 학 공에 이 있음) 본 

연구는 부동산업 종사자(즉, 공을 불문하고 

재의 직업에 을 둠)이며, ➂ 연구 목 이 

졸 청년들의 취업 황과 문제  그리고 개선방

안 검토임에 반해 본 연구는 직무  직장 만족도

이며, ➃ 연구 방법이 교차분석, 분산분석, t-검

정 등 단일 혹은 2변량분석에 치 되었음에 반해 

본 연구는 다변량분석의 하나인 구조방정식 모

형을 활용하고 있다는 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음, 부동산업 직무에 한 연구로는 우수

한 부동산 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조하고자 

직무분석법을 통해 부동산 분야 산학 력 맞춤

교육을 한 교육과정 개발을 시도한 김재환

(2014)22), 세종시 공인 개사들과 개보조원

들을 상으로 감정노동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에 미치는 향을 다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김화순․정재호(2014)23)가 표 이다. 부동

산업 직무의 하  역으로서 부동산업 종사자

의 직업윤리에 한 연구도 종종 발표되어 왔는

데, 를 들면 국내외 문헌 탐구를 통해 부동산 

문직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윤리  태도를 

탐구한 이규열․이창석(2011)24) 등이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업 종사자들의 직무  직장 만

족도에 한 것으로서 그 에서는 김화순․정

재호(2014)25)와 유사하지만 연구 상이 학

을 갓 졸업한 청년들이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

용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부동산 

련 정신 ·심리  태도와 그 향요인들 간의 

인과 계를 규명한 연구들은 방법론 측면에서의 

선행연구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부동산업 계자들의 정신 ·

심리  태도와 그 향요인들 간의 인과 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 과

거에 그런 주제의 탐구 방법은 체로 다 회귀

분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산 통계처

리와 그래픽 기술의 발 에 힘입어 최근에는 훨

씬 더 정교하고 신뢰성 높은 경로분석이나 구조

방정식 모형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표

인 를 들면, 윤리성, 문성, 공감성, 신뢰

성, 유형성, 확신성 등의 요인이 수도권의 부동

산 개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향을 구조방정

식 모형을 통해 분석한 성주한․윤 식(201

5)26), 인터넷 부동산 서비스 품질 구성요인들이 

인터넷 부동산 서비스 웹사이트의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한 최민섭․신종칠(2007)27), 부동산

개발 사 교육 만족도에 향을 주는 과목들의 

인과 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한 성주

한․윤 식(2015)28), 서울 소재 오피스텔의 

가격  공  규모와 그 향 요인 간의 인과 계

를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한 이윤홍(2016)29), 

오륙십  은퇴자들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향

요인들의 향력을 구조방정식으로 근한 김

22) 김재환, “직무분석을 통한 부동산 교육과정 개발”,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9집, pp.231~245.

23) 김화순․정재호, “공인 개사의 감정노동과 직무만족  이직의도와의 계”,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7집, pp.18~32. 

24) 이규열․이창석, “A Study on Occupation Ethics of Profession and Real Estate Business",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1, 제47집, pp.384~404.

25) 김화순․정재호, 개논문, pp.18~32.

26) 김 수․성주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수도권 은퇴계층의 주거만족도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 제60집, 

pp.19~33.

27) 최민섭․신종칠, “인터넷 부동산 서비스 품질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주택연구, 한국주택학회, 2007, 제15권 제1호, 

pp.63~98.

28) 성주한․윤 식,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부동산개발 사 교육의 효과분석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 제63집, 

pp.74~88.

29) 이윤홍, “경로분석을 활용한 서울시 오피스텔 가격 향요인 규명”,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6, 제64집, pp.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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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주한(2015)30), 주거특성이 월간주거비

부담을 매개로 주거만족도와 주거가치 에 미치

는 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한 정병

호․정재호(2015)31), 주택재개발사업의 수행

에서 도심재생정책 조 효과에 따른 주택재개발 

특성이 재정착 요인에 미치는 향을 구조방정

식 모형으로 검토한 박란주․이창석(2011)32) 

등이 있다.

Ⅲ. 자료와 분석 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GOMS 가운데 2010년, 2011

년, 2012년 졸업자를 상으로 하는 횡단면 자

료를 활용하 다.33) GOMS는 경제활동상황, 

직장 일자리, 첫직장 일자리,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학교생활, 재학  경험한 일자리, 취업 

비, 취업 련 교육  훈련, 향후 진로, 인 사

항 등 총 10개 역에 걸쳐 1,13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34),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직

장 일자리  직무  직장 만족도 련 8문항35)

과 표본의 특성 련 8문항36), 취업 상태 련 

3문항37)을 분석에 투입하 다.  

2. 모집단과 표본

GOMS는 매년 8월과 이듬해 2월에 학을 

졸업한 모든 사람을 모집단으로 하며, 이  약 

3%를 표본으로 추출한다. 본 연구는 이들  부

동산업(임 업 포함)계에 취업한 졸업자 부를 

상으로 하므로 본 연구의 모집단은 GOMS의 

모집단 가운데 부동산업 취업자이며, GOMS의 

표본 크기가 체의 약 3%이므로 본 연구의 표

본 크기도 체 졸 청년 부동산업 취업자 가운

데 약 3%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은 본 연구의 표본 특성을 보여 다. 

표는 조사년도, 본분교(응답자의 출신 학교), 

공계열, 학유형, 학소재권역, 성별, 졸업년

도, 연령, 체감월평균 여 등을 체 응답자와 

부동산업 종사자로 나 어 제시한다. 표에 나타

나 있듯이 체 응답자와 부동산업 종사자 간에

는 부분의 변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

는다. 다만 공계열에서 부동산업 종사자는 

51.7%가 사회계열에 속해 체 응답자의 

26.7%를 두 배 정도 과하고 있다. 이는 물론 

부동산업이 부동산학, 경 학, 경제학 등 사회과

학  지식이 요구되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학

유형은 부동산업 종사자의 경우 체 응답자에 

비해 문 졸의 비 이 13.8%가 높은 44.2%

이며, 성별  남성은 여성에 비해 6.4%가 많은 

58.8%이다. 이는 부동산업이 다른 직종에 비해 

학력 요성이 낮고 최소한 졸 청년의 경우 아

직까지는 남성의 선호 역이라는 것을 뜻한다. 

표에 나타난 체 응답자와 부동산업 종사자들

의  다른 두드러진 차이는 연령인데, 표에서 

보듯이 부동산업 종사자가 체 평균에 비해 4.2

세가 많은 31.8세(평균)이다. 이상의 고찰을 요

30) 김 수·성주한, 개논문.

31) 정병호․정재호,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와 주거가치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 제63집, 

pp.256~267.

32) 박란주․이창석, “주택재개발사업특성이 주거재정착에 미치는 향: 도시재생정책의 조 효과를 심으로”,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

회, 2011, 제45집, pp.252~266.

33) 구체 으로 기술하면, 2010goms1_ver.3(150304), 2011GOMS_openm150112, goms2012_open_150420 일이다. 이  

2010goms1_ver.3(150304)는 2010년 졸자를 상으로 하나 2009년 졸업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이에 해서는 <표 1> 참조).

34) 송명규, 개논문, pp.92~93.

35) 8개 문항은 각각 직무 반, 직장 반, 개인 발  가능성, 일의 사회  평 , 일의 자율성과 권한, 임  소득, 고용 안정성, 복리후생제

도 등에 한 5  척도의 만족도이다.

36) 졸업 학의 본교/분교 여부, 공계열, 학유형, 학소재권역, 성별, 졸업년도, 연령 등.

37) 기업체 종사자수, 종사상 지 , 이직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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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 응답자 부동산업 종사자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조사년도

2010 18078 33.1 80 33.3

2011 18299 33.5 74 30.8

2012 18250 33.4 86 35.8

총계 54627 100.0 240 100.0

본분교

본교 51074 93.5 229 95.4

분교 2390 4.4 7 2.9

캠퍼스 1163 2.1 4 1.7

총계 54627 100.0 240 100.0

공계열

인문 5584 10.2 25 10.4

사회 14594 26.7 124 51.7

교육 4167 7.6 5 2.1

공학 13546 24.8 49 20.4

자연 6655 12.2 16 6.7

의약 3725 6.8 4 1.7

체능 6356 11.6 17 7.1

총계 54627 100.0 240 100.0

학유형

문 16632 30.4 106 44.2

4년제 36924 67.6 134 55.8

교육 1071 2.0 0 0.0

총계 54627 100.0 240 100.0

학소재권역

서울권 11649 21.3 44 18.3

경인권 13855 25.4 63 26.3

충청권 8303 15.2 30 12.5

남권 13730 25.1 69 28.7

호남권 7090 13.0 34 14.2

총계 54627 100.0 240 100.0

성별

남자 28640 52.4 141 58.8

여자 25987 47.6 99 41.3

총계 54627 100.0 240 100.0

졸업년도

2009 3078 5.6 11 4.6

2010 18547 34.0 84 35.0

2011 18173 33.3 74 30.8

2012 14829 27.1 71 29.6

총계 54627 100.0 240 100.0

연령(세)        
평균: 27.6, 

표 편차: 5.67

평균: 31.8, 

표 편차: 10.10

체감월평균 여(만원)
평균: 201.0, 

표 편차: 201.4

평균: 207, 

표 편차: 99.5

<표 1> 표본의 일반  특성

약하면, 부동산업 종사 졸 청년들은 타업종에 

비해 상 으로 사회계열, 문 졸, 남성의 비

율이 높고 연령도 4세 가량 많은 편이라 말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표 1>의 부동산업 종사자 240명 

가운데 아르바이트 근로자 5명, 일용근로자 3

명, 무  가족종사자 2명 등 10명을 제외한 다

음, 나머지 230명의 상용근로자(171명), 임시

근로자(18명), 자 업자(41명)  체감월평균 

여가 100만원 미만이거나38) 응답의 신뢰성

이 낮은 13명(이들  일부는 복됨)을 제외한 

217명을 최종 분석에 투입했는데, <표 2>는 이 

최종 표본의 취업 특성을 보여 다. 표에 나타난 

것처럼 부동산업 종사자들이 속한 기업체의 임

직원 규모는 약 30%(29.6%)가 1내지 4명으로 

매우 세한 형편이며, 100명 이상은 38.7%에 

불과하다. 이는 부동산업이 문 자격인 심의 

개인서비스 업종에 가까우며 우리나라에서는 아

직까지 기업형 업소가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것

을 뜻한다.

한편 표본의 종사상 지 는 77%가 상용근

로자, 16.6%가 자 업자로서 다른 업종에 비해 

자 업자가 많은 편이며, 이직의사가 있는 응답

자는 13.8%로서 체응답자의 18.1%보다 매

우 낮은 편이다.

3. 변수와 측정

본 연구는 직장만족도와 직무만족도, 그리

고 이들에 한 향요인인 내재 요인과 외재

요인 등 4가지 잠재변수를 설정하고 이들 사이

의 인과 계를 규명하는 것이 탐구방법의 골자

이다. 이  직장만족도는 ‘직장 반만족도’39), 

직무만족도는 ‘직무 반만족도’라는 단일 측정변

수로 측정한다. 한편, 내재 요인과 외재 요인

은 일의자율성권한만족도, 개인발 가능성만족

도, 일의사회 평 만족도와 임 소득만족도, 

고용안정성만족도, 복리후생제도만족도 등 각각 

38) 비분석 결과, 체감월평균 여가 100만원 미만인 집단은 응답의 일 성이 없거나 모순되는 경향이 뚜렷해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39) 이 지표에 해당하는 질문은 “직무 반에 걸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이며, 나머지 지표에 해당하는 질문들도 같은 형태인데, 를 들면 

일의자율성권한만족도는 “일의 자율성과 권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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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종사자수 종사상 지

계 빈도 퍼센트 계 빈도 퍼센트

모름/무응답 5 2.3 상용근로자 167 77.0

1~4명 64 29.6 임시근로자 14 6.5

5~9명 17 7.8 고용원이 있는 자 업자 12 5.5

10~29명 22 10.1 고용원이 없는 자 업자 24 11.1

30~49명 15 6.9 총계 217 100.0

50~99명 10 4.6 이직의사

100~299명 32 14.8 30 13.8

300~499명 13 6.0 아니오 187 86.2

500~999명 17 7.8 총계 217 100.0

1,000명 이상 22 10.1 참조: 체응답자 54,627명  이직의사가 있는 자는 

18.1%임총계 217 100.0

<표 2> 표본의 취업 특성

<그림 1> 가설

3개의 지표로 측정한다.40) 모든 지표는 그에 해

당하는 질문의 응답 수로 수치화하는데, ‘매우 

그 다’는 5 , ‘그 다’는 4 , ‘잘 모르겠다’는 

3 , ‘아니다’는 2 , ‘  아니다’는 1 으로 산

정한다.

4. 가설

본 연구는 가설로서, 직장만족도와 직무만

족도, 내재 요인, 외재 요인 간의 인과 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설1: 외재 요인에 한 만족도는 직무

만족도에 정(正)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내재 요인에 한 만족도는 직무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직무만족도는 직장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외재 요인에 한 만족도는 직무

만족도를 매개해서 뿐만 아니라 직 으로도 

직장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보조가설: 내재 요인에 한 만족도는 직무

만족도를 매개해서 간 으로만 직장만족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이  보조가설이 의미하는 바를 달리 설명하

면, 내재 요인 만족도는 직무만족도에, 직무만족

도는 직장만족도에 직 인 향을 주지만 내재

요인 만족도와 직장만족도 사이에는 아무런 직

인 인과 계가 없다는 뜻이다.41) <그림 1>은 가설

들을 도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40) 측정변수들을 외재  요인과 내재  요인으로 묶은 기 은 앞서 고찰한 이론  논의와 선행연구들의 례에 따른 것이다. GOMS는 근무

환경만족도, 근로환경만족도, 인사체계만족도(이상 외재  요인)와 인간 계만족도(외재  요인으로 보는 입장과 내재  요인으로 보는 

입장이 혼재) 측정치도 제공하나 탐색  요인분석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아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41) 두 변수 간의 상 계수가 0에 가까우며 인과 계가 유의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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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년도
직무 반

만족도

직장 반

만족도

개인발

가능성

만족도

일의사회

평

만족도

일의자율

성권한

만족도

임 소득

만족도

고용안정

성만족도

복리후생제

도만족도

2010(n=71)
평균 3.5915 3.5352 3.4225 3.4507 3.6620 3.2676 3.5211 3.4789

표 편차 .85486 .90760 1.00941 .84158 .75486 .94048 1.06716 .80816

2011(n=69)
평균 3.5942 3.5217 3.4928 3.3333 3.5797 3.0000 3.3913 3.2029

표 편차 .71371 .67755 .75971 .72084 .71550 .84017 .77112 .77800

2012(n=77)
평균 3.6234 3.5584 3.4416 3.4286 3.5844 3.2078 3.5844 3.3377

표 편차 .74408 .76937 .80285 .83396 .84838 1.0303 1.03047 .91206

총계(n=217)
평균 3.6037 3.5392 3.4516 3.4055 3.6083 3.1613 3.5023 3.3410

표 편차 .76955 .78739 .85997 .80021 .77491 .94613 .96765 .84098

F(p)
F 0.039 0.041 0.124 0.424 0.252 1.552 0.743 1.901

p 0.962 0.960 0.884 0.655 0.777 0.214 0.477 0.152

<표 3> 측정변수들의 조사연도별 기 통계량과 F검정

측정변수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신뢰도

Cronbach알 항목제거시

직무 반 만족도 3.6037 .76955 -.473 .163
0.882

-

직장 반 만족도 3.5392 .78739 -.301 -.080 -

개인발 가능성만족도 3.4516 .85997 -.660 .426

0.832

0.758

일의사회 평 만족도 3.4055 .80021 -.206 -.045 0.827

일의자율성권한만족도 3.6083 .77491 -.574 .822 0.717

임 소득만족도 3.1613 .94613 -.096 -.632

0.822

0.786

고용안정성만족도 3.5023 .96765 -.467 -.197 0.764

복리후생제도만족도 3.3410 .84098 -.007 -.232 0.716

<표 4> 측정변수들의 기 통계량과 신뢰도

Ⅳ. 실증분석

1. 자료 통합과 타당성 검토

본 연구는 세 번에 걸친 횡단면 자료를 통합

하여 분석하고 있다. 세 번의 조사는 동일한 질문

을 담고 있으나 총 2년에 걸친 시차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의 거시경제 여건이나 노동시장 변화 

등의 요인으로 단순 통합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표 3>은 이 세 가지 자료가 하나로 통합 가능한

지를 단하기 한 측정변수들의 기 통계량과 

F검정 결과를 보여 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8

개 측정변수 모두에서 조사가 실시된 3개 연도 

사이에 의미 있는 평균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데, 

모든 측정변수들의 조사년도 간 평균치 차이에 

한 F검정 결과 역시 F값의 최 치는 1.901에 

불과하며 유의확률도 최소 0.152로 단히 큰 

값을 보여 거의 유의하지 않다. 이는 연도와 무

하게 응답자들의 응답 패턴이 거의 동일하며 모

든 측정변수가 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것으로, 3

개의 횡단면 자료를 하나로 통합하여도 별 무리

가 없음을 뜻한다.

2. 측정변수의 검

구조방정식 분석에 투입되는 변수들은 정규

분포성과 충분한 신뢰도가 요구되는데, <표 4>

의 분석을 이를 검하기 한 것이다. 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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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향 방향 잠재변수 표 화추정치 C.R. p AVE
잠재변수 간 

상 계수 제곱

일의자율성권한만족도 ← 내재 요인 0.860 10.845 ***

0.6353
내재 요인과 

외재 요인 간의 

상 계수제곱:0.

5027

개인발 가능성만족도 ← 내재 요인 0.712 - -

일의사회 평 만족도 ← 내재 요인 0.812 10.686 ***

임 소득만족도 ← 외재 요인 0.731 - -

0.6131고용안정성만족도 ← 외재 요인 0.761 10.206 ***

복리후생제도만족도 ← 외재 요인 0.852 10.919 ***

<표 5> 확인  요인분석

주) ***는 p < 0.01임을 의미. 이하 동일함.

가설 경로
경로계수

C.R. p 채택여부
비표 화 표 화 

가설1 외재 요인 → 직무만족도 .116 .132 1.193 .233 기각

가설2 내재 요인 → 직무만족도 .851 .852 6.880 *** 채택

가설3 직무만족도 → 직장만족도 .647 .632 7.074 *** 채택

가설4 외재 요인 → 직장만족도 .382 .424 4.489 *** 채택

<표 6> 제안모형의 가설검정 결과

면, 모든 측정변수들은 왜도의 값이 0.66이

하, 첨도의 값이 0.822 이하로서 거의 정규

분포한다고 볼 수 있으며42), Cronbach알 로 

측정한 신뢰도 역시 0.822 이상으로 상당히 높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8개 측정변수 모두 구조

방정식 분석에 투입하여도 별 무리가 없다고 

단된다.

3. 확인  요인분석

<표 5>는 측정변수와 잠재변수들의 타당성 

검을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를 보여 다. 

표에 제시된 것처럼 모든 측정변수들의 표 화 

요인 재량이 0.7을 넘고, 잠재변수들의 AVE

가 0.5 이상, 개념신뢰도43)가 0.7 이상이므로 

집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잠

재변수 간의 상 계수가 0.5027로서, 가장 작

은 AVE값인 0.6131보다 작으므로 별타당성 

한 갖추었다고 단된다. 마지막으로 잠재변

수들 사이의 가설  계는 선행연구나 상식  

추론을 통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으므로 법칙

타당성을 배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6개의 측정변수와 2개의 잠재변수)은 

바로 구조방정식 분석에 투입되어도 아무런 무

리가 없다고 단할 수 있다.

4. 제안모형 분석과 최 모형 선정

<표 6>은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에 따라 

구축한 구조방정식 모형(제안모형)의 분석 결과

를 보여 다. 모형에서 직무만족도와 직장만족

42) 본 연구처럼 최우도법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경우, 왜도가 2 이하, 첨도가 7 이하일 것이 권고된다(West, S. G., Finch, J. F., and 

Curran, P. J.,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Sage, 2000, pp.56~75).

43)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는 0.97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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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모형 합도

구분 χ2 χ2의 df χ2의 p Q(=χ2/df) RMR SRMR IFI TLI CFI PNFI RMSEA

제안모형 75.464 17 0.000 4.439 0.029 0.0414 0.948 0.914 0.948 0.567 0.126

최 모형 16.547 15 0.347 1.103 0.019 0.0229 0.999 0.997 0.996 0.528 0.022

수용기 참조지수 0.05이상 1≤Q≤3 0.05이하 0.05이하 0.9이상 0.9이상 0.9이상 0.06이상 0.05이하

<표 8> 최 모형의 가설검정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C.R. p 채택여부 R
2

비표 화 표 화 

가설2 내재 요인 → 직무만족도 .980 .933 13.577 *** 채택 0.871

가설3 직무만족도 → 직장만족도 .548 .542 7.325 *** 채택
0.927

가설4 외재 요인 → 직장만족도 .459 .452 6.022 *** 채택

<그림 2> 최 모형

도는 각각 ‘직무 반 만족도’와 ‘직장 반 만

족도’라고 하는 단일지표로 측정된다44). 

표에서 보듯이 가설2, 3, 4는 지지되었으나 

가설1은 기각되었다. <표 7>은 모형 합도를 제

시하는데, 제안모형의 합도를 보면 체 으

로 보아 부분의 지표에 걸쳐 매우 높지만 χ2값

과 Q값, 그리고 RMSEA는 수용기 에 못 미침

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안모형에서 유

의하지 않은 경로(가설1)를 제거한 다음, 상

계가 큰 오차항들 간의 공분산을 하나씩 통제

해 가는 수정모형을 구축하고 이  모든 합도 

지수가 수용기 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가장 양

호한 모형을 최 모형으로 채택하 다. <표 7>

에서 보듯이 최 모형은 모든 수용기 을 충족

할 뿐만 아니라 제안모형에 비해 합도가 한층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8>은 최 모형의 가설검정 결과를 보여

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모든 가설은 단히 유의하

며 결정계수(R2) 역시 1에 가까워 종속변수에 한 

설명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화 경로계수

를 보면 직무만족도는 거의 내재 요인(0.933)에 

의해 결정되며, 직무만족도(0.542)는 직장만족도

에 외재 요인(0.452)보다 더 큰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유의한 계는 실선으

로, 유의하지 않은 계는 선으로 표시한 최 모

형을 도표로 보여 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외재

요인은 직무만족도에는 향을 주지 않고 직장만

족도에만 직 인 향을 주며, 내재 요인은 직

으로는 직장만족도에 향을 주지 않고 직무만

44) 그런데 단일지표의 경우에는 신뢰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값을 0.7 혹은 0.8로 가정하고 측정오차는 ‘(1-신뢰도)×분산’으로, 요인

재량은 1로 고정시켜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 이다(배병렬, 구조방정식 모델링, 도서출  청람, 2011, pp. 371~372 참조). 그러

나 0.7이든 0.8이든 모두 임의 인 값이므로 본 연구는 직무 반 만족도와 직장 반 만족도를 동일 차원에 속한다고 간주했을 때의 

Cronbach알  값인 0.882를 신뢰도로 공통 용하고 직무 반 만족도의 분산 0.575, 직장 반 만족도의 분산 0.709를 이용하여 

측정오차를 각각 0.068, 0.084로 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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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수

종속

변수

직 효과 계수 간 효과 계수 총효과 계수

비

표 화
표 화

비

표 화
표 화

비

표 화
표 화

외재

요인

직장

만족도
0.459 0.452 - - 0.459 0.452

내재

요인

직장

만족도
- - 0.537 0.506 0.537 0.506

내재

요인

직무

만족도
0.980 0.933 - - 0.980 0.933

직무

만족도

직장

만족도
0.548 0.542 - - 0.548 0.542

<표 10> 효과분해

족도를 경유하여 간 으로만 직장만족도에 향

을 다. 

<표 9>는 최 모형 측정변수들의 검정통계량

을 제시하는데, C.R.과 그 유의확률로 단할 때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6가지 계 모두가 단

히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표 화 회귀계수를 보면 

내재 요인의 경우 향의 강도가 개인발 가능성

만족도(0.801), 일의자율성권한만족도(0.758), 

일의사회 평 만족도(0.683) 순으로, 외재 요

인의 경우는 임 소득만족도(0.830), 복리후생제

도만족도(0.752), 고용안정성만족도(0.686) 순

으로 높다. 

<표 9> 최 모형 측정변수들의 검정통계량

잠재변수
향 

방향
측정변수

표 화
회귀계수(C.R.)

내재
요인

→

일의자율성권한만족도 .758(11.782)

개인발 가능성만족도 .801(13.504)

일의사회 평 만족도 .683(10.393)

외재
요인

→

임 소득만족도 .830(13.975)

고용안정성만족도 .686(10.065)

복리후생제도만족도 .752(11.328)

주) 모든 경로는 유의수  0.01에서 유의함. 

<표 10>은 효과분해를 보여 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표 화 총효과 계수에서 최종 종속변수인 

직장만족도에 한 향력이 내재 요인은 0.506, 

외재 요인은 0.452로 내재 요인의 향력이 약

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내재

요인은 직무만족도의 매개에 의해서만 간 으로 

직장만족도에 향을 주는데, 부트스트래핑에 의

한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정 결과, 유의확률은 0.01

미만으로 단히 유의하게 나타났다. 

Ⅴ.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학을 졸업하고 부

동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상으로 이들의 직

무  직장만족도와 그 향요인들 간의 인과

계를 분석했다. 활용된 자료는 GOMS(2010, 

2011, 2012)이며 분석 방법은 구조방정식 모

형, 표본의 크기는 217이었다. 연구를 통해 밝

진 사실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직무  직장만족도에 한 향요인을 내재

요인(개인발  가능성, 일의 자율성과 권한, 일

의 사회  평 )과 외재 요인(임 ·소득, 복리

후생제도, 고용안정성)으로 나  때, 직무만족

도는 거의 내재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직무만

족도는 직장만족도에 외재 요인보다 훨씬 더 

큰 향을 다. 둘째, 외재 요인은 직무만족도

에는 향을 주지 않고 직장만족도에만 직

인 향을 주며, 내재 요인은 직 으로는 직

장만족도에 향을 주지 않고 직무만족도를 매

개하여 간 으로만 직장만족도에 향을 

다. 셋째, 직장만족도에 한 총 향력은 내재

요인이 외재 요인보다 다소 크다. 넷째, 내재

요인은 개인발 가능성만족도, 일의자율성권한

만족도, 일의사회 평 만족도 순으로, 외재

요인은 임 소득만족도, 복리후생제도만족도, 

고용안정성만족도 순으로 큰 향을 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부동산업 종사 졸 청

년들의 직장만족도 제고에서 다음을 시사한다. 

첫째, 직장만족도에 임 ·소득, 복리후생제도, 

고용안정성 등과 같은 외재 요인보다는 직무만

족도가 훨씬 큰 향을 다는 사실은 직장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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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와는 별 계가 없는데. 직장만족도에는 직

무만족도가 더 큰 향을 주므로 취업자들이 직

장에 만족하고 그래서 이직 없이 지속 으로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해서는 보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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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요

하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외재-내재의 2요인 모형에 의존했

는데, 이는 이 모형이 간단하고 명료해서 분석과 

해석이 용이하다는 실제  편리성 때문이기도 하지

만 자료의 제약 때문이기도 했다. 본 연구는 

GOMS를 활용하 는데, 그 때문에 측정변수나 잠

재변수의 설정에서 GOMS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GOMS보다 더 다양하고 심층 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 Hackman and Oldham45)의 직무

특성모형이나 그 응용모형처럼 보다 정교하고 복합

인 모형들도 용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보통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는 그에 합

하게 설계된 매우 정교하고 복합 인 설문조사 

자료가 활용된다. 이런 에서 본 연구는 청년 

부동산업 취업자들의 직무  직장만족도 결정

요인에 한 보다 본격 인 연구에 앞선 일종의 

비  탐구라 볼 수 있다.

45) Hackman and Oldham, 1975, op. cit., pp.159~170, Hackman and Oldham, 1976, op. cit., pp.250~279, and 

Hackman and Oldham, 1980, op. cit., pp.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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