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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justice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fashion goods salespersons in department stores and also to figure out
if that effect was affected by demographics such as employment status, job level, and job experience.
For data collection, A survey was conducted to 450 fashion goods salespersons working at the
department stores located in Gwangju city and Jeonju city, Korea from Jan. 13 to Jan. 29, 2015. Data from
404 respondent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o analyze the data, the SPSS 21.0 was used and frequence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two-way ANOVA were conducted.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rganizational justice was divided into two factors as procedural. Interactional justice and
distributive justice and only distribute justice exerted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Second, both two factors of organizational justice exerted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turnover
intention. Third, interaction effects of organization justice and demographic factors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were revealed to be partially significant. Fourth,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was partially different according to demographic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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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에서 백화점 패션제품 판매원들이 받는 신체적·정신적

론

압박감은 여타의 판매원들이 받는 압박감보다 더 클 것
오늘날 패션상품의 유통경로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지

으로 예측된다.

만 아직까지 명성을 지닌 패션업체들이 우선순위로 채

이러한 예측을 반영하듯 최근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판

택하는 유통경로는 백화점인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패

매원들이 백화점보다 높은 급여책정과 아울러 판매실적

션업체들이 자사상품의 유통경로로 백화점을 선호하는

에 대한 부담이 덜한 대형 아울렛 등과 같은 유통채널로

이유는 무엇보다 백화점 입점 후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자리를 옮기는 경향이 늘고 있고, 패션업체들은 백화점에

크게 늘고, 브랜드 홍보효과가 타 소매업태에 비해 크기

파견할 판매원들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Lee, 2013). 따라서 대규

악되고 있다(Yim, 2014). 특히 주시되는 것은 매출에 직

모 백화점들은 패션업체들을 선별적으로 입점 시키는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력직 판매원들의 이직률이 높아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패션업체들 간 백화점

짐에 따라 유능한 판매원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점 경쟁은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백

직원모집과 채용 및 훈련 등 인력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

화점 총 매출의 50% 이상을 패션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의 증가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는 사실(Yoo, Chung & Hwang, 2012)은 또한 백화점

이러한 상황은 백화점은 물론 패션업체가 패션제품 판매

에서 차지하는 패션제품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한

원들의 이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편, 한국의 백화점들은 패션상품을 패션업체로부터 직접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구매하여 판매하기보다는 패션업체들에게 매장을 임대

해야한다는 관점을 야기한다. 즉 그들로 하여금 현재의

하거나 제공해주는 대신 그 매장의 매출 중 일정금액을

직무에 보다 더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

수수료 형식으로 챙겨가고, 판매원의 채용 및 급여지급

다는 것이다. Shin(2008)은 판매원의 직무만족이 고객

등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는 패션업체에게 담당시키는

만족을 유도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목표달성, 즉

경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백화점 판매원들은 대부분 백화점과 입점해 있는 패션

Lee(2011)는 인적 서비스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업체라는 두 종류의 조직으로부터의 관리를 받는 입장

백화점의 경우 자사의 경쟁력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패션제품 판매원들에

판매원의 직무만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

의해 발생되는 매출성과가 백화점에 입점한 패션업체만

면, 패션제품 판매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무에 만족하

이 아니라 백화점의 이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게 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가 대두된다.

는 점에서 이들의 역할에 따른 부담은 배가될 것으로 예

Moorman(1991)은 조직구성원들이 불공정성을 느낄

측된다. 기업의 핵심역량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때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성과저하 및 이직

판매원들에 의해 발생되는 직접적인 매출성과 없이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직무태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조

기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과 직접 접촉

직의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조직구성원들의 직무태도 및

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판매원의 태도와 행동이 중

직무성과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해서도 긍정

요하다는 Kang & Oh(2008)의 주장은 현재 백화점들

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밝혔다. Kwon et al(2012) 역시

이 내수부진 극복과 경쟁우위 달성을 위한 방안들 중 하

조직이 조직구성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게 될 경우 그

나로 판매원의 고객응대 태도와 행동예절 개선에 주력

들은 이러한 공정한 대우를 조직의 호의나 존중으로 받

하고 있는 실제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아들여 이를 되갚는 형태로 조직에 대한 몰입을 증가시

판매원들에게 심리 상담이나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할

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무를 보다 더 만족스럽게 인식

정도의 감정부조화 상태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특히 백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조직구성원들이

화점에서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들은 백화점과 패

조직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인식할 경우 자

션업체라는 두 조직으로부터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점

신들의 직무에 더 만족할 뿐만 아니라 이직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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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fairness) 인식을 의미하며(Greenberg, 1990), 조직구

지금까지 조직공정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조직인사관

성원이 조직으로부터 제공받는 결과물의 절대적 및 상

리와 조직행동분야에서 수행되어져 왔으며, 조직구성원

대적 크기와 가치, 결과물을 배분하는 기준과 절차의 합

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이 조직이나 기업의 성과와 직

리성, 그리고 결과물을 배분하는 의사결정자의 공정한

결되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조직시민행동 등

처리 등에 관해 인지하는 정도를 말한다(Moon et al,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왔다(Lee & Choi, 2004;

2009).

Shin, 2010; Park & Cheon, 2012; Lim, Lee & Lim,

Greenberg(1996)는 조직구성원이 인지하는 조직공

2012; Chung, 2013).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일반 대

정성은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및 상호작용공정성이라

기업 및 중소기업 회사원,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

는 3개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분배공정

으로 해왔으며, 조직유형에 따라 조직구성원이 지각하는

성은 조직의 자원 분배에 대한 구성원의 지각된 공정성

조직공정성에 차이가 있다고 밝혀왔다. 최근 의류학 분

을 의미하고, 절차공정성은 분배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야에서는 주로 패션제품 판매원의 직무만족, 성과 등에

절차에 대한 구성원의 지각된 공정성식을 의미하며, 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탈진감, 이직의도 등에 영향을

호작용공정성은 조직 내 보상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개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인 간의 대우가 얼마나 공정한가에 관한 인식을 의미한

(Choo, Kim & Cheon. 2010, Kang & Lee 2012). 그

다. Greenberg(1996)는 결과적으로 조직구성원이 지각

러나 아직까지 조직이 패션제품 판매원의 직무만족, 직

하는 조직공정성이 그들의 직무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을

무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코자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밝혔다. Lee et al(2004),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더욱이 직무 불만족으로 인

Han et al(2006)은 조직공정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해 최근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조직공정

는 백화점 패션제품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성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백화점과 패션업체라는 두 개

고 밝혔으며, Shin(2010) 또한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의 조직으로부터 관리와 통제를 받으면서 연중무휴로

조직공정성이 그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

근무해야하고, 고객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웃음과

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친절로 대해야 하는 백화점 판매원의 직무 특성에 비춰

한편, Ahn(1999)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직공정성

볼 때 고객만이 아니라 조직이 이들의 직무만족과 이직

에 관련 연구에서 분배공정성은 별도의 차원으로 분류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되나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은 하나의 차원으로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백화점에서 패션제

분류되었으며, 이러한 조직공정성이 조직구성원의 개인

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원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인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식하는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각각 어떠

밝혔다. 그는 또한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이 서로

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이 영향이 패션제품 판매원들의

다른 차원으로 구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두 조직공정

근무형태, 경력 및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구명해

성 유형이 유사한 개념일 수 있으며 응답자들이 의사결

보고자 하였다.

정의 절차적 측면과 공정한 대우 측면을 혼돈했을 가능
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Park et al(2012)은
고객접점 서비스제공자의 조직공정성을 다룬 연구에서
조직공정성을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및 상호작용공

Ⅱ. 이론적 배경

정성이라는 3개 차원으로 분류하였으며, 3개 차원 모두
가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Lim et al

1. 조직 공정성

(20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공정성은 작업장의 여러 양상에 대한 공정성

조직공정성이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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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3개 차원으로 분류하였으나, 직무만족에는 분배

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직무만족은 조직

공정성 차원과 절차공정성 차원만 영향을 미쳤다고 밝

성과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Kim(2005)은 패

혔다. Chung(2013)은 공무원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

션상품 샵 마스터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샵 마스

또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이라는 3

터의 직무에 관한 전문가 의식이 직무만족과 성과에 영

개 차원으로 분류되었으며, 직무만족에는 절차공정성 및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ang et al(2008)는 백화점 판

상호작용공정성 차원, 조직시민행동에는 상호작용공정

매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 관련 연구에서 고객지향

성 차원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성과 역할갈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직

다른 한편, Kwon et al(2012)은 조직공정성 관련 연

무만족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으며,

구에서 조직공정성 지각이 세분화되어 조직공정성이라

Hong et al(2010)는 TV 홈쇼핑업체에서 패션상품 관

는 원래 개념의 의미와 효과가 퇴색되어가는 경향이 있

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

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조직공정성에 관한 연구가 수

구에서 조직문화가 직무만족 뿐만 아니라 직무몰입 및

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조직구성원들이 세분화

이직의도 등 전반적인 조직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된 조직공정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뿐

하였다. 한편, Lee et al(2009)는 내부마케팅 요인인 복

만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의 직무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리후생, 보상제도, 내부커뮤니케이션, 채용․교육훈련

미치는 것은 세분화된 차원의 조직공정성 지각이기보다

및 임파워먼트 등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는 전반적인 조직공정성 지각일 수 있기 때문에 조직공

구명하였다.

정성에 대한 연구의 초점을 전반적인 조직공정성 지각
에 맞추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Kim(2005)은 면세점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적
특성변인과 관련한 직무만족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 특
히 판매원의 근무형태가 정규직인가 혹은 계약직인가에

2.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전반
적으로 느끼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 지각 정도(Spector,
2010)로 정의되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달
성하는데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Kang et al(2008), Lee(2011)
는 판매원의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
가 높으면 고객만족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목
표달성, 즉 매출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직무만족이 기업의 핵심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Oh(2001)는 직무에 만족하는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같

따라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Park
(2006) 또한 패션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직위, 근무분야에 따라 직무만족
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Park(2014)은 백화점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관련요인과 그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으로 연령, 결혼여부, 급
여, 근무기간 및 직위에 따라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차
이가 있다고 하였다.

은 조직에서 계속 일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직률이나

3. 이직 의도

결근율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직무만족이 매우 중요하
다고 보았다.

이직은 조직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있는 개인
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고 조직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들은 크게 환경적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Mobley, 1982). 이직은

선행변인과 인적 선행변인, 혹은 개인적 특성변인으로

크게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되며, 이직

나뉜다(Spector, 2010). Kim(2002)은 패션산업 종사

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조직구성원 자신일 경우 자

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선행변인들 중

발적 이직이라 하고, 해고 등의 이유로 조직에 의해서

하나인 조직구성원 간 직무 관련 의사소통이 직무만족

퇴출을 당하는 것을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한다(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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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이러한 이직은 조직 분위기의 변화, 결근과 지각

인이라는 것과 직무만족은 환경적 변인 또는 조직차원

같은 일탈행위의 감소 등으로 조직 활성화의 원동력으

의 변인과 그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직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백화점 패션제품

이직할 경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점에

판매점포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이직현상의 예측 변인이

서 긍정적일 수 있는 반면, 유능한 직원이 조직을 이탈

이직의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다면 조직은 양질의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백화점 패션제품 판매원을 대

직원 모집과 채용 및 훈련에 드는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상으로 하여 먼저 조직공정성의 차원을 밝힌 후, 다음으

는 점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또한 이직률이 높은

로 전반적인 조직 공정성과 차원별 조직 공정성이 독립

경우 인력에 투자한 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조직구

적으로,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직무만

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한다(Kim, 2005). 따라서

족과 이직의도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조직은 조직구성원의 이직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적으로 구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개연성이 있는 요인들을 미리 파악하고 불필요한 이직

였다.

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한편, 최근 들어 이직의도가 이직이라는 직접적인 행
동을 예측하는 변수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됨에 따라 이
직 자체보다는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이직 의도는 이직이라는 행위에 대한 조직구
성원의 의식적이고 심도 깊은 의향이나 의지를 의미하
며, 직원이 조직과의 고용관계를 그만두려고 하는 생각
과 다른 기업과의 고용관계에 대해 알아보려는 의향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의지로서, 이직에 대한 지각의 마지
막 단계를 말한다(Kwon, 2015).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판매원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판매원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이 이직의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판매원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이 인구통계
적 특성(근무형태, 경력, 직위)과 상호작용

Chung(2010)은 역할갈등과 업무과부하가 이직의도

하여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

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으며, Kwon(2015)은 고성과
자인가 저성과자인가에 따라 이직의도에 차이가 있었으
며, 고성과자의 경우 조직의 전반적인 공정성을 높게 지

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판매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가 인구통계
적 특성(근무형태, 경력, 직위)에 따라 차

각할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Choi(2015)는

이가 있는가?

패션업계 종사자들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이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서도 이직의도에 차이가

2. 용어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조직공정성은 패션제품 판매원들이 회사

있다고 밝혔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 고찰 결과, 우선 조직공정성이

로부터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인식을

직무만족과 몰입 또는 이직의도 등 조직유효성을 설명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Nief et al(1993)의 연

할 수 있는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는 것과 대부분의 연구

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

자들이 조직공정성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았다는 것

한 총 17문항을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및 조직의 유형에 따라 조직공정성 차원이 다르다는 것

매우 그렇다)로 제시하였다. 직무만족은 판매원이 자신

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이 치열

의 직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호의적인 감정으로, 직무의

한 경쟁상황에서 기업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

다양한 측면보다는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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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측정하기 위해 Oh(2009)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Ⅳ. 연구결과

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총 3문항을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이직의도는 현재 직장에서 다른 직

1. 판매원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에 미치

장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단계를 의미하며, 이를 측

는 영향

정하기 위해 Landau et al(1986)의 연구에서 사용되었

판매원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던 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총 3문항을 5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판매원이 인식하는 조

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그 밖에 판매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직공정성의 개념적 차원을 분류하였다.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급여, 근무형태, 경력, 직위 및 근
무시간을 응답하게 하였다.

1) 조직공정성의 차원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용하여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문항이 설명력

조직공정성에 관한 17문항을 Varimax 회전법을 이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북도에 소재한 L백화점과 S백
화점 내의류, 화장품, 신발 및 피혁, 액세서리’부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
비조사결과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중복되거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 문항은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조
사는 2014년 11월 8일부터 11월 26일까지 판매원 45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404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응답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86명(21.3%), 여성이 318명
(78.7%)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 156명(38.6.5%), 30
대 165명(40.8%), 40대 이상이 83명(20.5%)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혼이 188명(46.5%), 미혼이 216명(53.5%)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판매원의 직위는 샵마스터가 131
명(32.4%), 일반 판매원이 242명(59.2%)이였으며, 이
들의 근무형태는 본사소속이 202명(50.2%), 계약직이
189명(46.8%)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판매 경력은
1~5년 미만이 143명(35.4%), 5~10년 미만이 132명
(32.7%), 10년 이상이 129명(31.9%)인 것으로 나타
났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을 이용
하였으며,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도분석, 요인분
석, 신뢰도분석(Cronbach's α), 회귀분석 및 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과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 문항들을 제
외한 나머지 11문항을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1>과 같이 고유치 1.0 이상의 2개 요인이 도출되었고, 2
개 요인의 신뢰도계수는 각각 .92, .93으로 파악되었으
며, 이 두 요인이 조직공정성을 설명한 총 변량은 76.29%
로 나타났다.
요인 1에는 판매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가 판매원을 솔직한 태도로 대하고, 친절하고 사려 깊게
대하며, 업무처리 내용 및 과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
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절차 및 상호작용공정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2에는 판매원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노력, 업무성과, 교육
수준 및 경력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 문항 등
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분배공정성”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구성원들이 조직공정성의 의사결
정의 절차적 측면인 절차공정성과 의사결정의 공정한 대
우 측면인 상호작용공정성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직공정성의 분배공정성은
별도의 요인으로 분류되지만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
정성은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고 밝힌 Ahn(1999)
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공정성이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이라는 3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고 밝힌 Park et al(2012)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조직유형에 따라 조직구
성원이 지각하는 조직공정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
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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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 loadings of organizational justices
% of
variance
Factor Eigen
(% of
loading value
cumulative
variance)

Items

⍺

Factor 1: Procedural · Interactional justice
∙Our company treats employees with frank attitude.

.88

∙Our company treats employees with kindness and consideration.

.87

∙Our Company explains to employees the contents and the process of
business and asks for understanding if necessary.

.85

∙Our company considers employees’ viewpoint and opinion.

.83

∙Our company asks for employee’s opinion in conducting business.

.77

∙ Our company provides opportunities to appeal or challlenge the decision.

.69

6.43

58.46
(58.46)

.92

17.82

.93

Factor 2: Distributive justice
∙Our company rewards the amount of effort I put forth.

.89

∙Our company rewards for the work I have done well.

.86

∙Our company rewards in view of my employment status

.86

∙Our company fairly rewards in view of my academic attainments.

.81

∙Our company fairly rewards in view of experience I have.

.77

1.96

(76.29)

<Table 2>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justices on job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s
Job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s

B

Standard
error

β

t⎼value

Distributive justice

.19

.06

.18

3.04**

-.09

.06

-.10

-1.61

Procedural․Interactional
justice

F값

R2

4.62**

.03

*p<.05, **p<.01, ***p<.001

2) 판매원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판매원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타났다. 이는 백화점 패션제품 판매원이 그들의 능력과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조직공정성을 독립변인으로,

교육 수준 및 성과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들의 직

직무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에 더욱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직구성원이 인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판매원이 인식

식한 조직공정성의 차원들 중 분배공정성이 높을수록 직

하는 조직공정성은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무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밝힌 Han et al(2006)의 연구결

(F=4.62,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공

과와 일치한다. 한편, 절차 및 상호작용공정성 차원이 직

정성이 직무만족을 설명한 총 변량은 3%로 나타났다.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또한 직무만족에 미치는 차원별 조직공정성의 영향을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주시되는 바, 이는 더 나아간 연구

살펴보면, 분배공정성 차원(β=.18, t=3.04, P<.01)만

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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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원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이 이직의도에 미치

3. 판매원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이 인구통계적 특성

는 영향

과 상호작용하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판매원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이 이직의도에 어떠한

판매원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이 인구통계적 특성과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조직공정성을 독립변

상호작용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

인으로, 이직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해 조직공정성을 독립변인, 인구통계적 특성을 조절변인,

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판매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two-way

원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이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

ANOVA를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의한 영향(F=35.4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Table 4>에서 보면, 직무만족에 대한 조직공정성과

으며, 조직공정성이 이직의도를 설명한 총 변량은 15%

인구통계적 특성의 상호작용효과는 근무형태에 따라서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4.14,

이직의도에 미치는 차원별 조직공정성의 영향을 구체

p<.05), 구체적으로 분배공정성이 근무형태와 상호작용

적으로 살펴본 결과, 절차 및 상호작용공정성 차원(β

하여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36, t=-5.56, P<.001)과 분배공정성 차원(β=-.12,

다. 그러나 이직의도에 대한 조직공정성과 인구통계적

t=-2.26, P<.05)모두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화점 패션제품 판매

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에 대한 분배공정성과 근무형태

원들이 인식하는 전반적인 조직공정성이 높을수록 이직의

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Fig. 1>

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직공정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고 밝힌 Lee
et al(2004)과 Kwon(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Table 3>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justices on turnover intention
Dependent
variables
Turnover intention

Independent
variables

B

Standard
error

β

t⎼value

Distributive justice

-.16

.06

-.12

-2.26*

Procedural․
Interactional justice

-30

.05

-.36

-5.56***

F값

R2

35.41***

.15

*p<.05, **p<.01, ***p<.001

<Table 4> The interaction effects of organizational justice and demographic factors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Dependent variables

Interaction

Job satisfaction
(F-value)

Turnover intention
(F-value)

Distributive justice×Employment status

4.14*

.01

Distributive justice×Job level

.00

.43

Distributive justice×Job experience

.46

.90

Procedural · Interactional justice×Employment status

3.24

.87

Procedural · Interactional justice×Job level

.11

.00

Procedural · Interactional justice×Job experience

2.31

1.7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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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는 것과 계약직 판매원들보다 본사소속 판

4.00

3.74
3.73

3.68
JS

매원들의 직무만족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3.35

4.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판매원의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의 차이

2.50

Low

판매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가 인구통계적 특성(근

High
DJ

무형태, 판매경력,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
하기 위해 two way ANOVA와 t-test를 이용하여 판

Permenent worker
Contract worker
DJ Distributive justice
JS Job satisfaction

매원의 근무형태, 직위 및 판매경력에 따른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의 차이를 각각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이

<Fig. 1> Interaction effect of distributive justice and
employment status on job satisfaction

나타났다.
<Table 5>에서 보면, 판매원의 직무만족은 직위
(t=3.59, p<.001), 판매경력(F=8.28, p<.001)에 따라

<Fig. 1>에서 보면, 분배공정성을 높게 지각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판매원의 이직의

본사소속 판매원과 계약직 판매원의 직무만족 차이가

도는 근무형태(t=-4.19, p<.001)에 따라서만 통계적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본사: M=3.74,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약직: M= 3.73), 지각된 분배공정성이 낮을 경우에는

으로 샵마스터(M=3.84)의 직무만족도가 일반 판매원

근무형태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는 비교적 큰 것으로

(M=3.55)의 직무만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판

나타났다(본사: M=3.35, 계약직: M=3.68). 이러한

매원의 판매경력이 많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았으며, 이

결과는 지각된 분배공정성이 높을 경우 판매원들의 직

직의도의 경우 계약직 판매원(M=3.73)이 본사소속

무만족은 근무형태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지각된

판매원(M=3.39)보다 더 높은 이직의도를 지닌 것으로

분배공정성이 낮을 경우에는 근무형태가 이 관계에 영

나타났다.

<Table 5> Difference of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demographics
Demographic factors
Employment status

Job level

Dependent variables
Permanent worker(N=202)
Contract worker(N=189)
t-value
Shopmaster(N=131)
Salesperson(N=242)
t-value
Over 1~less 5 (N=143)

Job experience

Over 5~less 10 (N=132)
10 over(N=129)

Job satisfaction
M(SD)
3.56(.78)
3.699(.78)
-1.68
3.84(.83)
3.55(.72)
3.59***
3.37(.72)
C
3.66(.75)
B
3.86(.78)
A
8.28***

Turnover intention
M(SD)
3.39(.78)
3.73(.82)
-4.19***
3.60(.79)
3.54(.84)
.68
3.44(.87)
3.60(.80)
3.63(.77)

F-value
2.25
*p<.05, **p<.01, ***p<.001
A,B, and C indicat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resulting from the Duncan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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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Ⅴ. 결론 및 제언

며, 계약직 판매원이 본사소속 판매원(M=3.39)보다
본 연구는 현재 백화점 패션제품 판매원들이 백화점

더 높은 이직의도를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패션업체라는 두 조직의 관리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먼저 백화점의 패션제

하에서 매출 실적을 높여야 하고, 백화점이 요구하는 대

품 판매원의 지각된 조직 공정성이 직무만족에 정적인

고객 서비스 매뉴얼에 따라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등 감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

정노동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행변인이라는 것과 지각된 조직 공정성이 직무만족보다

보이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이들의 직무만족과 이직

는 이직의도를 더 많이 설명하는 영향변인이라는 것을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조직공정성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그들의 근무형태와 판매경력 및

실증적으로 구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판매

직위가 독립적으로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

원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각

다는 것과 이러한 인구통계적 특성들이 지각된 조직공

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이 영향이 근무형태, 경력

정성과 상호작용하여 부분적으로 이 두 변인들에 영향

및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공정성은 분배공정성, 절차 및 상호작용공

첫째, 백화점 패션제품 판매원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정성이라는 2개 차원으로 분류되었으며, 조직공정성 요

위해서는 그들이 연중무휴로 근무해야하고, 하루 종일

인들 중 분배공정성을 높게 지각될수록 판매원의 직무

서서 근무하면서 조직과 고객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차 및 상호작

수밖에 없는 직무특성을 고려한 급여책정 및 근무 외

용공정성 요인은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시간수당 지급 등을 통해 그들이 투입하는 노력과 성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 대해 공정한 분배와 보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분배공정성과 절차 및 상호작용공정성 요인이
모두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러한 보상을 통해 조직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는
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커다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백화점

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조직공정성이 높을수록 이직의

패션제품 판매원의 높은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먼저 이

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만족에 미치는 차원별 조직공정성과 인구

직의도를 약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상하 혹은 수평

통계적 특성 변인들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부분적으로

관계에 있는 조직구성원 간 자유로운 의사를 교환할 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직무만족에 대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적극

한 분배공정성과 근무형태의 상호작용효과만 통계적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지각된 분배공정성

으로 보인다.

이 높을 경우 본사소속 판매원과 계약직 판매원의 직무

셋째, 우리나라 패션유통업의 구조적 특성 상 동일한

만족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된 분배

백화점에서 근무하더라도 패션업체에서 파견된 판매원

공정성이 낮을 경우에는 계약직 판매원들보다 본사소속

과 패션업체와 계약한 중간관리업자 소속의 판매원으로

판매원들의 직무만족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직의도에

구분되어 있으며, 전자의 경우 이들의 채용 및 급여 등

미치는 조직공정성 차원과 인구통계적 특성 변인들과의

전반적인 관리를 패션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반면, 후자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 경우 대부분 중간관리업자인 샵마스터가 이들의 채

넷째, 직무만족은 판매원의 지위, 판매경력에 따라 통

용 및 급여를 관리하며 함께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백화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샵마스터의 직무만족

점이라는 근무환경이 동일하더라도 판매원들이 매일 실

이 일반 판매원의 직무만족보다 더 높았고, 판매경력이

질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조직구성원 또는 조직에 따라

많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는

그들이 인식하는 조직공정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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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는 바, 백화점 패션제품 판매원 관리자는 이들의 고

Choi, S. R. (2015).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 공정한 인적관리방안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intent to leave

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고객과 두 조직으로부터 받는

the job among the employee groups of korean

감정적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이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fashion compani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ies. Unpublished

본 연구는 조직유형에 따라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조직공정성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관성

Seoul..

있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백화점에 근

Choo, H. J., Kim, H. S., & Cheon, D. G. (2010). The

무하는 패션제품 판매원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effect of a salesperson`s affectivity and the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

performance stressor on emotional labor at the

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department stores. Journal of the Korean

기업이 패션제품 판매원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3),

를 낮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411-423.

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자료

Chung, E. J. (2003). A study on a model of the internal

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service qu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백화점이라는 유통업태의 패션제품 판매원만을 대상으

Kwangwoon University, Seoul.

로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다른 유통업태의 패션제품 판

Chung, H. S. (2010). Effects of distributive,

매원으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또한

procedural, and interactional justice on trust in

지각된 조직 공정성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를 설명한

supervisor,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변량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추후 기업의 성패를

and

좌우할 수 있는 종업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영향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여타의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University, Gwangju.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다양한 패션 유통업

Chung, S. H. (2013). Impact of perceived organi-

태에 종사하는 패션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공정성과

zational justice on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직무태도 관련연구 및 유통업태 간 비교연구가 필요할

of civil serva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것으로 사료된다. 더 나아가 판매원의 개인적 특성에 따

Society, 13(2), 244-253.

라 직무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감정 및

Han, T. Y. & Kim, W. H. (2006).

Multilevel

성격 등과 같은 개인차원의 변인들과 직무태도 및 행동

investigations of effects of empowerment

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 또한 지속되어야 할 것

and organizational justice(multilevel). Korean

으로 보인다.

journal of management, 14(1), 183-216.
Hong, B. S., Jung, S. H., & Lee, E. J. (2010). The
effect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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