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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의 관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년

이 수 기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의 관

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대

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을 구명

한다. 둘째, 대기업 R&D 인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활동의 수준 차이를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의 상관관계를 구명한다. 넷째,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대기업 R&D 인력이며, 목표 모집단은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의 R&D 인력이다. 본 조사의 자료수집에 

있어 우편조사 및 온라인 설문 시스템(KSDC)을 통한 유의표집을 활용하였으며, 총 300명

이 응답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3.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주요 통계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활용하였으며, 변인 간 관계 구명을 위해 t-test, 

ANOVA,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PROCESS 모형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은 평

균 3.53,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은 3.53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직급, 근속년수, 업무경력, 업종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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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에 따라 남자가 여자보다 혁신적 업무행동의 인식 수준이 높

았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에 비해 40대 및 50대 이상의 인식 수준이 높았다. 직급별로는 

사원/주임급에 비해 차장/수석급 및 부장급 이상이 높았고, 근속년수별로는 2년 이상 5년 

미만 근로자에 비해 15년 이상 근로자가 높았으며, 업무경력별로는 2년 미만 경력자에 비

해 15년 이상 경력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무형식학

습 활동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학력, 직급, 업무경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은 선행변인으로 구안된 직무 도전성, 학습

동기, 무형식학습 활동 등과 각각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인 혁신

적 업무행동 수준과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무형식학습 활동이 .560, 직무 도전

성이 .523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학습동기는 .460으로 중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도전성은 무형식학습 활동과 .550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었으며, 학습동기는 .264로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는 무형

식학습 활동과 .653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

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ROCESS를 통한 매개효과 1단계 분석에서 직

무 도전성이 무형식학습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β

=.258, p<.001), 2단계 분석에서 직무 도전성(β=.249, p<.001)과 무형식학습 활동(β

=.238, p<.01)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 분석에서 직무 도전성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β=.310, p<.001). 즉, 각 단계의 회귀계수가 모두 유의하고 직무 도전성의 회

귀계수 총효과는 직접효과보다 .062(간접효과)만큼 크며, 이러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이 확보되었으므로 직무 도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부분 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ROCESS를 통한 매개효과 1단계 분석에서 

학습동기가 무형식학습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β

=.531, p<.001), 2단계 분석에서 학습동기(β=.299, p<.001)와 무형식학습 활동(β=.238, 

p<.01)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 

분석에서 학습동기가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β=.426, p<.001). 즉, 각 단계의 회귀계수가 모두 유의하고 학습동기의 회귀계수 총효

과는 직접효과보다 .127(간접효과)만큼 크며, 이러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

으므로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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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결론으로는 첫째, 우리나라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 및 무

형식학습 활동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은 연령 측면에서 40대 이상 연령의 인력이 30대 이하 연령의 인력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직급 측면에서 차장 및 수석급 이상이 과장 및 책임급 이하보

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근속년수 또는 업무경력 측면에서도 15년 이상 근속 또는 경

력으로 응답한 인력이 그렇지 않은 인력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은 무형식학습 활동, 직무 도전성 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직무 

도전성은 무형식학습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습동기는 무형식학습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넷째,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직무 도전성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 무형식학습 활동은 매개변인으로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학습동기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 무형식학습 활

동은 매개변인으로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학습이라는 활동을 매개로 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산업 구분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 구분뿐만 아니라 그룹

사가 분류되는 산업분야에 대한 제한, 근로자 수 등을 통제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직무 도전성이나 학습동기가 무형식학습 활동을 매개로 하여 혁신적 업무행동

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매커니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추가적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무형식학습 활동 및 혁신적 업무행동의 선행변인을 탐색한 뒤 구조모형을 실증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무형식학습 활동과 형식학습 활동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연구 모형에 투입

함으로써 직무 도전성과 학습동기가 혁신적 업무행동을 야기하는데 학습의 형식성에 따른 

차이점이 발견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혁신적 업무행동의 결과로 예측되는 창의

적 성과와의 상관 및 영향 관계를 실증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창의적 성과 창출에 무형

식학습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주

목한 무형식학습 활동 증진을 위해 실무적인 개입기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혁신

을 꾀하는 기업은 직무 도전성이라는 심리적 자본이 학습 활동을 통해 조직성과의 자원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을 동기부여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대기업, R&D 인력,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

학  번: 2015-2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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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업 경영 환경의 발생과 저성장기의 지속에 따라 기업의 생존을 가
름하는 필수요소로 혁신이 떠올랐다(전화익, 윤관식, 2014, 이찬 외, 2008; Scott & 
Bruce, 1994). 기업은 이러한 요구에 따라 조직구성원 스스로가 혁신을 도모하고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촉진하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경영의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Johnston & Bate, 2013). 이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조직구성원이 이루어내는 혁신은 조직
의 혁신으로 이어져 조직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게 하는 기반이 되고, 조직을 능
동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Park et al., 
2014; Van de Ven, 1986). 혁신은 조직 내에서 인지되는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의도된 
제품 및 프로세스 등의 결과로 정의될 수 있다(Krause, 2004). 따라서 제품 및 업무 프로
세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발전시키는 근로자 개인의 업무행동은 역동적인 
경영환경 속에서 조직을 성공과 경쟁우위로 이끄는 혁신의 원천이 된다(이찬 외, 2012; 
Yuan & Woodman, 2010). 개인 차원에서는 소속된 조직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조직
의 성과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성, 도입, 활용하는 활동이
며 이를 혁신적 업무행동이라고 지칭한다. 즉, 개인 수준의 혁신은 조직 수준의 혁신을 가
능하게 하는 핵심적 요소이며, 개인 수준 혁신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혁신적 업무행동
이다.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촉진 또는 저해하는 환경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을 구명하고 이들 간의 관
계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종우, 이지우, 백유성, 2007; 
King, 1990; West & Farr, 1989; Zhou et al., 2003).

조직의 혁신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인의 혁신적 업무행동이 중요한 특성을 이루는 직
무 중 하나가 연구개발(R&D)직이다. 이에 따라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R&D 분야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양종곤, 이호준, 2014; Scott & Bruce, 
1994; Ramamoorthy, Flood, Slattery, & Sardessai, 2005; Yuan & Woodman, 2010). 
이정욱과 김진모(2012)의 연구에 따르면 R&D 업무는 고도의 두뇌 집약적인 활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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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목표 및 내용의 모호성이 높으며 업무성과의 측정이 어렵고 장기
성을 가진다. R&D는 전문직의 일종으로, R&D를 수행하는 사람의 아이디어와 지식에 의
존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며, 이러한 R&D 인력의 전문성은 조직의 
성과에 직결된다(이찬, 정보영, 이재은, 2013). 

한편, 국내 대기업 조직은 연구개발비와 인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 국내 대
기업들은 역동적인 경영환경에서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자의 지식, 아이디어, 창의력
과 혁신성 등을 높임고자 혁신 역량에 대한 개입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경쟁력 확보와 관
련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인적자원개발에 다양한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전화익, 윤관
식, 2014). 대기업의 경우 실천공동체(CoP), 세미나, 코칭 및 멘토링 등의 활동에 조직구
성원을 참여시키는데(박종선, 김진모, 2012), 이러한 활동은 대부분 무형식적인 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직에서의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이하 HRD)에 있어 전통
적인 학습 방식은 학습 대상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집합식 교육훈련으로, 통제된 환경
에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집합식 교육훈련과 같은 전통적인 교
육훈련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
직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학습 결과가 실제 업무로 전이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점, 학습자 맞춤형이 아닌 일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갖
고 있다(문세연, 2010; Ellstrӧm, 2001; Rothwell, 2002). 이러한 비판에 따라 일터에서 
발생하는 구성원들의 학습이 실제 업무활동과 별개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는 관점이 생겼고, 일터에서 업무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습이 일어난다는 무형식학습
(informal learn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박혜선, 이찬, 2012).

이렇듯 무형식학습은 개인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
도록 하는 대안이 된다(문세연, 나승일, 2011).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무형식학습
이 학습을 통해 습득하고 형성된 지식이 실제 업무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혁신적 업
무행동을 위해 요구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생산과, 적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를 도출한 바 있다(권중생, 노수근, 2014; 이정금, 손승남, 2014; 전화익, 윤관식, 2014; 
Cross, 2007; Enos, Kehrhahn & Bell, 2003; Johanne Ness & Elisabeth Søreide, 
2014). 이에 따라 무형식학습은 대기업 R&D 인력이 혁신적 업무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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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형식학습 혹은 무형식학습
이 개인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촉진하는 구조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
는 동기 요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Lohman(2005)은 일터학습자의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차원 변인과 
조직차원 변인으로 구분하였고, 무형식학습과 그 영향요인에 대해 연구한 여러 선행연구
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영향요인을 분리하였다(박혜선, 이찬, 2012; 황영훈, 
김진모, 2014, 박종선, 김진모, 2012). 그 중 대표적인 개인차원 변인이 직무 도전성과 학
습동기이다. 무형식학습은 개인이 지식을 습득해나가는 사회적인 과정으로 개인의 특성 
및 의지에 따라 촉진됨을 염두에 둘 때(배을규, 2007), 직무에 대한 도전성과 학습에 대
한 동기는 학습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지향성을 이끄는 변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개인특성 변인 중에서도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는 학
습이 발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학습동기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
습하려는 의지를 갖게 하고,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고, 학습을 통해 성과를 얻게 한다. 지
금까지 무형식학습과 학습동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혁신적 업무행동이라는 
성과까지 확장하여 연계시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반복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도전적 업무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하는 인식의 정도를 대표하는 직무 도전
성은 무형식학습 활동을 촉발시키는 변인이 될 수 있다. 직무 도전성이 혁신적 업무행동
의 선행변인임을 밝힌 연구는 많지만, 도전적 심리가 곧바로 혁신 성과로 나타난다는 논
리적 빈틈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어, 무형식학습 활동이 둘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연
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실증 구명해 볼 필요가 있다.  

종합해 볼 때, 혁신적 업무행동이 개인의 과업부터 조직의 성과까지 넓은 범위를 포괄
하고 있는 개념인 만큼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을 파악하
고 그 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형식학습 활동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를 파
악하고, 무형식학습 활동을 예측하는 변인을 투입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업무 및 
학습에 대한 개인의 심리가 혁신 행동에 까지 이르는 경로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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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
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을 구명한다. 

둘째, 대기업 R&D 인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혁신적 업무행동 및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 차이를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의 
상관관계를 구명한다. 

넷째,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문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문제 1.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은 어떠한가?

문제 1-1. 대기업 R&D 인력이 인식한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은 어떠한가?
문제 1-2. 대기업 R&D 인력이 인식한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은 어떠한가?
문제 1-3. 대기업 R&D 인력이 인식한 직무도전성 수준은 어떠한가?
문제 1-4. 대기업 R&D 인력이 인식한 학습동기 수준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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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대기업 R&D 인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혁신적 업무행동 및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문제 2-1. 대기업 R&D 인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문제 2-2. 대기업 R&D 인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무형식학습 활동 인식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문제 3.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문제 4.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이 매개효과를 갖는가?

문제 4-1.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는 무형식학습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 4-2.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는 무형식학습 활동을 
매개로 혁신적 업무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 4-3.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는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 4-4.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이 갖는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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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혁신적 업무행동

혁신적 업무행동이란 조직구성원 개인의 과업 수행에서 기존과는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
하고, 홍보하며, 실현하는 활동으로 개인과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행동이다(Scott & 
Bruce, 1994). 혁신적 업무행동의 수준은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현실화
의 각 단계를 수행한 정도로, 이 연구에서는 Janssen(2000)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김일천, 
김종우, 이지우(2004)가 번안한 측정도구에 대기업 R&D 인력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나. 직무 도전성

직무 도전성은 직무가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으며 개인이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하는 정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Meyer와 Allen(1988)이 개발한 
도구를 박혜선(2015)이 수정․번안한 도구에 대기업 R&D 인력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학습동기

학습동기는 학습에 대한 개인의 행동을 발생시키고 학습행동의 목적 수준 및 강도를 결
정짓는 내적인 상태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학습동기는 학습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
는 내재적 동기와 학습하는 것이 최종 목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외재적 동기로 구성된
다. 이 연구에서는 Vallerand와 Bissonnette(1992)에 의해 개발된 학습동기척도(AMS)와 
임은미(1998)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김진호(2003)가 개발하고, 이후 김영수(2014)가 
수정·보완한 도구에 대기업 R&D 인력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무형식학습 활동

무형식학습 활동은 조직구성원이 업무 또는 업무 외 활동을 수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무형식적 경험을 토대로 성찰과정을 거치며 능동적으로 필요 지식을 획득하고, 자신의 역
량을 개발하는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Choi와 Jacobs(2011)의 도구를 국내 
기업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번안한 도구에 대기업 R&D 인력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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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혁신적 업무행동

광범위한 국가사회 및 산업분야에서 혁신은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관
점에서 다수의 기업은 조직구성원 중심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Damanpour & Schneider, 2006; Kanter, 1988). 혁신은 조직 개선과 변화 장려를 목적
으로 하는 유용한 아이디어들을 생성하고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단초(initiatives)를 
말한다(Ramamoorthy et al., 2005; Scott & Bruce, 1994; West & Farr, 1989).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는 조직의 특정 부서에서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현장에서 문제를 
처리하거나 예측할 때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 영역의 연구자들은 조직구성
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다루고 있다(De Jong & Den Hartog, 2010; Janssen, 2000; 
Messmann & Mulder, 2012).

가. 혁신적 업무행동의 개념

혁신은 역동적인 경영 환경에서 조직이 효과적으로 경쟁하며 생존하기 위한 기조와 실
천 활동의 일환으로 채택되어 왔다(Peters & Waterman, 1982).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서 직무 수행의 의미가 크게 변화되면서,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직이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한다면 
생존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동을 지속한다면 조직의 가치 하락과 도태를 이끌게 될 것
이다(Amabile, 1997; Drucker, 1989). 혁신은 연구개발(R&D) 현장에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슘페터의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되어 왔다(Romer, 1990). 이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능동적인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Griffin, 
Neal, & Parker, 2007). 능동적 행동이란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상황을 창조
해내는 자기주도적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적극적인 수행의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다(Parker, Williams, & Turner, 2006). 따라서 혁신적 업무행동은 새로움에 대한 강조
에 기반한 특정의 능동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Parker & Collins, 2010). Scott과 
Bruce(1994). Kanter(1988)는 혁신적 업무행동이 암묵지가 존재하는 인간의 마음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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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의 산물인 제품, 서비스, 시장 전략, 프로세스, 그리고 업무 방법과 같은 형태로 설명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West와 Farr(1990)는 혁신을 개인, 그룹, 조직 또는 사회에 이윤을 주도록 설계되어 
채택된 새로운 단위의 아이디어, 프로세스, 제품 또는 절차에 대한 능동적인 창조와 적용
으로 정의하였으며, 혁신적 업무행동을 직무, 부서 단위 또는 조직에서의 새로운 아이디
어, 제품, 프로세스, 그리고 문제해결방식들의 생성과 적용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혁신은 조직성과 달성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프로세스, 문제해결
방안, 그리고 정책 등을 능동적으로 생성 및 개발하여 실용화시키는 조직 수준의 혁신과 
조직구성원 개개인이 담당 과업을 수행하는 업무 행위에 초점을 두는 개인 수준의 혁신으
로 구분할 수 있다(이지우, 김종우, 김일천, 2003).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해 연구자에 따라 개인적 혁신 또는 혁신적 행동(Scott & Bruce, 
1994), 혁신적 직무 성과(Janssen, 2001; Hammond, Neff, Farr, Schwall, & Zhao, 
2011), 현장직무 혁신(Dorenbosch, Engen, & Verhagen, 2005), 일터 내 혁신적 행동
(Carmeli, Meitar, & Weisberg, 2006; Carmeli & Spreitzer, 2009; Yuan & Woodman, 
2010; Vinarski-Peretz, Binyamin, & Carmeli, 2011), 조직구성원의 혁신성(Huhtala & 
Parzefall, 2007), 혁신 관련 행동(Ng, Feldman, & Lam, 2010), 그리고 아이디어의 제안
과 실현(Axtell et al., 2000; Clegg, Unsworth, Epitropaki, & Parker, 2002; Krause, 
2004)등을 포함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용어들을 다
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용어로 혁신적 업무
행동(Innovative work behavior)을 활용하고자 한다. 

혁신적 업무행동은 개인 수준의 혁신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개념으로, 학자에 따라 다
양하게 정의내리고 있다(Janssen, 2000). Van de Ven(1986)은 혁신적 업무행동을 아이
디어를 생성하고 새로운 문제해결방안을 적용하는 행위로 정의하였고, Kanter(2000)는 
혁신적 업무행동을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한 후 
후원자들을 늘려나감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용화시키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Scott와 Bruce(1994)는 혁신적 업무행동이 아이디어의 창출과 실행을 포함하는 과정이라
고 주장하였다([그림 Ⅱ-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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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Scott & Bruce(1994)의 연구모형

Janssen(2000)은 혁신적 업무행동을 조직 또는 개인이 의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 후 홍보를 통해 구현해나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의들
을 종합해 볼 때, 혁신적 업무행동은 조직 또는 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현실
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혁신적 업무행동의 특징

혁신적 업무행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은 갖는다. 첫째, 혁신적 업무행동은 창의
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여겨지기도 하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Rosenfeld & Servo, 
1990). 여러 학자들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정의를 종합할 때 혁신적 업무행동의 시작
이 아이디어임을 알게 된다면 창의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게 될 개연성이 분명히 존
재한다. 그러나 창의성은 제품, 프로세스, 문제해결방식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Amabile, 1996). 반면에 혁신적 업무행동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현업에 적용하고 확산시켜나가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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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념을 의미한다(De Jong & Den Hartog, 2010). 창의성과 혁신성은 새로운 아이디
어에 관련된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다(Amabile, 1988). 그러나 혁신적 업무행동은 창의적 
행동보다 목표지향적이다. 창의성은 특정 목적 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창의적 행동은 혁신적 해결방안의 적용과 실천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창의성은 혁신적 업무행동의 구성요소로 간주될 수 있
다(Amabile, Barsade, Mueller, & Staw, 2005).

둘째, 혁신적 업무행동은 역할 외 행동이다(김종우 외, 2007; Katz & Kahn, 1978). 혁
신적 업무행동은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과업에서 요구하는 수행의 정도를 넘어 새롭고 유
용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그 아이디어를 홍보를 통해 확산 적용시켜 실제적인 결과로 
이끌어내는 개개인에게 주어진 역할 행동의 범위를 초월하는 행동이다. 이렇듯 혁신적 업
무행동은 주어진 역할 행동의 범위의 외적인 내용을 초과하여 수행하는 역할 외 행동이므
로,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촉진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등의 
여러 촉진요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혁신적 업무행동은 직무에 관련된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행동이다. 직무와 직무 외 
수행의 구분은 불명확하며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Parker & Collins, 2010). 그러나 혁신 과정이 분리된, 순차적 단계보다는 비연
속적인 활동으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개인은 언제든지 이러한 행동들의 결합에 관련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Schroeder, Van de Ven, Scudder, & Polley, 1989). 혁신적 
업무행동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수행의 양과 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자발적
이고 임의적인 행동이다(Katz & Kahn, 1978; Janssen, 2000, 2001).

혁신적 업무행동은 선행연구가 갖고 있는 주안점에 따라 서로 다른 정의를 갖고 있으
나, 공통적으로 혁신적 업무행동이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수행하며, 수행의 향상이나 그 
결과로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표 Ⅱ-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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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혁신적 업무행동의 개념

Kanter(1988)

문제를 인식하고 아이디어 선정 또는 해결방안 생성의 단계를 거친 후 
아이디어에 대한 후원을 찾아가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지자와 
연합하여 개인의 아이디어, 프로세스를 제품, 서비스, 공정 등에 
적용시키는 과정

Farr & Ford(1990)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새롭고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생성하여 과업 수행 방법, 과정, 또는 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수행 결과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하는 행동

Scott & Bruce(1994)

개인의 과업 수행 측면과 소속된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방식의 아이디어를 의도성을 갖고 
생성하고 타인의 지지를 얻어서 현실화하는 활동. 즉, 아이디어의 
의도적인 생성, 도입, 그리고 적용의 단계를 갖는 활동

출처: 양종곤, 이호준. (2014).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조직원의 혁신행동에 관한 연구. 한일경상논집, 64, 131-162.

<표 Ⅱ-1> 혁신적 업무행동의 개념

혁신적 업무행동의 다양한 개념 정의를 종합해볼 때, 혁신적 업무행동은 아이디어 생성, 
홍보, 현실화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조직구성원 개인의 과업 수행에서 새롭고 유
용한 아이디어를 개발, 홍보, 실현하는 것을 통해 개인의 과업 수행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Amabile, Conti, Coon, Lazenby, & Herron, 1996; Janssen, 
2000; Messmann & Mulder, 2012). 혁신적 업무행동의 구성개념으로 아이디어 생성, 홍
보, 현실화 등의 세 가지를 제안하는 연구(Janssen, 2000), 기회 탐색, 아이디어 생성, 아
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실현 등의 네 가지를 제안하는 연구(Messmann & Mulder, 2012) 
등이 있다. 

Janssen(2000)은 유용한 신규 아이디어를 발견함으로써 과업과 관련해 일어나는 문제, 
불일치 등의 갈등은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을 촉진하는 ‘아이디어 생성’, 조직 내 지원 가
능 인적자원과 아이디어에 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의사소통하는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지를 얻어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업무 활동에 포함시키는 ‘아이디
어 현실화’ 등으로 구성개념을 나누었다.  

Messmann과 Mulder(2012)는 혁신적 업무행동의 세부 활동들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발
생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네 가지 구성개념을 설명하였다. ‘기회 탐색’은 변화와 개선을 
위한 기회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아이디어 생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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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작업 방법이나 도구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
다. ‘아이디어 홍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고 승인을 얻어 조직구성
원들이 혁신적 아이디어에 열정적일 수 있게 만드는 활동을 의미하며, ‘아이디어 실현’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유용한 응용 프로그램으로 변모시키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작업 환경에 도입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된
다(Janssen, 2000; Kanter, 1988; Messmann & Mulder, 2010; West & Farr, 1989). 

다. 혁신적 업무행동의 선행변인

혁신적 업무행동의 선행변인으로 개인 수준의 변인과 조직 수준의 변인이 있다(Stock, 
2015). 개인 수준의 변인은 내적심리 변인, 학습 관련 변인, 과업 관련 변인 등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는데, 내적심리 변인에는 모호함에 대한 인내, 인내심, 독립심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학습 관련 변인에는 개인학습지향성, 다면적 사고방식 등이 포함되며, 과업 관련 변
인에는 직무 도전성, 직무 자율성, 업무 피드백 등이 포함된다. 조직 수준의 선행변인으로
는 제도 및 환경 관련 변인으로 조직 분위기, 규모 등이 있으며, 관계 관련 변인으로 변혁
적 리더십이 대표적으로 연구되고 있다(<표 Ⅱ-2> 참조).

구분 혁신적 업무행동 선행요인 연구자

개인

내적 
심리

모호함에 대한 인내, 위험선호 성향 Howell & Higgens(1990)

독립심, 자신감, 지능, 창의성 Kirton(1988)
모호함에 대한 인내심, 위험 선호 성향, 독립심,

자신감, 창의성, 다면적 사고방식
김해룡, 양필석(2008)
김일천, 김종우, 이지우(2004)

학습

관심의 폭, 다면적인 사고방식, 능력(지식, 기술) Amabile(1988)

개인 가치, 현재 능력 Choi & Price(2005)
혁신에 대한 지식 Damanpour(1991)

자기분야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기술 송정수, 양필석(2008)

개인 학습지향성 공혜란(2013)

과업

직무의 불확실성, 직무 자율성 Oldham & Cummings(1996)

직무 도전성, 자율성, 전략적 집중 De Jong & Kemp(2003)

업무에 대한 피드백 송정수, 양필석(2008)

(표 계속)

<표 Ⅱ-2> 혁신적 업무행동의 선행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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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혁신적 업무행동 선행요인 연구자

조직

제도 
및 
환경

의사결정과정의 참여, 별도의 보상, 사전교육,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적극(지속)적 개입,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조직분위기 조성, 비용절감 및 
위험수용 접근, 정보와 아이디어 공유 풍토

Kanter(1988)

혁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 적절한 보상 Davila, Epstein, & Shelton(2006)
원활한 의사소통 Damanpour(1991)

직무설계, 혁신행동을 촉진하는 HRM 시스템 Dorenbosch et al(2005)
창의력을 도전적인 직무로 지적인 압력을 제공하는 

조직의 분위기
Amabile et al.(1996)

혁신행동에 대한 긍정적 보상체계 김성국, 백영미(1998)
조직의 비전 및 목표 제공, 직원들의 이해 및 

직무교육 추진
조세형, 윤석천(2009)

조직의 경쟁압력, 작업환경의 불확실성, 조직구성원의 
위기의식

Cooper(1984)

조직 규모, 연령 King(1990)
조직이 보유하는 여유자원의 정도 Staw(1990)

관계

변혁적 리더십

Howell & Higgens(1990)
임준철, 윤정구(1999)
이화용(2004)
윤대혁, 정순태(2006)
유영식, 심덕섭, 양동민, 허영호,
박성수(2009)
문계완, 최석봉, 문재승(2009)

참여적 및 호혜적 리더십 스타일, 관계지향적인 리더십 Kanter(1983)
지원적 감독스타일, 비통제적 감독스타일 Oldham & Cummings(1996)

상사의 인정 송정수, 양필석(2008)

상사-부하 교환관계
Basu & Green(1997)
Janssen(2005)

출처: 공혜란(2013) p.36, Stock(2015) pp.577-578 등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정리

라. 혁신적 업무행동의 측정

Scott과 Bruce(1994)는 북미 소재 기업 R&D 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혁신적 업무
행동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Kanter(1988)의 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개발된 이 도구는 조
사 대상자들의 관리자가 소속 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을 7단계 Likert 척도로 측정하
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일치도 계수()는 .89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Janssen(2000)은 Scott과 Bruce(1994)의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혁신적 업
무행동을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현실화 3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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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총 9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는 .95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이는 혁신적 업무행동을 다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려는 새로운 시도였는데, 기존의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는 혁신적 업무행동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이 모두 밀접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Scott & Bruce, 
1994). 반면에 Janssen(2000)이 혁신적 업무행동을 다요인으로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혁신적 업무행동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이 각각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는 주장을 따르게 되었다. Krause(2004)는 아이디어 개발, 아이디어 
실행 2개 요인으로 혁신적 업무행동을 구분했고, De Jong과 Den Harog(2010)은 혁신적 
업무행동을 문제 인식,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옹호, 아이디어 실현 4개 요인으로 구분
한 바 있고, 의 구조로 다룬 바 있다.

김일천 외(2004)는 병원, 제조업,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한 산업영역 33개 조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Janssen(2000)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혁신적 업무행동
을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현실화 3개 요인으로 구분하는 9개의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는 .74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분 Scott & Bruce(1994) Janssen(2000) 김일천 외(2004)

조사 대상
북미 소재 기업 R&D

인력 172명
네덜란드 소재 식품기업 
보조직군 근로자 170명

다양한 산업영역 33개 
조직구성원 1,327명

문항 구조

단일 요인, 6개 문항 3개 요인, 9개 문항 3개 요인, 9개 문항

-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현실화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현실화

응답
범위

7단계 Likert
완전 부정(1) ~
완전 긍정(7)

7단계 Likert
완전 부정(1) ~
완전 긍정(7)

7단계 Likert
완전 부정(1) ~
완전 긍정(7)

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 .89 .95 .74

<표 Ⅱ-3> 혁신적 업무행동의 측정도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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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혁신적 업무행동은 조직구성원 개인의 과업 수행에서 기존과는 다른 아이디어
를 생각하고, 홍보하며, 실현하는 활동으로 개인과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행동이다(Scott & 
Bruce, 1994).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Janssen(2000)이 개발하고 김일천 외(2004)가 번안한 도구를 이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
여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현실화 3개 요인으로 총 9
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의 반응범위는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직무 도전성

가. 직무 도전성의 개념

직무 도전성(Job challenge)은 개인의 직무 특성으로서의 도전성을 개념화하는 경우와 경력
개발 측면에서 도전적인 직무 경험을 개념화하는 경우 등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도전적인 성격을 직무 특성의 일부로 보는 관점이다. 개인이 수행하는 과제의 집합
을 뜻하는 직무는 개인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 성취의 수준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
한 특성을 직무 특성이라 한다. 직무 특성에 관해 초기 연구를 시작한 Hackman과 
Lawler(1971)는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자율성, 피드백 등의 구성요인이 직무 특
성을 좌우한다고 보았다. Hackman과 Oldham(1980)은 여기에 과업 중요성을 추가하여 5
개의 요인을 갖는 직무 특성 이론(job characteristics theory)을 제시하였다. 이후 직무 특
성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 되었으며,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해 최근에는 직무 도
전성, 역할 모호성 또는 명료성 등의 직무 특성과 함께 조직 관계성 등이 관련 변인으로 
언급되고 있다(박재민, 정승용, 2011; 박혜선, 2015). 일부 연구자들은 직무 도전성을 개인
이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정신적 능력으로 이해했으며, 개인과 직무 간 관계에서 
결정되는 일종의 특성으로 여겼다(백지영, 2016). 특히 직무특성의 질적인 측면과 밀접하
게 관련이 있는 속성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직무 도전성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체감하는 
수준이 다른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명시하였다(Brown & Peterson, 1994; Medford, 1986).

둘째, 경력개발 측면에서 도전적인 직무 경험(challenging job experiences)으로 해석하
는 실천적 관점이다. 도전적 직무 경험은 관행에 따르는 과업 전략이나 방법론이 불충분하
여 새롭게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험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이재은, 이찬, 2016; Dav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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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erby-Smith, 1984). 도전적 직무 경험은 조직구성원에게 학습동기 또는 기회를 제공
해주는 직무 특성을 포함하며, 광범위한 지식, 기술, 통찰력, 가치 등을 개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De Pater et al., 2009). 즉, 이때 강조되는 직무 도전성은 직무 본연의 내
재적 특징으로써 도전적 성향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직무수행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
을 유인하는 성향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백지영, 2016; Staines & Quinn, 1979). 

다수의 연구에서 경력개발을 위한 업무 경험의 질이 중요하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다
(Benschop et al., 2001; Tolich & Briar, 1999; Woodall et al., 1997). 특히, 도전적 직
무 경험은 개인의 경력 향상에 지대한 기여를 하며(McCauley et al., 1994), 직무에서의 
도전은 ‘난해함과 자극의 수준’, ‘문제해결 및 위험과 불확실성을 안고 선택을 하는 동적인 
상황에 봉착한 상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성과 기대치를 충족해야하는 상황’ 등으로 개념
화 되어 왔다(McCauley et al., 1999). McCauley 외(1999)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전
적인 직무의 측면을 직무 전환(job transitions), 변화 조성(creating change), 고수준의 책
임(managing at high levels of responsibility), 권한 외 영향력 발휘(managing 
boundaries), 다양성 대처(dealing with diversity) 등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직무 
전환은 기존의 전략과 틀 등이 적합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과 과업을 마주하는 상황을 의
미한다. 둘째, 변화 조성은 조직을 개편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직을 새로운 방향으
로 이끄는 것과 관련된 결정과 행동 등의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셋째, 고수준의 책임
은 높은 수준의 책임 하에 경영관리를 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높은 이해관계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증가된 가시성과 효과 만들어내는 기회를 특
징으로 한다. 넷째, 권한 외 영향력 발휘로, 이 경우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직원들과 협력
해야 하며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협력 관계를 얻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한다. 다
섯째, 다양성 대처는 조직구성원들이 상이한 관점에서 비즈니스 및 작업장 문제를 학습하
게 하며, 그것들을 이해하는 데 곤란이 존재하더라도 대처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이재
은, 이찬, 2016; McCauley et al., 1999). 

직무 도전성에 관련된 국내의 연구에서 김혜경(1988)은 직무 도전성을 직무수행자의 지
식, 기능, 능력이 그 직무로 인하여 사용되고 증가된다고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는  직무도전성이 개인 특성 변인들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직무도전성이 
직무관련 태도인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
되었다. 김혜경(1988)은 ‘도전성’ 이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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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부족함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였다. 또한 박재민과 정승용(2011)은 국내 공공연구
기관 연구원의 조직몰입 및 경력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개인적 속성, 직무 및 
역할 특성, 조직 특성 및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 등이 연구원의 직무태도, 즉 연구개발노
력과 경력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 도전성의 주요 개념을 
직무의 복잡성, 직무 수행 시 개인의 의사 반영 수준,, 직무의 신선도 또는 흥미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박혜선(2015)은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전문성 정체와 개인 및 조직 수준 
변인의 위계적 관계를 구명하고자 하였으며, 직무 특성의 일환으로 직무 도전성과 역할 모
호성을 투입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직무 도전성은 직무 전문성 정체에 부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에 대한 도전성을 낮게 인식할 때 직무 전문성이 정체될 수 
있음을 밝혔다. 백지영(2016)은 직무 도전성을 현재 수행 중인 과업으로부터 도전감을 느
끼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적인 생산 활동이 수반되며, 자신의 전문지식이 현재의 업무
와 상응하는 등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직무 도전성의 개념을 종합 제시하면 다음<표 Ⅱ-4>와 같다. 

연구자 개념

Staines & Quinn(1979)
직무 그 자체가 지닌 도전적 성향. 반복적이지 않고 개인의 능력
개발 의지를 유인하는 정도

Kraut & Ronen(1975) 개인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는 정도

Walsh, Taber, &
Beehr(1980)

직무특성을 이루는 행동적 요인과 연관된 심리적 상태로써 직무
다양성, 직무자율성과 연관

Medford(1986)
개인이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정신적 능력이자 개인-직무간 
관계에서 결정되는 특성.
직무의 질적 측면과 관련성이 있으며 상대적인 개념

Brown & Peterson(1994)
개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료와의 선의의 경쟁을 즐기며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의 근거. 직무도전성은 상대적 개념

Meyer & Allen(1988) 업무가 지닌 도전성과 흥미의 정도

김혜경(1988)
직무수행자가 해당 직무로 인하여 향상될 것이라 기대되는 지식,
기능, 능력의 정도. 개인차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

박재민, 정승용(2011)
직무복잡성, 직무수행에 있어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와 
직무가 새롭고 흥미로운 정도를 포함한 개념

Amabile et al.(1996)
직무수행 과정 중에 창의성을 촉진하는 등 당사자로부터 긍정적인 
자극으로 받아들여지는 적당한 수준의 업무 스트레스.
지속적이면서도 과중한 업무부담과 구별됨

출처: 백지영. (2016). 직무도전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매개효과 검증연구: 정부
출연연구기관 A의 위촉연구원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표 Ⅱ-4> 직무 도전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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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인력은 다른 직군에 비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높고, 자신의 직무
가 도전적이며 가치가 있다고 인식할 때 스스로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만족하게 된다
(Pratt & Ashforth, 2003). 직무 도전성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직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자극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의 적당한 직무 도전성을 
부여할 경우 직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Amabile et al., 1996). 따라서 전문가적 지향성
이 높은 R&D 인력이 도전적인 직무를 마주하지 못하게 되면 직무성과가 감소할 수도 있
다(유피터, 양해술, 2007). R&D 인력이 자신의 업무의 난이도와 특수성이 높다고 인식할
수록 전문성은 높아지고, 반면에 자신의 직무가 반복적이며 일반적인 쉬운 업무라고 인식
할수록 전문성 개발에 대한 동기가 감소하게 된다(신원부, 2012).

나. 직무도전성의 특징

직무 도전성은 심리적 상태, 기대되는 역량의 정도, 성취감의 자각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고, 많은 연구를 통해 직무 특성의 일부로 다루어져 오면서 제한된 연구주제 
범위 안에 있었다. 또한 개별적인 변량을 갖는 독립변인으로서의 탐색이 부족하다는 지적
도 존재한다(백지영, 2016). 그러나 직무 특성에 포괄되면서도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의 유
력한 예측변인으로 지목되면서 다수의 질적 연구가 축적되어 직무 도전성에 대한 일반론
적인 공통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직무 도전성은 조직구성원 개인에게 인식된 심리적 자본으로서 수준의 상대성을 
갖는다. Brown과 Peterson(1994)은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동료들과 선의의 경
쟁을 하며 성과 향상을 도모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면서, 개인에 따라 경쟁심 자극의 유
발요소인 직무 또는 과업이 타인에게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인식되는 
등 상대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Walsh 외(1980)는 직무특성을 행동적 요인과 
정보적 요인으로 범주화하며 다양한 직무를 가진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 특성을 행
위적 요인과 정보적 요인으로 구획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Walsh 외(1980)는 직무 도전
성을 행동적 요인과 연결된 심리적 상태로 보았고, 직무 다양성 및 직무 자율성과 직무 
도전성이 유의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직무 도전성은 개인 직무 특성의 일종으로 여타 직무 특성과 질적인 연관 및 양
적인 상관관계를 유지한다. 직무 특성에 대한 기념비적 연구를 수행한 Hackma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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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ler(1971)는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자율성, 피드백을 구성요인으로 설정하였고, 
이후 연구자들은 직무특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직무 자율성, 직무 참여도, 개인-직
무 적합성, 직무 도전성, 직무 중요성 등을 추가하여 연구하였다(이기은, 박경규, 2002; 
박재민, 정승용, 2011; Ganster, 1989; Hackman & Oldham, 1980). Bardwick(1986)은 
직무 도전성이 직무능력 수준의 저하, 조직구성원들의 부정적인 태도 유발 등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Amabile 외(1996)는 직무 도전성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소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촉진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성과 향상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직무 도전성을 지나친 수준의 업무 스트
레스와는 구분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직무 도전성이 창의성과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직무특성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셋째, 직무 도전성은 다양한 산업 분류 및 직무나 직급, 직위 등에 광범위하게 존재하
며, 시기, 장소, 환경 등에 따라 유동성을 보인다. 특히, R&D 인력은 직무 관련 전문지식
과 기술을 추가적으로 습득하였더라도 이를 어떤 일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해야하는지를 
알 수 없을 때 도전감에 대한 정체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박혜선, 2015), 이러한 특성
은 직무 도전성의 유동적 특징을 대변한다. 즉, 한 개인이나 특정 직무에서 직무 도전성의 
수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시기, 장소, 환경 등 복합적인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변
화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다. 직무 도전성의 측정

직무 도전성이란 직무가 복잡한 정도와 새로운 업무가 제공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Meyer와 Allen(1988)을 시초로 직무 도전성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Meyer와 
Allen(1988)은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정도를 직무 도전성으로 정
의하고 직무 도전성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박재민과 정승용
(2011)은 Meyer와 Allen(1988)의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R&D 인력의 직무 도전
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고안하였다. 이는 과업이 복잡한 정도, 과업 수행에 있어 개인의 독
창적 판단 반영 정도, 과업이 새롭고 흥미로운 정도로 구분하여 직무 도전성을 측정한다.

Zeitz, Johannesson과 Ritchie(1997)는 제조업 근로자 288명, 비영리 서비스 대리점 근
로자 123명, 학사 및 석사 취업자 475명 등 총 88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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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5단계 Likert 척도로 측정하는 45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를 통해 5개 요인 24개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5개요인 중 직무 도전
성에 대한 5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는 .86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Preenen, Verbiest, Van Vianen과 Van Wijk(2015)은  De Pater 외(2009), Preenen, 
De Pater, Van Vianen과 Van Wijk(2011)와 Preenen, Van Vianen, & De Pater(2014)가 
사용한 직무 도전성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파견근로자 722명이 인식하는 직무 도전성 수
준을 측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단일 요인 6개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하였으며, 내적일치도 계수()는 .75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혜선(2015)은 36개 대기업의 R&D 인력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Meyer
와 Allen(1988)의 도구를 국내 대기업 R&D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번안하여 직무 도전성
에 대한 3개 문항을 5단계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는 .70으로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분 Zeitz et al.(1997) Preenen et al.(2015) 박혜선(2015)

조사 대상

제조업 근로자 288명,
비영리 서비스 대리점 

근로자 123명,
학사 및 석사 취업자 
475명 등 총 886명

파견근로자 722명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 

270명

문항 구조 단일 요인, 5개 문항 단일 요인, 6개 문항 단일 요인, 3개 문항

응답 범위
5단계 Likert

완전 부정(1) ~
완전 긍정(5)

5단계 Likert
완전 부정(1) ~
완전 긍정(5)

5단계 Likert
완전 부정(1) ~
완전 긍정(5)

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 .86 .75 .70

<표 Ⅱ-5> 직무 도전성의 측정도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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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직무 도전성은 직무가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으며 개인이 스스로 능력
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하는 정도이다.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Meyer와 Allen(1988)이 개발한 도구를 박혜선(2015)이 대기
업 R&D의 상황에 맞게 수정․번안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단일 요인으로 총 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의 반응범위는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학습동기

가. 학습동기의 개념

학습과 동기부여는 인간의 행동 중 매우 복잡한 심리적, 행동적 영역이다. 사람들은 자
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며, 배우려는 의지는 여러 가지 결정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
업교육, 성인교육 분야에 있어 학습과 동기부여 요소 간 관계 설정은 많은 관점과 견해가 
존재한다. 일부 선행연구들에서 동기부여는 학습과 학문적인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
이라고 여겨지고 있다(Law, Lee, & Yu, 2010; Lynch, 2006). 학습은 ‘인간 행동의 계획
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인간 행동은 모종의 자극에 대한 신체적 반응을 수반
하는 심리적 개념이고, 계획 및 변화는 교육과 학습의 목적성을 나타낸다(정범모, 2009). 
동기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행동의 방향, 지속성, 강도를 결정하
는 주효한 요인이 된다(김영수, 2014; Kleinginna & Kleinginna, 1981). 동기는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정도로 정의 될 수 있으며, 학습 동기는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Johns, 1996). 종합하여 볼 때, 학습동기란 
학습에 대한 개인의 행동을 발생시키고 학습행동의 목적 수준 및 강도를 결정짓는 내적인 
상태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동기는 본질적으로 개인에 의해 결정되나 상황적, 맥락적 변수 및 환경 요인으로 인한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Amabile, Hill, Hennessey, & Tighe, 1994; 
Ryan & Deci, 2000). 이에 다수의 학자들은 학습동기를 학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내재
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학습하는 것이 최종 목표 성취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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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재적 학습동기

첫째, 내재적 학습동기는 외부 환경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두며, 일반적으로 개인의 태도
와 기대, 목표 및 감정 등을 포함한다. 내재적으로 동기 부여 된 행동의 결정 요인은 시간
에 따라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 우연한 사건(situational contingencies), 
동기 부여 과정 및 수행 과정(motivational & performance processes), 성과(outcomes)
이며, 각 요소는 개인의 활동 경험과 이후의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Harackiewicz, 
Abrahams, & Wageman, 1987; Law et al., 2010). 

내재적 학습동기는 개인의 태도와 기대, 목표와 감정 등에 관련되어 있다. 내재적 동기
는 학생과 학습 과업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기인 한다(Dev, 1997). Vroom(1964)의 기대 
이론에 의하면, 동기는 세 가지 요인의 곱의 함수로 표현되며, 그것은 각각 자신의 노력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 할 것이라는 기대(expectancy), 성취 기대치가 충족되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는 정도인 수단(instrumentality), 개인이 결과 보상에 대해 갖는 가치인 유의
성(valence)이다. 내재적 학습동기는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만족
감을 얻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별도의 외적 보상이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조직구성원의 목표는 개인의 수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성취 
목표는 특정 환경에서 성취 행동의 목적을 반영한다. 학습 상황에서 숙달된 목표를 추구 
할 때, 학습자의 목적은 타인에 대비해 자신의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하는 것
이다(Harackiewicz, Barron, Tauer, & Elliot, 2002).

2) 외재적 학습동기

외재적 학습동기는 내재적 학습동기와는 대조적으로 본연의 학습이 아닌 학습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한다. 즉, 보상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하는 행동을 외재적 동기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Deci & Ryan, 1985). 외재적 학습동기는 학습 그 자체를 목적으
로 하지 않고 학습을 통해 외적인 보상을 얻고자 하거나 학습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
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학습을 의미한다(김영수, 2014; 박현주, 2016; 
Brophy, 2004). 외재적 학습동기는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타율적 외재적 동기와 자
율적 내재적 동기로 나뉜다(김영수, 2014). 

첫째, 타율적 외재적 동기는 외부의 압력 또는 보상과 같은 자극으로부터 부여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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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말한다. 동기 부여 이론 중 주류이론 중 하나인 강화 이론은 행동과 그 결과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다(Skinner, 1969). 역량에 대한 피드백과 인정의 가정은 어느 정도의 외적
인 수행 평가를 의미한다. 수행 평가의 기대 효과는 학생들의 동기 지향과 과제 수행 중 
과제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동기 부여 과정은 이후 과업에 대한 흥
미와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보상과 인정을 수반하는 평가는 내재적 동기에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Harackiewicz et al., 1987). Deci와 Ryan(1985)도 이에 부
합하여 자기결정성의 연속선상에서 자기결정성이 낮은 상태는 자율성이 낮은 행동을 유발
한다고 주장한다. 외재적인 자극과 타인이 정한 규범에 의해 행동하지만 부차적으로 자율
성이 작동하는 형태이다. 한편, 타율에 의한 외재적 동기가 강화된 경우 외부의 보상이나 
처벌이 주효하다(Law et al., 2010). 학습자의 동기는 학습자들의 과업 참여 또는 불참의 
원인이 되는 이유 또는 목표와 관련이 있다. 보상과 처벌의 사용에 대한 Skinner(1969)의 
주장과 같이 인센티브와 같은 긍정적인 동기 부여가 타당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
람들은 처벌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편이다. 과한 수준의 처벌은 오히려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만, 적절한 수준의 처벌은 학습자들이 긍정적
으로 동기 부여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율적 외재적 동기는 외적인 가치 또는 목표를 수용하여 스스로 선택적으로 행
동하게 될 때 부여되는 동기를 말한다(이지혜, 2009). 특히, 기업교육 및 성인학습에서 
효과적인 학습은 학습자의 명확한 지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Hendry, Lyon, 
Prosser, & Sze, 2006). Stipek(1996)에 따르면 명확한 지도를 받은 학습자는 그렇지 않
은 학습자보다 비교적 호의적이고, 학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외재적으로 주어진 
방향성을 학습자가 내재화함으로써 자율성이 반영되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사
회적 압력과 경쟁이 자율적 외재적 동기를 촉진할 수 있다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동료 
집단의 압력과 경쟁과 같은 사회력(social forces)은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
다(Chan, Pearson, & Entrekin, 2003; Rassuli & Manzer, 2005). 기업교육 및 성인학습
에서 집단구성원 간의 사회적 학습은 자율적 동기 유발의 영향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Lee & Ertmer, 2006).

따라서 외재적 학습동기는 학습에서 오는 보상과 인정, 처벌과 사회적 압력 등이 학습
자의 행동에 원인 변수가 되어 반영됨으로써 개인이 학습에 참여하고, 학습행동에 결부되
는 심리적 특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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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동기의 측정

Vallerand와 Bissonnette(1992)는 Deci와 Ryan(1985)의 자기결정성 개념을 바탕으로 
학습동기를 크게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무동기(amotivational)로 구분하는 측정도구인 
AMS(Academic Motivation Scale)을 개발하였다. 외재적 동기는 통합(integration), 동일시
(identification), 내적 반영(introjection), 외적 규제(external regulation) 등 6가지로 구분
하여 구성하였다. 7단계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이 도구의 내적일치도()는 .81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Vallerand와 Bissonnette(1992)의 도구를 바탕으로 한 국내 연구
로는 임은미(1998), 김진호(2003), 그리고 김영수(2014) 등이 있는데, 김영수(2014)는 
증권사 재직자 41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동기의 요인을 내재적 동기, 타율적 외
재적 동기, 자율적 내재적 동기로 구분하고 형식학습 측면이 아닌 무형식학습의 측면으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는 .92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Klein, Noe와 Wang(2006)은 경영학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Noe와 Schmitt(1986)가 개발한 학습에 대한 동기를 측정하는 8개 문항을 활용하였
다. 8개 문항의 응답 범위는 5단계 Likert 척도이며 내적일치도 계수()는 .94로 매우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세연(2010)은 기대이론을 바탕으로 성과지향성, 학습지향성, 과제가치, 학습효능감으
로 학습동기 요인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Pintrich, Smith, Garcia와 McKeachie(1991)
이 개발한 MSLQ(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을 기반으로 Button, 
Mathieu와 Zajac(1996), Pintrich와 De Groot(1990)의 실증연구에서 활용한 도구를 수정 
및 번안하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총 23개의 문항으로 학습동
기를 측정하였으며 내적일치도 계수()는 .89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종선과 
김진모(2012)는 이 도구를 활용하여 대기업 근로자의 학습동기 수준을 측정하였고, 내적
일치도 계수()는 .93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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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Vallerand &

Bissonnette(1992)
Klein et al.(2006) 문세연(2010)

조사 대상 2년제 대학생 1,042명
경영학 수업 참여 대학생 

600명
중소기업 근로자 534명

문항 구조

6개 요인, 36개 문항 단일 요인, 8개 문항 4개 요인, 23개 문항

- 내재적 동기 6문항
- 외재적 동기 26문항
· 통합 6문항
· 동일시 6문항
· 내적 반영 6문항
· 외적 규제 8문항

- 무동기 4문항

-

성과지향성 6문항
학습지향성 6믄힝
과제가치 4문항
학습효능감 7문항

응답
범위

7단계 Likert
완전 부정(1) ~
완전 긍정(7)

5단계 Likert
완전 부정(1) ~
완전 긍정(5)

5단계 Likert
완전 부정(1) ~
완전 긍정(5)

타당도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 .81 .94 .89

<표 Ⅱ-6> 학습동기의 측정도구 종합

이 연구에서 학습동기는 학습에 대한 개인의 행동을 발생시키고 학습행동의 목적 수준 
및 강도를 결정짓는 내적인 상태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대기업 R&D 인력의 학습동기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Vallerand와 Bissonnette(1992)와 임은미(1998)의 도구를 김
진호(2003)가 수정 및 번안하고 김영수(2014)가 무형식학습 상황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내재적 동기, 타율적 외재적 동기, 자율적 외재적 동기 등 3개 요
인으로 구성되어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자의 반응범위는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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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형식학습 활동

가. 무형식학습 활동의 개념

대부분의 학자들은 무형식학습을 일터학습의 하위 요소로 간주하여 무형식학습을 일터학
습의 다른 하위 유형인 형식학습과 대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화하는데 주력하였다
(문세연, 2010). 그렇기 때문에 무형식학습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는 유사한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무형식학습의 유사 개념에는 형식학습(formal learning)과 
우연적 학습(incidental learning)이 있다. 다만 아직까지 이 개념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의
하거나 구분하는 어떤 합의된 기준은 없다(Kremer, 2006; Yeo & Marquardt, 2015). 

Macolm, Hodkinson과 Colley(2003)는 무형식학습과 형식학습을 구분하려는 시도를 하
였으나 학습의 범주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단지 학습속
성의 형식성 또는 무형식성을 밝히고 그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Malcolm 
외(2003)가 제시한 학습의 형식성과 무형식성의 차이는 다음 <표 Ⅱ-7>과 같다. 

구분 무형식성(informality) 형식성(formality)

과정

-매일의 활동에서 우연적 발생
-민주적, 협력적
-주도적 학습자
-교수자: 친구, 직장, 동료

-교수자의 과제 부여
-지시적, 교수자 중심적
-교수자: 교사(가장 형식적), 훈련가, 훈련받
은 멘토, 지도 상담자(다소 형식적)

환경

-물리적 장소: 일터, 지역사회, 가정
-비제한적, 비구체적인 교육과정
-학습목표의 미설정
-자격증과 무관

-물리적 장소: 학교, 대학
-제한적, 구체적인 교육과정
-학습목표의 설정
-형식적인 자격증

목적
-타목적(예, 생산성)이 학습에 비해 우선시
-학습자가 학습목적 결정/수립

-학습활동이 우선적인 목적
-교사, 상사, 정부 등이 학습목적 결정/수립

내용
-학습의 본질: 새로운 것 개발
-학습의 초점: 매일의 실행, 직업능력

-학습의 본질: 전문가 지식, 이해, 실천의 습득
-학습의 초점: 절차적, 수직적 지식

출처: 문세연. (2010).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학습동기, 학습전략, 대인관계 및 직무특성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9

<표 Ⅱ-7> Malcolm, Hodkinson & Colley(2003)의 학습의 형식성과 무형식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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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ick과 Volpe(1999)는 무형식학습이 일상생활과 통합된 의식적이지 않으며 우연적
인 학습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무형식학습의 정의는 일터학습의 또 다른 하위
요소인 우연학습의 개념과 혼동될 수 있다. 안동윤(2006)은 Marsick과 Watkins(1990)의 
무형식학습과 우연적 학습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정리하였다(<표 Ⅱ-8> 참조).

구분 무형식학습 우연적 학습

정의 경험적 그리고 비제도적인 학습 비의도적, 다른 활동의 부산물로서의 학습

형식학습과의
차이

학습자, 지역, 산출물의 예언가능성의 
통제의 정도가 다름

무형식학습의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통제의
정도가 다름. 가정이나 행위 내에서 당연히
암묵적이고 함축적임

사례

-자기주도적 학습
-네트워킹
-코칭, 멘토링
-업무수행 계획

-참여로부터의 학습
-실수와 시행착오로부터의 학습
-가정
-신념
-가치
-숨은 아젠더
-타인의 행동

출처: 안동윤. (2006). 기업에서 무형식학습에 관한 연구: Action Learning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21.

<표 Ⅱ-8> Marsick과 Watkins(1990)의 무형식학습과 우연적 학습의 비교

Mulder(2013)에 따르면 무형식학습은 의도적 또는 반응적이며 역량 향상을 도모하지만 
공식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인지적이고 물리적인 학습 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하게 
Noe, Tews와 Marand(2013)는 학습자가 접하게 되는 행동과 성찰로 무형식학습을 정의
하였다. 두 가지 정의 모두 무형식학습을 학습자 주도적이며 학습자가 일터에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Noe 외(2013)는 자신으로
부터의 학습과 타인으로부터의 학습간의 차별화를 제안하였다. 자신으로부터의 학습은 자
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효과성 및 효율성을 성찰하는 것을 의미하고, 타인으로부터의 학습
은 조직구성원간의 대화와 논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Meirink, Meijer, & Verloop, 
2007). 이 때 조직구성원들은 서로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환하고, 피드백과 도움을 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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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학습이 일어난다(Froehlich, Segers, & Van den Bossche, 2014).
<표 Ⅱ-4>에서 보면 무형식학습과 우연적 학습이 구분되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학습

의 의도성이라 할 수 있다. 우연적 학습은 전혀 계획되지 않고 비의도적인 활동과 경험을 
통해 일어나지만 무형식학습은 계획된 상황이나 의도된 상황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
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우연적 학습은 그 자체가 전혀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밀히 계
획되지도 않은 채로 일어나는 것이며(Colon, 2004), 무형식학습은 학습자의 주도로 이루
어지며 코칭, 멘토링 등 학습자의 의도적인 경험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한편, 무형식학습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Yannie, 2002). 첫째,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써 무형식학습이 이루어진다. 조직구성원이 동
료들의 근무 모습이나 업무 수행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좋은 학습 경험이 되는데, 관찰한 
것을 성찰하며 자신의 지식과 기술로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나게 된
다. 둘째, 사회적 활동(socializing)을 하는 과정에서 무형식학습이 이루어진다. 사람들과 
공적, 사적으로 사교활동을 하면서 암묵지까지 배울 수 있게 된다. 셋째,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로 인해 학습한 내용이나 스스로 경험한 바를 스스로 느끼고 자신의 업무 수행을 
할 때 반영하는 과정에서 무형식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넷째, 자신의 일터나 업무 분야
에서 벗어난 곳을 탐험하는 과정에서도 무형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무형식학습
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과업이 아닌 고차원적인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업무 환경에 소속되
어 일하는 구성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학습방법이 될 수 있다(박혜선, 이찬, 2012).

일터에서의 무형식학습 활동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나
타나고 있다(배을규, 이형우, 강명구, 2011). 첫째, 무형식학습 활동은 경험 및 성찰의 과
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무형식학습 활동은 개인이 일상에서 겪는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와 논리적인 추론 및 해석의 과정을 통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Fenwick, 
2006), 도출된 학습결과를 실제 일상에 적용한 후 나타나는 결과들을 성찰하며, 전체 학
습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대하여 성찰하는 과정을 포함한다(Marsick & 
Watkins, 1990). 둘째, 무형식학습 활동은 상황 또는 맥락을 통해 이루어진다. 무형식학
습 활동은 과업 수행 현장에서 과업과 관련된 일상성을 주 기반으로 하며, 조직이라는 맥
락성과 개인이라는 학습 주체의 특성이 만나게 되는 것으로 항상 학습이 발생하는 상황적
인 측면을 고려한다(Livingstone, 2015; Marsick, Watkins, Callahan, & Volpe, 2009). 
셋째, 무형식학습 활동은 학습자의 자율성 즉, 자기주도성이 요구된다. 자기주도성이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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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활동이 발생하는 상황적인 맥락을 학습자 스스로가 통제하면서 학습 주체로서의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이에 따라 무형식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
습자 스스로의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무형식학습 활동은 학습자 스스로의 의도성 
없이 발생하게 되는 우연적 학습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써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의도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Eraut, 2004; Watkins & Marsick, 1992).

무형식학습 활동은 개인의 경험하는 활동에 대한 성찰, 문헌,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
한 정보 수집, 그리고 관찰, 모방, 대화, 멘토링, 정보공유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
는 개념이다(Eraut, 2004; Lohman, 2005; Marsick & Volpe, 1999; Rowden, 2007). 구
체적으로, 무형식학습 활동의 학습자가 되는 개인은 업무 수행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과거에 경험했던 내용을 비판적인 관점으로 성찰하는 노력을 하고(Choi & Jacobs, 
201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미리 자발적으로 탐색하며(신은경, 
2012; Ellinger, 2005), 전문성 개발을 위해 타인과의 대화나 상호작용 등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Boud & Middleton, 2003; Cunningham & Hillier, 2013). 따라서 일터에
서 이루어지는 무형식학습 활동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성찰, 외부탐색, 타인과의 상호작용 
행위를 통해 업무 경험, 의미, 그리고 교훈을 자발적으로 구성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Watkins와 Marsick(1992)은 무형식학습이 기업의 업무 현장에서 조직구성원이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 활동에 대한 자각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형식학습을 학습의 통제 수준, 구조화 수준, 경험의 역할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즉, 무형식학습은 기업 조직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형식학습과 같은 체
계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가 학습의 통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습에 경험
이 강하게 관여한다고 하였다.

학자에 따라 무형식학습의 정의는 다양한데 Ellinger(2005)는 개인 스스로 학습을 통제
할 때 업무 활동에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학습기회라고 정의하며 자기주도적 성격을 강
조하였다. 또한 배을규와 김대영(2008)은 무형식학습을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바탕
으로 일과 업무 경험에 대한 의식적인 성찰을 포함한 탐구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Choi와 Jacobs(2011)는 무형식학습을 체계적이지 않은, 학습자가 통제를 하는 학습으로 
정의함으로써 비체계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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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정의를 통해 볼 때 무형식학습은 업무 활동에서 비의도적, 비체계적으로 일
어날 수 있지만 학습자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한 상황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김한별, 2006; Evans, 2003).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무형식학습의 추가적인 특징에 
대하여 업무현장 그 자체가 학습의 장인 점, 경험이 학습의 핵심요소가 되는 점을 강조하
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무형식학습 활동을 조직구성원이 업무 또는 업무 외 활동을 수
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무형식적 경험을 토대로 성찰과정을 거치며 능동적으로 필요 지
식을 획득하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학습활동으로 정의한다.

나. 무형식학습 활동의 구성요소

Yannie(2002)는 타인관찰, 비판적 질문, 성찰, 사회적 활동, 외부탐색을 통해 무형식학
습 활동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Berg와 Chyung(2008)은 시행착오, 과거행동 성찰, 타인관
찰, 잡지와 저널 구독, 인터넷 검색, 타인과의 대화, 전자매체를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교육훈련 과정 참여 등이 무형식학습 활동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Enos 외(2003)는 타인관찰, 업무경험, 성찰, 타인과의 상호작용 등이 무형식학습 활동이 
발생하는 경로라고 하였다. 

Eraut(2004)는 무형식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활동에는 관찰, 시행착오, 성찰, 상
사와의 대화, 회의 참여, 질문, 멘토링 또는 코칭 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질문과 대
답이 이루어지는 대화의 과정이나 피드백을 교환하는 과정이 학습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
을 차지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타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직원들이 
무형식학습 활동을 통해 지식, 정보 또는 암묵지를 습득하는 수준이 훨씬 높고, 더 나아가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수준 또한 높다고 주장하였다.

Lohman(2005)은 무형식학습 활동이 타인관찰, 타인과의 대화, 타인과의 협동, 타인과
의 자료 또는 자원 공유, 관련 분야에 대한 잡지 또는 저널 조사, 인터넷 검색, 시행착오, 
그리고 자기성찰을 통해 발생한다고 하였고, Choi(2009)는 무형식학습 활동을 사회적 학
습, 자기 성찰 학습, 외부 탐색 학습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학습에는 타인 관찰, 타인과
의 대화, 타인과의 협력 등이 포함되며 자기 성찰 학습에는 과거 경험, 시행착오 등이 포
함된다. 외부 탐색 학습에는 업무와 관련된 서적 또는 저널 구독, 인터넷 검색, 외부전문
가를 통한 학습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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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의 무형식학습은 일터에서 정보와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관련자들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다. 무형식학습은 전통적으로 혁신적 업무행동 관련 변인으로서 주
장되었으며(Haider & Kreps, 2004; Scott & Bruce, 1994), 최근 연구에서도 많은 관심
을 받고 있다(Colon, 2004; Eraut, 2004; Grant & Ashford, 2008; Tynjälä, 2008).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은 일반적으로 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서로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동료들
과 협업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한다(Eraut, 2004, 2007). 이러한 의미에서 타인으로부
터의 무형식학습은 일터에서 발생하는 다른 구체적인 학습 행동에서 이루어진다(Kyndt, 
Dochy, & Nijs, 2009). 

첫째, 무형식학습 활동은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사회적 학습이다. 무형식학습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Marsick과 Watkins(2001)는 무형식학습을 주어진 상황 속에
서 일하고 생활하는 동안 매일 마주하게 되는 것이며, 새로운 삶의 경험은 도전을 부여하
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직구성원들은 도전과 문제를 다루기 위
해 종종 도움을 구하는 행동에 참여한다. 도움을 구하는 행동은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
하여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피드백과 정보 탐색 
이상으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Karabenick & Knapp, 1988; Lee, 1997; Van der 
Rijt et al., 2013; Veenman, Denessen, Van Den Akker, & Van Der Rijt, 2005). 도움을 
구하는 행동(help seeking behavior)에 대한 연구는 조직구성원이 누락된 정보를 수집하
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평가하고, 자원을 확장시키거나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임을 강조한다(Lee, 1997; Ryan & Pintrich, 1997; Van der Rijt et al., 2013). 이는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구성요소로 간주되며 (Hofmann, Lei, & Grant, 2009; Van 
der Rijt et al., 2013), 조직구성원들은 문제해결과 그들 자신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도움
을 구한다(Lee, 1997).

둘째, 자기 성찰 학습 활동은 피드백에 의해 발생하며 능동적 성격을 갖고 있다. 피드백
은 몇몇 학자들로부터 핵심적인 무형식학습 활동이라고 설명되어 왔다(Marsick, Volpe, 
& Watkins, 1999; Noe et al., 2013). 조직구성원들은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
한 행동을 확인하기 위해 피드백을 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피드백은 평가적인 특성
을 가지며, 피드백에 따른 행동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피드백
을 받은 조직구성원이 피드백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학습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드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피드백 탐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가 된다. 이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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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직구성원의 피드백에 대한 행동 범위가 조직구성원의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가 밝혀지기도 했다(Anseel, Lievens, & Levy, 2007; Salas & Rosen, 
2010).

셋째, 외부 탐색 학습 활동은 조직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조직 외부의 정보를 탐색함으
로써 무형식학습에 참여하는 것이다(Grant & Ashford, 2008; Morrison, 2002). Mills, 
Knezek과 Khaddage(2014)는 정보 탐색이 형식학습의 무형식학습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주요 구성요소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무형식학습 활동은 보다 중립적이며, 타인으로부터 
정보나 지식을 탐색하는 능동적인 것을 의미한다(Borgatti & Cross, 2003; Cross & 
Sproull, 2004). 주요 목표는 특정 자원을 얻는 것이다(Ashford & Cummings, 1983; 
Eraut, 2004; Froehlich et al., 2014; Karabenick, 2004; Lee, 1997). 정보 탐색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높은 성과 요인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무형식학습 활동에 대한 국내연구로 문세연(2010), 이윤하(2010), 송선일과 이찬
(2013), 박종선과 김진모(2015)의 연구가 있다. 문세연(2010)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질문, 정보검색, 업무활동에서의 시행착오, 개인적 성찰을 통해 무형식학습 활동이 발생한
다고 하였으며, 이윤하(2010)는 K그룹에서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무형식학습이 의사소통, 관찰, OJT, 전문가 자문, 함께 일하기, 학습 커뮤니티, 성찰을 거
쳐 발생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송선일과 이찬(2013)은 정보검색, 대인관계, 자아성찰, 업
무경험으로 무형식학습을 구분하였다. 박종선과 김진모(2015)는 OJT, 코칭, 멘토링, CoP
로 무형식학습을 구분하였다.

무형식학습 활동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이 무형식학습 활동의 구성요
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정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 <표 Ⅱ-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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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구성요소

Yannie(2002) 타인관찰, 사회적 활동, 비판적 질문, 성찰, 외부탐색

Enos et al.(2003) 업무경험, 타인관찰, 타인과의 상호작용, 성찰

Eraut(2004) 듣기, 관찰, 성찰, 시행착오, 감독 또는 코칭, 멘토링, 상사와의 대화, 회의참가

Lohman(2005)
타인과의 대화, 타인과의 협동, 타인관찰, 타인과 자료 및 자원 공유,
인터넷 검색, 관련 잡지 및 저널 조사, 시행착오, 자기성찰

Choi & Jacobs(2011)
사회적 학습(타인과의 대화, 관찰, 협력 등 포함), 자기 성찰 학습(과거 
경험, 시행착오 등 포함), 외부 탐색 학습(인터넷 검색, 컨퍼런스, 업무
관련 서적 및 저널, 외부 전문가 등 포함)

문세연(2010)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질문, 정보검색, 업무활동에서의 시행착오, 개인적 성찰

이윤하(2010) 의사소통, 관찰, OJT, 전문가 자문, 함께 일하기, 학습 커뮤니티, 성찰

송선일, 이찬(2013) 업무지식 획득, 조직적응 및 맥락이해, 관계형성, 자기개발능력 함양

박종선, 김진모(2015) OJT, 코칭, 멘토링, CoP

출처: 신은경. (2012). 기업내 무형식학습의 구성요소, 결과, 학습전이동기 간의 구조적 관계. HRD연구,
14(3), 25-59. p. 29 재구성.

<표 Ⅱ-9> 무형식학습 활동의 구성요소 종합

이상의 연구를 살펴보면, Choi와 Jacobs(2011)의 모형에서 제시한 사회적 학습, 자기 
성찰 학습, 외부 탐색 학습 등의 구성개념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범주화는 선행연
구들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구성개념으로 제시되었던 각 요소들을 통합하여 제시함으로
써 구성요소의 간명성을 높인 무형식학습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미시적으로 제시되어왔던 구성개념들인 시행착오, 대화, 질문, 듣기, 자문 등을 공통되는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양적 연구 시도가 가능한 복수의 문항 및 하위변인으로 모형을 구
성하였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Choi와 Jacobs(2011)의 무형식학습 활동 
분류기준을 무형식학습 활동의 구성개념을 범주화시키는 준거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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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형식학습 활동의 측정

무형식학습 활동을 포함한 일터학습의 측정은 <표 Ⅱ-10>과 같이 학습과정에서 이루
어지는 과정 및 맥락 중심에서 개인 행동의 수행정도를 판단하는 ‘과정’ 측정과 학습된 결
과 중심에서 학습이 이루어진 후의 성취나 성과의 수준을 판단하는 ‘결과’ 측정으로 구분
되어 수행되어 왔다. 

관점 측정방법 연구자 제한점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 및 
맥락 
중심

무형식학습 유형별 
빈도 측정

Berg & Chyung(2008)
Clarke(2004)
Kremer(2006)

- 무형식학습 유형(OJT, 멘토링, 코칭, CoP
등)이 무형식학습 활동 전체를 포괄하지 
못함

무형식학습 행동에 
대한 참여도 측정

Lohman(2000, 2005)
- 무형식학습 행동에 대한 참여정도를 
측정하여 무형식학습 활동 및 결과의 수준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무형식학습 
촉진환경 측정

문진수(2005)
Abbey(1999)
Skule(2004)

- 무형식학습을 촉진하는 환경특성 요인만으로 
구성되어 무형식학습이 실제 일어났는지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무형식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측정

문세연(2006)
Rowden(2007)

- 개인, 팀, 조직 수준의 상황이 혼재되어 
있어 학습수준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함

학습된 
결과 
중심

무형식학습을 통해 
얻고자하는 변화의 

수준 측정

문세연(2010)
Enos et al.(2003)

- 무형식학습의 과정을 거쳐 얻고자하는 변화 
혹은 목적이 달성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출처: 박혜선, 이찬. (2012). 무형식학습 영향 요인에 관한 통합적 문헌 고찰. 평생교육학연구, 18(2),
213-246. p. 217.

<표 Ⅱ-10> 무형식학습 측정방법에 대한 선행연구 종합

Lohman(2005)은 무형식학습 활동의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무형식학습 활동을 지식 교환, 실험, 환경 탐색으로 구분한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단계 Likert 척도로 응답범위를 설정하였다. 교사와 HRD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는 .63으로 나타났다. 

Choi 와 Jacobs(2011)는 한국 은행의 중간관리자 20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개 
문항으로 구성된 Lohman(2005)의 도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학습, 자기 성찰 학습,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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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학습 총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무형식학습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
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개발된 총 12개의 문항을 5단계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
며, 내적일치도 계수()는 .90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세연(2010)은 중소기업 근로자 53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무형식학습을 업무지
식 획득, 조직적응 및 맥락이해, 관계형성, 자기개발능력 함양 4요인으로 구분하여 총 19
개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응답범위는 5단계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내적일치도 계수()는 .89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분 Lohman(2005) Choi & Jacobs(2011) 문세연(2010)

조사 대상
교사 166명,

HRD 전문가 152명
한국 은행 중간관리자 

203명
중소기업 근로자 534명

문항 구조

3개 요인, 8개 문항 3개 요인, 12개 문항 4개 요인, 19개 문항

지식 교환
실험

환경 탐색

사회적 학습
자기 성찰 학습
외부 탐색 학습

업무지식 획득
조직적응 및 맥락이해

관계형성
자기개발능력 함양

응답
범위

5단계 Likert
완전 부정(1) ~
완전 긍정(5)

5단계 Likert
완전 부정(1) ~
완전 긍정(5)

5단계 Likert
완전 부정(1) ~
완전 긍정(5)

타당도 -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 .63 .90 .89

<표 Ⅱ-11> 무형식학습 활동의 측정도구 종합

이 연구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은 조직구성원이 업무 또는 업무 외 활동을 수행하면서 경
험하게 되는 무형식적 경험을 토대로 성찰과정을 거치며 능동적으로 필요 지식을 획득하
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대기업 R&D 인력의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hoi와 Jacobs(2011)의 무형식학습 활동 측정도구를 국내 기업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5단계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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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혁신적 업무행동과 직무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의 관계

가. 직무 도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R&D는 조직 내에서 비일상적인 기술 즉, 관행적이지 않은 기술을 발휘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지적 자산이나 물적 자산을 창출하는 활동이므로, R&D 진행 과정에
서 예상하지 못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도전에 수렴적인 해결책이 알려
져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갖는다(이재준, 2008; Messmann & Mulder, 2012). 따라서 R&D 
인력들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를 주로 자신이 축적한 정보, 경험 및 영감에 의
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Glassman, 1986). Winchell(1984)의 연구에서 성공적인 
R&D 인력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과업 지향적이며 모호성에 관대하고, 성취욕구, 자율욕구 
및 변화욕구가 높으므로, 이들에게 도전적인 과업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성취욕구와 자존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직무에서 요구
되는 창의력이나 능력의 수준이 너무 낮으면 과업해결을 통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불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Sherman과 Daniel(1986)의 연구에서 자아실현 및 가치 있는 일을 성취했다는 느낌과 
이직성향 사이에 부(-)의 관계를 발견하고 기술전문 인력 및 그들의 관리자가 이직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도전적인 직무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
해 직무도전성(challenging work)이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을 나타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재준(2008)은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의 지원, 감독자의 지원, 
작업집단의 격려, 충분한 자원, 도전적 작업, 자율성 등이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증하였다. 연구결과, 직무 도전성을 대표하여 측정
된 도전적 작업이 창의적 행동을 60.4% 설명하며(β=.777, p<.001), 다중회귀분석 결과 
기타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명량이 높아 가장 큰 예측변인이라고 밝혔다.  

오흥재(2011)는 국내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혁신적 업무행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독립변인으로 개인특성요인(성취욕구, 주도적 성격), 리더십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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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직무특성 요인(직무자율성, 직무도전성) 등을 상정하였
다. 연구결과, 직무도전성은 혁신적 업무행동의 유의한 선행변인(β=.387, p<.01)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렇듯 실증연구 결과와 개념적 근거를 바탕으로 직무 도전성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가질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나.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동기적 심리 요인은 혁신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개인 수준의 혁
신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임이 드러나고 있다(Hammond et al., 2011). 학습동기 부여는 
일터에서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유발하는 복잡한 매커니즘을 유도한다. 조직구성원들은 자
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며, 배우고자 하는 의지는 결정 요인의 집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동기는 이 중에서도 강한 결정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Law et al., 2010). 개인의 심리
적 지향성인 동기 중에서도 학습동기는 학습에 대한 행동에 개입하고, 학습 목적 및 강도, 
방향성을 결정하는 내적인 상태 또는 과정으로 학습활동에 대한 참여 및 행동 강화에 대
한 의지를 포함한다(김현태, 2016; 문세연, 나승일, 2011). 

고등교육 분야에서 학습과 동기 부여 요소 사이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는데, 많
은 연구에서 동기부여가 학습과 학문적인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여기고 있다
는 점을 감안할 때(Jenkins, 2001; Linnenbrink & Pintrich, 2002; Lynch, 2006), 일터학
습이 주를 이루는 기업교육 및 성인학습에서의 교육에서도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등
의 동기요인은 조직의 경쟁우위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 업무행동 증진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내재적 동기는 조직구성원의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접
근과 이에 수반되는 일의 성취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의 증가는 혁신적 
성과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Colquitt, LePine, & Noe, 2000). 즉,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조직에서의 학습 장면에서 유발되는 경우 직무 성과, 혁신적 성과, 개인 및 
팀의 창의성 등 혁신적 업무행동 유사 개념과 정적 영향관계에 있을 것으로 연계성을 유
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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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형식학습 활동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무형식학습은 일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학습자 주도적, 의도적으로 이루
어지는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학습으로(Watkins & Marsick, 1992), 무형식학습의 이러한 
특성에 의해 습득된 지식은 학습자가 의도적이며 주도적으로 학습한 결과로 다른 학습 활
동을 통해 얻어진 지식보다 개인의 업무에 적용되기 쉽다. Enos 외(2003)의 연구에서는 
업무현장에서 발생한 업무경험과 타인에 대한 관찰, 개인의 성찰을 통해 발생하고 변형된 
지식이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Enos 외
(2003)와 같이 무형식학습과 학습전이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들은 무형식학습을 통해 형
성된 지식이 행동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
을 기울였다.

김인호(2007)와 김명오(2011)는 무형식학습을 통해 형성된 지식과 실무 수행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고, 현영섭(2010)은 실천공동체(CoP)를 통해 학습된 내용이 업무와 관련
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데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렇듯 무형식학습을 
통해 근로자 개인은 업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무형식학습
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성찰은 이를 실제 업무 혹은 새로운 업무에 적용하
기 용이한 지식으로 변화시킨다.

직접적으로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무형
식학습 방법으로 분류되는 학습조직이나 CoP, 코칭 등의 학습활동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영
향을 준다는 결과가 다수 존재하였다(권중생, 노수근, 2014; 전화익, 윤관식, 2014; 이홍재, 
한수영, 2013; 조영복, 주규하, 2013; Therin, 2003; Liao, 2006). 

전화익과 윤관식(2014)은 중소기업에서 학습조직이 인적자본, 혁신행동, 조직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습조직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p<.01 수
준에서 .427로 나타났으며, 학습조직이 인적자본을 매개로 하여 혁신행동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p<.05 수준에서 .195로, 전체효과는 p<.01 수준에서 .623로 나타났다. 

권중생과 노수근(2014) 또한 유사하게 기업의 학습조직 구축요인이 심리적 자본과 혁
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학습조직의 구축요인인 인적요인, 
구조적 요인 중 인적요인만이 p<.05 수준에서 .160의 경로계수가 도출되어 유의하게 나
타났다. 권중생과 노수근(2014)은 Watkins와 Marsick(1993)의 학습조직 구축요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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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였는데, 인적요인에는 지속적인 학습기회의 창출, 대화와 연구의 활성화, 협력과 
팀 학습의 격려가 포함된다. 또한 Therin(2003)과 Liao(2006)의 연구에서도 학습조직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구명하였다.

무형식학습 활동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무형식학습 
활동에 포함된 타인과의 상호작용, 이를 통한 개인의 성찰과 같은 요소들이 혁신적 업무행
동에 포함된 상사나 동료와의 사회적 과정과 흐름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
으로 무형식학습 활동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학습된 결과
가 행동으로 전이되는 과정과 무형식학습의 다양한 방법들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
향관계를 고려하면 무형식학습 활동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무형식학습 활동의 하위구인 중 하나로 타인으로부터의 학습을 들 수 있으며, 타인으로
부터의 학습은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Carmeli & 
Spreitzer, 2009; Scott & Bruce, 1994).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Scott과 
Bruce(1994)는 혁신적 업무행동을 자극시키기 위한 감독자와 조직구성원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사와의 관계를 신뢰적이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지원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조직구성원들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 또한, 작업 그룹 
조직구성원간의 좋은 관계도 혁신적 업무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Carmeli와 
Spreitzer(2009)가 다양한 조직에 속해있는 172명의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
에서는 동료간의 신뢰와 연결성이 혁신적 업무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임을 밝혀냈다. 
높은 수준의 연결성은 동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며 서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와 기회를 논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Carmeli & Spreitzer, 2009). 따라서 
무형식학습 활동은 혁신적 업무행동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매개효과

직무 도전성과 학습동기가 무형식학습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 선행연구 결과와 
더불어 무형식학습 활동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Amabile(1996)은 구성원이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은 경험, 
전문적인 기술, 정보를 탐색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학습을 통해 구성원이 습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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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지식과 기술 등이 혁신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Glynn(1996)은 혁신적 업무행동의 선행요인으로 학습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 전문
지식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Kanter(2000)는 지식을 획득하거나 학습을 진행하는 능력
이 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혁신적 업
무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기초
가 되며,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은 혁신적 
업무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최우재와 조윤형(2010)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 소재의 일반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
로자를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일터학습이 근로자들의 적응적 수행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실증하였고 비공식적 자기주도학습이 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
고 궁극적으로는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구명하였다. 

서재교와 홍아정(2015)은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근로자 319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연구에서 공유리더십이 혁신행동, 직무배태성, 그리고 무형식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무형식학습이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매개효과
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자발적 학습과 이를 통한 지식
의 창출과 공유, 그리고 이의 실천을 강조하는 CoP(Community of Practice)와 같은 무형
식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도 존재하였다. 이홍재와 한수영(2013)의 연구에서는 인간행동을 
설명·예측하기 위한 주요 모형 중 하나인 Triandis 모형을 중심으로 CoP 활동의 선행요인
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 대해 구명하였다. 이홍재와 한수영(2013)의 연구에서 CoP 
활동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p<.01 수준에서 .347로 나타났으며, 이는 CoP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발견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혁신적 업무행동이 촉진될 
수 있음을 구명한 것이며, 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선순환 관계를 경험적으로 실증했
다 할 수 있다. 조영복과 주규하(2013)는 코칭행동이 조직구성원의 역할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구명하였는데, 이 중 역할 외 행동으로 분류되는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코칭행동의 
직접효과는 .537로 나타났다. 이는 코칭행동을 통해 조직구성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
리고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에 속해 있는 구성원의 대부분은 일터에서 주어진 과업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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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식학습을 통해 학습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무형식 학습 활동이 혁신적 업무행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Lohman, 2005).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을 높이는 선행요인으로 직무 도전성과 학습동기가 주목받고 있어, 
종합해 볼 때 무형식학습 활동은 혁신적 업무행동과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의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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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은 
혁신적 업무행동과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
인 연구 목표에 따라 [그림 Ⅲ-1]과 같은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Ⅲ-1] 혁신적 업무행동과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연구모형에 따르면 대기업 R&D 인력이 인식한 직무 도전성과 학습동기가 혁신적 업무
행동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무형식학습 활동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R&D 인력 전체이다. 그러나 대기
업의 경우 학자별로 합의된 정의가 없고, 대기업 R&D 인력의 경우에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통계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선택하였다. 

대기업에 대한 정의 및 구분 기준은 학자마다 상이하지만, 주로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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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이트인 코참비즈(http://www.korchambiz.net)에서 제공1)하는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을 대기업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코참비즈에
서 제공하는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을 대기업으로 정의내리고 해당 기업에 종사하고 있
는 R&D 인력을 목표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설정한 목표모집단 중 R&D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 기업에서는 R&D 부문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
융감독원에서 2011년에 공개한 R&D 투자액 기준 상위 50개 기업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49개 기업으로 표본수집의 대상을 한정하였다. R&D 투자액 상위 50개 기업은 상위 1000
대 기업의 R&D 매출액 전체 중 7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R&D 투자액이 증
가하고 있는 기업으로 상대적으로 R&D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R&D 투자액 상위 
50개 기업은 <표 Ⅲ-1>에 제시되어 있다.

순위 기업명 업종 순위 기업명 업종
1 삼성전자(주) 제조업(전자/통신) 26 삼성SDI 소재부문 제조업(화학)
2 LG전자(주) 제조업(전자/통신) 27 (주)엔씨소프트 출판, 영상, 정보업
3 현대자동차(주) 제조업(자동차/운임) 28 두산중공업(주) 제조업(자동차/운임)
4 에스케이하이닉스(주) 제조업(전자/통신) 29 (주)만도 제조업(자동차/운임)
5 기아자동차(주) 제조업(자동차/운임) 30 SK이노베이션(주) 제조업(전자/통신)
6 LG디스플레이(주) 제조업(전자/통신) 31 (주)효성 제조업(화학)
7 한국지엠(주) 제조업(자동차/운임) 32 삼성탈레스(주) 제조업(전자/통신)
8 (주)케이티 제조업(전자/통신) 33 에릭슨엘지(주) 제조업(전자/통신)
9 (주)포스코 제조업(제철 및 제강) 34 (주)동부하이텍 제조업(전자/통신)
10 삼성디스플레이(주) 제조업(전자/통신) 35 쌍용자동차(주) 제조업(자동차/운임)
11 SK텔레콤(주) 제조업(전자/통신) 36 한국타이어(주) 제조업(자동차/운임)
12 삼성전기(주) 제조업(전자/통신) 37 (주)케이씨씨 제조업(화학)
13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전업 38 삼성물산(주) 건설업
14 현대모비스(주) 제조업(자동차/운임) 39 대우조선해양(주) 제조업(조선)
15 한국전력공사 발전업 40 (주)셀트리온 제조업(화학)
16 (주)팬택 제조업(전자/통신) 41 LS산전(주) 제조업(전자/통신)
17 삼성테크원(주) 제조업(전자/통신) 42 에스비리모티브(주) 제조업(전자/통신)
18 삼성SDI(주) 제조업(전자/통신) 43 두산건설(주) 건설업
19 LG이노텍(주) 제조업(전자/통신) 44 삼성엘이디(주) 제조업(전자/통신)
20 현대건설(주) 건설엄 45 삼성코닝정밀소재(주) 제조업(전자/통신)
21 현대중공업(주) 제조업(자동차/운임) 46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제조업(기타)
22 삼성중공업(주) 제조업(조선) 47 GS건설(주) 건설업
23 르노삼성자동차(주) 제조업(자동차/운임) 48 현대로템(주) 제조업(기계)
24 두산인프라코어(주) 제조업(기계) 49 (주)LG생명과학 제조업(화학)
25 (주)한진중공업 제조업(조선) 50 (주)현대케피코 제조업(자동차/운임)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2011년도 R&D 100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표 Ⅲ-1> 2011년 R&D 투자액 상위 50개 기업

목표 모집단에 해당되는 종사자 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사회과학에
서는 모집단의 크기에 상관없이 표본의 크기가 300명 이상일 경우 모집단의 대표성을 나타

1) 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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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고(류근관, 2005), 일반화를 위해 더 큰 표본이 필요하다는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400명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 평균 회수율과 유효자료율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는 표집대상에 해당하는 R&D 투자액 상위 50개 기업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업을 대상
으로 설정하고, 각 기업당 3~5부 표집을 목표로 기업별로 6~10부를 배포하였다. 표집을 
조력할 수 있는 연락책이 확보되지 않은 기업을 제외한 38개 기업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450명의 R&D 인력을 대상으로 표집을 실시하였다.

3.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조사도구로 활용하였다. 질문지는 연구 대상의 생각, 태도, 그리
고 감정 등 관찰이 어려운 구인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박도순, 
2004),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질문지는 혁신적 업무행동의 수준, 직무 
도전성의 수준, 학습동기의 수준,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4개의 조사도구와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총 5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인들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에서 타당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하
여 사용하였으며, HRD 전공 박사 2명, 박사수료 대학원생 2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
았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표 Ⅲ-2>과 같다.

측정도구 문항수 문항번호 출처

혁신적 업무행동
(9문항)

아이디어 생성 3 I.1∼3
· Janssen(2000)
· 김일천 외(2004)

아이디어 홍보 3 I.4∼6
아이디어 현실화 3 I.7∼9

직무 도전성
(3문항)

직무 도전성 3 Ⅱ.1∼3
· Meyer & Allen(1988)
· 박혜선(2015)

학습동기
(19문항)

내재적 동기 9 Ⅲ.1∼9 · Vallerand & Bissonnette(1992)
· 임은미(1998)
· 김진호(2003)
· 김영수(2014)

타율적 외재적 동기 6 Ⅲ.10∼15

자율적 외재적 동기 4 Ⅲ.16∼19

무형식학습 활동
(12문항)

사회적 학습 4 Ⅳ.1∼4
· Choi(2009)

· Choi & Jacobs(2011)
자기 성찰 학습 4 Ⅳ.5∼8
외부 탐색 학습 4 Ⅳ.9∼12

인구통계학적 변인 10 Ⅴ.1∼10 -

총 문항 수 53 -

<표 Ⅲ-2> 조사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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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혁신적 업무행동의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 혁신적 업무행동은 조직구성원 개인의 과업 수행에서 기존과는 다른 아이디
어를 생각하고, 홍보하며, 실현하는 활동으로 개인과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행동이다
(Scott & Bruce, 1994).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
해 Janssen(2000)이 개발하고 김일천, 김종우와 이지우(2004)가 번안한 도구를 이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현
실화 3개 요인으로 총 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의 반응범위는 5점 Likert 척
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Janssen(2000)은 Scott과 Bruce(1994)의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혁신적 업무
행동을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현실화 3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총 9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김일천, 김종우와 이지우(2004)는 병원, 제조업, 금융기관, 교
육기관 등 다양한 산업영역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Janssen(2000)의 측정도
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혁신적 업무행동 측정도구에서 구성 개념이 적절하며 개념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 응답값을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번 문항이 개념적으로 구안된 구성개념에 적재되지 않고 신뢰도 향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다(<표 Ⅲ-3> 참조). 

설문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혁신적
업무행동

아이디어
현실화

혁신7 0.741 0.339 0.308
혁신9 0.739 0.466 0.043
혁신6 0.738 0.041 0.476
혁신8 0.652 0.350 0.390

아이디어
생성

혁신2 0.234 0.813 0.256
혁신1 0.274 0.773 0.240
혁신3 0.287 0.573 0.521

아이디어
홍보

혁신5 0.248 0.279 0.815
혁신4 0.415 0.420 0.590

고유값 2.511 2.299 1.882
설명분산 27.905 25.542 20.908
누적분산 27.905 53.447 74.354

주1. Kaiser-Meyer-Olkin 측도: .925 / Bartlett의 근사 카이제곱 검정: 1503.029 / p<.001
주2. 주성분 분석 / 베리맥스 회전

<표 Ⅲ-3> 혁신적 업무행동 조사도구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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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 도전성의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 직무 도전성은 직무가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으며 개인이 스스로 능력
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하는 정도이다.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
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Meyer와 Allen(1988)이 개발한 도구를 박혜선(2015)이 대
기업 R&D의 상황에 맞게 수정․번안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단일 요인으로 총 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의 반응범위는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Meyer와 Allen(1988)은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정도를 직무 도
전성으로 정의하고 직무 도전성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
서 직무 도전성 조사도구는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요인의 누적분산은 66.447%로 
나타났다(<표 Ⅲ-4> 참조). 

설문문항 요인1

직무 도전성

직무도전1 .821

직무도전3 .820

직무도전2 .804

고유값 1.993

설명분산 66.447

누적분산 66.447
주1. Kaiser-Meyer-Olkin 측도: .690 / Bartlett의 근사 카이제곱 검정: 203.528 / p<.001
주2. 주성분 분석 / 베리맥스 회전

<표 Ⅲ-4> 직무 도전성 조사도구 요인분석 결과

다. 학습동기의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 학습동기는 학습에 대한 개인의 행동을 발생시키고 학습행동의 목적 수준 
및 강도를 결정짓는 내적인 상태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대기업 R&D 인력의 학습동기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Vallerand와 Bissonnette(1992)와 임은미(1998)의 도구를 바
탕으로 김진호(2003)가 개발하고 김영수(2014)가 무형식학습 상황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내재적 동기, 타율적 외재적 동기, 자율적 외재적 동기 등 3개 요인
으로 구성되어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자의 반응범위는 5점 Likert 척도로 응
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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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lerand와 Bissonnette(1992)은 Deci와 Ryan(1985)의 자기결정성 개념을 바탕으로 
학습동기를 크게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무동기(amotivational)로 구분하는 측정도구인 
AMS(Academic Motivation Scale)을 개발하였다. 외재적 동기는 통합(integration), 동일시
(identification), 내적 반영(introjection), 외적 규제(external regulation) 등 6가지로 구분
하여 구성하였다. 이 도구를 바탕으로 김영수(2014)는 증권사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학습동기의 요인을 내재적 동기, 타율적 외재적 동기, 자율적 내재적 동기로 구분하고 
형식학습 측면이 아닌 무형식학습의 측면으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학습동기 측정도구에서 구성 개념이 적절하며 개념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문항이 구성되
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 응답값을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명
된 누적분산은 63.936%로 나타났다(<표 Ⅲ-5> 참조). 

설문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학습
동기

내재적
동기

학습동기6 0.815 0.064 0.148
학습동기3 0.787 0.117 0.150
학습동기7 0.755 0.176 0.235
학습동기1 0.742 0.080 0.042
학습동기8 0.736 0.098 0.306
학습동기2 0.731 -0.007 0.151
학습동기5 0.682 0.100 0.190
학습동기9 0.673 0.230 0.343
학습동기4 0.635 0.190 0.282

타율적
외재적
동기

학습동기10 0.258 0.808 0.016
학습동기11 0.182 0.805 0.100
학습동기15 0.154 0.801 0.169
학습동기12 0.016 0.764 0.250
학습동기14 0.007 0.675 0.233
학습동기13 0.063 0.622 0.400

자율적
외재적
동기

학습동기18 0.318 0.210 0.773
학습동기19 0.307 0.211 0.771
학습동기17 0.286 0.298 0.761
학습동기16 0.329 0.300 0.705

고유값 5.313 3.801 3.034
설명분산 27.963 20.004 15.969
누적분산 27.963 47.967 63.936

주1. Kaiser-Meyer-Olkin 측도: .924 / Bartlett의 근사 카이제곱 검정: 3327.840 / p<.001
주2. 주성분 분석 / 베리맥스 회전

<표 Ⅲ-5> 학습동기 조사도구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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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형식학습 활동의 측정 도구

무형식학습 활동 측정 도구(Choi & Jacobs, 2011)는 자기 성찰 학습, 외부 탐색 학습, 사
회적 학습 3개 요인,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무형식학습을 측정하기 
위해 Lohman(2005)이 개발한 8개 문항(지식 교환 knowledge exchange, 실험 experimentation, 
환경 탐색 environmental scanning)으로 구성된 무형식학습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자기 성찰 
학습, 외부 탐색 학습, 사회적 학습 3개 요인별로 4문항씩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Choi와 
Jacobs(2011)의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도구를 HRD 전공 
박사수료 대학원생 2명, 박사과정 대학원생 2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구인타당
도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각 변인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를 사용하였다. 무형식학습 활동 측정도구에서 구성 개념이 적절하며 개념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 응답값을 토대로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9번 문항이 개념적으로 구안된 구성개념에 적재되지 않고 신뢰
도 향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다(<표 Ⅲ-6> 참조). 

설문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무형식
학습 
활동

자기 
성찰 
학습

무형식8 0.697 0.343 -0.01

무형식9 0.686 0.11 0.07

무형식5 0.630 -0.093 0.369

무형식6 0.583 0.171 0.236

무형식7 0.565 0.546 0.049

외부 
탐색 
학습

무형식11 0.174 0.810 0.079

무형식10 0.071 0.781 0.28

무형식12 0.133 0.773 0.147

사회적 
학습

무형식1 0.033 0.137 0.836

무형식2 0.164 0.349 0.734

무형식4 0.442 0.072 0.546

무형식3 0.487 0.109 0.495

고유값 2.525 2.486 2.086

설명분산 21.038 20.718 17.379

누적분산 21.038 41.756 59.135
주1. Kaiser-Meyer-Olkin 측도: .837 / Bartlett의 근사 카이제곱 검정: 1132.078 / p<.001
주2. 주성분 분석 / 베리맥스 회전

<표 Ⅲ-6> 무형식학습 활동 조사도구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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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및 무형식학습 활동 측정도구의 예비조사, 
본조사 시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Ⅲ-7>과 같다. 

변인
예비조사(n=77) 본조사(n=300)

문항수 신뢰도 문항수 신뢰도

혁신적 업무행동 9 .890 8 .916

아이디어 생성 3 .777 3 .809

아이디어 홍보 3 .812 2 .785

아이디어 현실화 3 .800 3 .834

직무 도전성 3 .702 3 .747

학습동기 19 .903 19 .920

내재적 동기 9 .943 9 .912

타율적 외재적 동기 6 .832 6 .872

자율적 외재적 동기 4 .884 4 .886

무형식학습 활동 12 .836 11 .845

사회적 학습 4 .696 4 .735

자기 성찰 학습 4 .768 4 .699

외부 탐색 학습 4 .607 3 .720

<표 Ⅲ-7>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 측정도구의 신뢰도

4. 자료수집

이 연구의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예비조
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목표 모집단은 10개 기업의 종사자 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
었으며, 2016년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배포하고 회수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의 수정 
또는 제거 과정을 거쳐 문항을 보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최종 질문지로 본 조사를 실
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에서 예측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례수는 독립변인의 20
배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조사 대상자가 60명 이상이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류
근관, 2005). 따라서, 예비조사 대상자를 77명으로 선정하였다. 본 조사는 10월 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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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까지 총 450부의 설문지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온라인 설문시스
템과 이메일 설문 및 우편을 통해 배포하여 실시하였다. 이메일 설문 및 우편조사에서는 각 
기업의 조사협력자와 사전에 조사의 취지와 설문 진행시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메일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메일 
또는 우편을 이용한 설문의 경우 낮은 회수율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료의 수집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Dilman(2000)이 제시한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먼저 
각 기업의 조사 협력자를 확보하고,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며, 조사 
가능한 인원을 파악한 뒤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조사협력자가 설문지를 받고 1주일 후에
는 전화 통화를 통해 설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설문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설문조
사 진행을 독려 하였다. 인쇄물을 통한 설문조사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 조사를 활용하였는
데, 접근이 용이한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온라인 설문시스템으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조사를 진행하여 응답 회수율을 높였다.

대기업 R&D 인력을 대상으로 배포한 후 회수된 319부 중 불성실 응답 및 결측값이 발견
된 19부를 제외한 300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
령, 학력, 직급, 근속년수, 업무경력, 업종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8>과 같다. 

첫째, 성별은 남성 219명(73.0%), 여성 81명(27.0%)으로 남성이 많았다. 연령은 50대 
이상이 82명(27.3%)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81명(27.0%), 30대 72명(24.0%), 20대 65명
(2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대졸이 200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졸 43명(14.3%), 석사 34명(11.3%), 고졸 이하 19명(6.3%), 박사 4명(1.3%)의 순으로 나
타났다. 직급은 사원/주임급 86명(28.7%), 대리/선임급 61명(20.3%), 과장/책임급 57명
(19.0%), 부장급 이상 52명(17.3%), 차장/수석급 44명(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속년
수를 살펴보면 15년 이상 근속자가 102명(34.0%)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 67명(22.3%), 2년 이상 5년 미만 근속자 56명(18.7%),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
자 42명(14.0%), 2년 미만 근속자가 33명(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경력은 2년 이
상 5년 미만 경력자가 85명(28.3%)로 가장 많았고, 2년 미만 경력자 82명(27.3%), 5년 이
상 10년 미만 경력자 76명(25.3%), 15년 이상 경력자 34명(11.3%),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자 23명(7.7%)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R&D 인력이 속해 있는 조직의 업종은 
제조업이 135명(45.0%)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71명(23.7%), 기타 40명(13.3%), 소
프트웨어개발/IT 37명(12.3%), 도소매업/유통업이 17명(5.7%)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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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219 73.0

여성 81 27.0

연령

20대 65 21.7

30대 72 24.0

40대 81 27.0

50대 이상 82 27.3

학력

고졸 이하 19 6.3

전문대졸 43 14.3

4년제 대졸 200 66.7

석사 34 11.3

박사 4 1.3

직급

사원/주임급 86 28.7

대리/선임급 61 20.3

과장/책임급 57 19.0

차장/수석급 44 14.7

부장급 이상 52 17.3

근속년수

2년 미만 33 11.0

2년 이상 5년 미만 56 18.7

5년 이상 10년 미만 67 22.3

10년 이상 15년 미만 42 14.0

15년 이상 102 34.0

업무경력

2년 미만 82 27.3

2년 이상 5년 미만 85 28.3

5년 이상 10년 미만 76 25.3

10년 이상 15년 미만 23 7.7

15년 이상 34 11.3

업종

제조업 135 45.0

도소매업/유통업 17 5.7

서비스업 71 23.7

소프트웨어개발/IT 37 12.3

기타 40 13.3

계 300 100.0

<표 Ⅲ-8>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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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모든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주요 통계방법은 빈
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활용하였으며, 변인 간 관계 구명을 위해 
t-test, ANOVA,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PROCESS 모형을 활용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
에서 사용한 통계방법을 연구문제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9>와 같다.

연구문제 통계분석 방법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빈도, 백분율

문제 1.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은 어떠한가?

· 평균,
표준편차

문제 1-1. 대기업 R&D 인력이 인식한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은 어떠한가?
문제 1-2. 대기업 R&D 인력이 인식한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은 어떠한가?
문제 1-3. 대기업 R&D 인력이 인식한 직무 도전성 수준은 어떠한가?
문제 1-4. 대기업 R&D 인력이 인식한 학습동기 수준은 어떠한가?

문제 2. 대기업 R&D 인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혁신적 업무행동 및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 t-test
· ANOVA

문제 2-1. 대기업 R&D 인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문제 2-2. 대기업 R&D 인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무형식학습 활동 
인식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문제 3.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상관관계분석

문제 4.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이 매개효과를 갖는가?

· 중다회귀분석

(PROCESS
모형 활용)

문제 4-1.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는 무형식학습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 4-2.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는 무형식학습 활동을 
매개로 혁신적 업무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 4-3.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는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 4-4.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이 갖는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표 Ⅲ-9> 연구문제별 통계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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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연구문제별 주요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R&D 인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및 무형식학습 활동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적 통계방법인 빈도, 백분율, 평균, 표
준편차 등을 사용하였다. 

둘째, 대기업 R&D 인력이 응답한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및 무형식학습 
활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을 위하여 t-test, ANOVA 등을 사용하였다.

셋째, 대기업 R&D 인력이 응답한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및 무형식학
습 활동의 상관정도 분석을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기준은 
Davis(1971)가 제시한 바를 따랐다(<표 Ⅲ-10> 참조).

r 상관정도

1.0 완전한 상관(perfect)

0.70~0.99 매우 높은 상관(very high)

0.50~0.69 높은 상관(substantial)

0.30~0.49 중간 상관(moderate)

0.10~0.29 낮은 상관(low)

0.01~0.09 매우 낮은 상관(negligible)
출처: Davis, J. A. (1971). Elementary survey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표 Ⅲ-10> 피어슨 상관계수(r)에 대한 상관정도 기준

넷째, 혁신적 업무행동과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모형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Preacher와 Hayes(2004)는 매개효과의 경우 정규분포나 t분
포를 이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Baron과 Kenny(1986)의 방법 또는 Sobel 
Test처럼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석할 수 있는SPSS/SAS/M-Plus macro를 개발 및 보
급하였다(Hayes, 2013; 이현응, 2014), PROCESS macro는 매개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부트
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적용하고 기본 표본 수를 1,000개로 설정한다. 원표본의 표본수가 
적은 경우에는 1~2개의 이상치가 부트스트랩 표본에 여러 번 추출되어 원칙적으로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트스트랩 표본 수는 대부분의 경우 5,000개 ~ 10,000개 사이로 
설정한다(Hayes, 2013). 이에 이 연구에서는 5,000개로 설정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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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의 수준

문제 1-1. 대기업 R&D 인력이 인식한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은 어떠한가?

문제 1-2. 대기업 R&D 인력이 인식한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은 어떠한가?

문제 1-3. 대기업 R&D 인력이 인식한 직무 도전성 수준은 어떠한가?

문제 1-4. 대기업 R&D 인력이 인식한 학습동기 수준은 어떠한가?

가.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

응답자들의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을 나타낸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혁신적 업무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자 반응 범위는 8~40점이다.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
적 업무행동 수준은 환산 평균 3.53점, 환산 표준편차 0.560이었다. 응답결과로부터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환산
평균

환산
표준편차

혁신적 업무행동 31.73 5.042 45.00 18.00 3.53 0.560

아이디어 생성 10.89 1.769 15.00 6.00 3.63 0.590

아이디어 홍보 7.08 1.315 10.00 4.00 3.54 0.657

아이디어 현실화 10.57 1.891 15.00 6.00 3.52 0.630

<표 Ⅳ-1>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관한 기술통계

나. 대기업 R&D 인력의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

응답자들의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을 나타낸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무형식학습 활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자 반응 범위는 11~55점이다. 대기업 R&D 인력의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은 환산 평균 3.53점, 환산 표준편차 0.461이었다. 응답결과로부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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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R&D 인력의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환산
평균

환산
표준편차

무형식학습 활동 42.31 5.537 57.00 27.00 3.53 0.461

사회적 학습 14.42 2.141 20.00 8.00 3.61 0.535

자기 성찰 학습 14.41 2.098 20.00 8.00 3.60 0.525

외부 탐색 학습 9.74 2.170 15.00 3.00 3.25 0.723

<표 Ⅳ-2> 대기업 R&D 인력의 무형식학습 활동에 관한 기술통계

다.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수준

직무 도전성에 대한 인식은 5점 Likert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평균 9.56, 표준편차 
2.109로 환산 평균은 3.19, 환산 표준편차는 0.703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 또한 하위요인
인 내재적 동기, 타율적 외재적 동기, 자율적 외재적 동기에 대한 인식을 5점 Likert 척도
를 통해 측정하였다. 학습동기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69.13, 표준편차는 8.965로 환산평균
은 3.64, 환산 표준편차는 0.472이었으며, 최대값은 95.00, 최소값은 43.00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의 하위요인별 수준을 각각 살펴보면, 내재적 동기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33.22, 
표준편차는 4.696으로 환산평균은 3.69, 환산 표준편차는 0.522로 나타났으며, 타율적 외
재적 동기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20.74, 표준편차는 3.933으로 환산평균은 3.46, 환산 표
준편차는 0.656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외재적 동기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15.17, 표준편차
는 2.408로 환산 평균은 3.79, 환산 표준편차는 0.602로 나타나 학습동기의 구성개념 중 
가장 높았다(<표 Ⅳ-3> 참조).

변인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환산
평균

환산
표준편차

직무 도전성 9.56 2.109 15.00 3.00 3.19 0.703

학습동기 69.13 8.965 95.00 43.00 3.64 0.472

내재적 동기 33.22 4.696 45.00 18.00 3.69 0.522

타율적 외재적 동기 20.74 3.933 30.00 7.00 3.46 0.656

자율적 외재적 동기 15.17 2.408 20.00 8.00 3.79 0.602

<표 Ⅳ-3> 독립변인(직무 도전성, 학습동기)에 대한 인식 수준



- 57 -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혁신적 업무행동, 무형식학습 

활동의 수준 차이

문제 2-1. 대기업 R&D 인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문제 2-2. 대기업 R&D 인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무형식학습 활동 인식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혁신적 업무행동의 차이

성별에 따라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혁신적 업무행동 및 그 하위 요인
인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현실화 등에 대한 인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혁신적 업무행동
남성 219 3.61 0.510

3.943***

여성 81 3.30 0.629

아이디어 생성
남성 219 3.70 0.541

3.251**

여성 81 3.43 0.670

아이디어 홍보
남성 219 3.64 0.622

4.571***

여성 81 3.27 0.676

아이디어 현실화
남성 219 3.61 0.580

4.084***

여성 81 3.28 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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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4> 성별에 따른 혁신적 업무행동의 차이

연령에 따라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661, p<.01).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ché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대의 대기업 R&D 인력이 40대 및 50대 이상의 R&D 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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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첫째, 아이디어 생성은 연령대에 따라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7.154, p<.001), 사후 검증 결과 20대 연령의 대기업 R&D 
인력이 30대, 40대 및 50대 이상의 R&D 인력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이디어 홍보는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4.818, p<.01), 사후 검
증 결과 20대 연령의 대기업 R&D 인력이 40대 및 50대 이상의 R&D 인력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이디어 현실화는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F=3.426, p<.05), 사후 검증 결과 20대 연령의 대기업 R&D 인력이 40대의 R&D 인
력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éffe

1 2 3 4

혁신적 업무행동

20대 65 3.30 0.675

5.661**30대 72 3.50 0.566
40대 81 3.64 0.463 *

50대 이상 82 3.62 0.494 *

아이디어 생성

20대 65 3.35 0.728

7.154***30대 72 3.64 0.570 *

40대 81 3.75 0.480 *

50대 이상 82 3.72 0.517 *

아이디어 홍보

20대 65 3.32 0.716

4.818**30대 72 3.48 0.694
40대 81 3.63 0.590 *

50대 이상 82 3.69 0.591 *

아이디어 현실화

20대 65 3.34 0.742

3.426*30대 72 3.47 0.642
40대 81 3.63 0.523 *

50대 이상 82 3.61 0.593
*p<.05, **p<.01, ***p<.001

<표 Ⅳ-5> 연령에 따른 혁신적 업무행동의 차이

학력에 따라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 및 그 하위 
요인인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현실화 모두 학력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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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éffe

1 2 3 4 5

혁신적 
업무행동

고졸 이하 19 3.53 0.527

.376
전문대졸 43 3.49 0.626

4년제 대졸 200 3.53 0.571
석사 34 3.49 0.448
박사 4 3.83 0.411

아이디어 
생성

고졸 이하 19 3.65 0.503

.452
전문대졸 43 3.55 0.638

4년제 대졸 200 3.64 0.605
석사 34 3.62 0.486
박사 4 3.92 0.631

아이디어 
홍보

고졸 이하 19 3.63 0.642

.480
전문대졸 43 3.49 0.768

4년제 대졸 200 3.55 0.659
석사 34 3.49 0.500
박사 4 3.88 0.750

아이디어 
현실화

고졸 이하 19 3.47 0.651

.476
전문대졸 43 3.53 0.735

4년제 대졸 200 3.53 0.625
석사 34 3.47 0.551
박사 4 3.92 0.167

<표 Ⅳ-6> 학력에 따른 혁신적 업무행동의 차이

직급에 따라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은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184, p<.001).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ché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원/주임급 대기업 R&D 인력이 차장/수석급 및 부장급 이상의 
R&D 인력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첫째, 아이디어 생성은 직급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4.844, p<.01), 사후 검증 결과 사원/주임급 대
기업 R&D 인력이 대리/선임급 및 차장/수석급 R&D 인력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아이디어 홍보는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5.126, p<.01), 
사후 검증 결과 사원/주임급 대기업 R&D 인력이 차장/수석급 및 부장급 이상 R&D 인력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이디어 현실화는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F=3.280, p<.05), 사후 검증 결과 사원/주임급 대기업 R&D 인력이 차장/
수석급 R&D 인력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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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éffe

1 2 3 4 5

혁신적 
업무행동

사원/주임급 86 3.31 0.616

5.184***
대리/선임급 61 3.57 0.584
과장/책임급 57 3.57 0.538
차장/수석급 44 3.72 0.496 *

부장급 이상 52 3.61 0.399 *

아이디어 
생성

사원/주임급 86 3.41 0.650

4.844**
대리/선임급 61 3.71 0.613 *

과장/책임급 57 3.65 0.574
차장/수석급 44 3.82 0.535 *

부장급 이상 52 3.71 0.405

아이디어 
홍보

사원/주임급 86 3.30 0.717

5.126**
대리/선임급 61 3.57 0.710
과장/책임급 57 3.58 0.589
차장/수석급 44 3.78 0.533 *

부장급 이상 52 3.66 0.549 *

아이디어 
현실화

사원/주임급 86 3.33 0.698

3.280*
대리/선임급 61 3.54 0.597
과장/책임급 57 3.58 0.646
차장/수석급 44 3.69 0.612 *

부장급 이상 52 3.61 0.475
*p<.05, **p<.01, ***p<.001

<표 Ⅳ-7> 직급에 따른 혁신적 업무행동의 차이

근속년수에 따라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은 근속
년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285, p<.05).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ché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근속년수가 2년 이상 5년 미만인 대기업 R&D 인력이 
근속년수가 15년 이상인 R&D 인력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첫
째, 아이디어 생성은 근속년수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이디어 홍보
는 근속년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4.525, p<.01), 사후 검증 결과 근속
년수가 2년 이상 5년 미만인 대기업 R&D 인력이 근속년수가 15년 이상인 R&D 인력에 비
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이디어 현실화는 근속년수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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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éffe

1 2 3 4 5

혁신적 
업무행동

2년 미만 33 3.40 0.605

3.285*
2년 이상 5년 미만 56 3.36 0.655
5년 이상 10년 미만 67 3.50 0.522
10년 이상 15년 미만 42 3.57 0.533

15년 이상 102 3.66 0.497 *

아이디어 
생성

2년 미만 33 3.44 0.605

2.968*
2년 이상 5년 미만 56 3.51 0.693
5년 이상 10년 미만 67 3.58 0.567
10년 이상 15년 미만 42 3.70 0.560

15년 이상 102 3.76 0.525

아이디어 
홍보

2년 미만 33 3.41 0.701

4.525**
2년 이상 5년 미만 56 3.28 0.667
5년 이상 10년 미만 67 3.52 0.677
10년 이상 15년 미만 42 3.67 0.601

15년 이상 102 3.69 0.601 *

아이디어 
현실화

2년 미만 33 3.41 0.687

2.329
2년 이상 5년 미만 56 3.36 0.738
5년 이상 10년 미만 67 3.54 0.589
10년 이상 15년 미만 42 3.49 0.585

15년 이상 102 3.65 0.573
*p<.05, **p<.01

<표 Ⅳ-8> 근속년수에 따른 혁신적 업무행동의 차이

업무경력에 따라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은 업무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047, p<.01).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ché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업무경력이 2년 미만인 대기업 R&D 인력이 업무경력이 
15년 이상인 R&D 인력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첫째, 아이디어 
생성은 업무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3.665, p<.01), 사후 검증 결과 
업무경력이 2년 미만인 대기업 R&D 인력이 업무경력이 15년 이상인 R&D 인력에 비해 낮
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이디어 홍보는 업무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4.446, p<.01), 사후 검증 결과 업무경력이 2년 미만 및 2년 이상 5년 미만인 
대기업 R&D 인력이 업무경력이 15년 이상인 R&D 인력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아이디어 현실화는 업무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3.564, 
p<.01), 사후 검증 결과 업무경력이 2년 미만인 대기업 R&D 인력이 업무경력이 15년 이
상인 R&D 인력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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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éffe

1 2 3 4 5

혁신적 
업무행동

2년 미만 82 3.39 0.625

4.047**

2년 이상 5년 미만 85 3.51 0.529

5년 이상 10년 미만 76 3.56 0.476

10년 이상 15년 미만 23 3.50 0.652

15년 이상 34 3.83 0.475 *

아이디어 
생성

2년 미만 82 3.48 0.669

3.665**

2년 이상 5년 미만 85 3.65 0.502

5년 이상 10년 미만 76 3.63 0.551

10년 이상 15년 미만 23 3.59 0.689

15년 이상 34 3.93 0.504 *

아이디어 
홍보

2년 미만 82 3.43 0.740

4.446**

2년 이상 5년 미만 85 3.45 0.625

5년 이상 10년 미만 76 3.55 0.578

10년 이상 15년 미만 23 3.65 0.681

15년 이상 34 3.94 0.533 * *

아이디어 
현실화

2년 미만 82 3.37 0.690

3.564**

2년 이상 5년 미만 85 3.49 0.606

5년 이상 10년 미만 76 3.63 0.539

10년 이상 15년 미만 23 3.42 0.691

15년 이상 34 3.79 0.597 *

**p<.01

<표 Ⅳ-9> 업무경력에 따른 혁신적 업무행동의 차이

업종에 따라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 및 그 하
위 요인인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현실화는 업종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인 아이디어 홍보의 경우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2.658, 
p<.05), 사후 검증 결과 기타 업종에 속해 있는 대기업 R&D 인력이 제조업에 속해 있는 
R&D 인력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63 -

변인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éffe
1 2 3 4 5

혁신적 
업무행동

제조업 135 3.59 0.578

2.127
도소매업/유통업 17 3.44 0.631

서비스업 71 3.55 0.509
소프트웨어개발/IT 37 3.51 0.469

기타 40 3.31 0.609

아이디어 
생성

제조업 135 3.72 0.604

1.907
도소매업/유통업 17 3.49 0.688

서비스업 71 3.62 0.521
소프트웨어개발/IT 37 3.54 0.605

기타 40 3.48 0.570

아이디어 
홍보

제조업 135 3.61 0.670

2.658*
도소매업/유통업 17 3.50 0.661

서비스업 71 3.59 0.611
소프트웨어개발/IT 37 3.55 0.537

기타 40 3.24 0.734 *

아이디어 
현실화

제조업 135 3.58 0.650

1.919
도소매업/유통업 17 3.43 0.621

서비스업 71 3.56 0.606
소프트웨어개발/IT 37 3.53 0.506

기타 40 3.28 0.682
*p<.05

<표 Ⅳ-10> 업종에 따른 혁신적 업무행동의 차이

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무형식학습 활동의 차이

성별에 따라 대기업 R&D 인력의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무형식학습 활동 및 그 하위 요인인 사
회적 학습, 자기 성찰 학습, 외부 탐색 학습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무형식학습 활동
남성 219 3.56 0.427

1.783
여성 81 3.44 0.537

사회적 학습
남성 219 3.64 0.492

1.747
여성 81 3.51 0.630

자기 성찰 학습
남성 219 3.64 0.477

1.813
여성 81 3.50 0.627

외부 탐색 학습
남성 219 3.27 0.703

1.015
여성 81 3.18 0.775

<표 Ⅳ-11> 성별에 따른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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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라 대기업 R&D 인력의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검
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 및 그 하위 요인인 사회
적 학습, 자기 성찰 학습, 외부 탐색 학습 모두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éffe

1 2 3 4

무형식학습 활동

20대 65 3.44 0.510

1.978
30대 72 3.48 0.478

40대 81 3.60 0.420

50대 이상 82 3.56 0.437

사회적 학습

20대 65 3.52 0.570

1.399
30대 72 3.64 0.537

40대 81 3.68 0.533

50대 이상 82 3.56 0.503

자기 성찰 학습

20대 65 3.52 0.623

1.912
30대 72 3.53 0.544

40대 81 3.64 0.440

50대 이상 82 3.69 0.488

외부 탐색 학습

20대 65 3.14 0.770

1.808
30대 72 3.14 0.733

40대 81 3.36 0.690

50대 이상 82 3.30 0.697

<표 Ⅳ-12> 연령에 따른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의 차이

학력에 따라 대기업 R&D 인력의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13>과 같다.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638, p<.05).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LSD 사
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졸 이하인 대기업 R&D 인력이 4년제 대졸 및 석사인 R&D 인력
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대졸 인 대기업 R&D 인력이 4년제 대졸 R&D 
인력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첫째와 둘째인 사회적 학습과 자기 
성찰 학습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부 탐색 학습은 학력에 따
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2.633, p<.05), 사후 검증 결과 고졸 이하인 대기업 
R&D 인력이 4년제 대졸 및 석사인 R&D 인력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
대졸인 대기업 R&D 인력이 석사인 R&D 인력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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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éffe/LSD

1 2 3 4 5

무형식학습 
활동

고졸 이하 19 3.29 0.428

2.638*

전문대졸 43 3.40 0.537

4년제 대졸 200 3.56 0.440 * *

석사 34 3.60 0.474 *

박사 4 3.65 0.172

사회적 학습

고졸 이하 19 3.47 0.533

1.509

전문대졸 43 3.46 0.585

4년제 대졸 200 3.63 0.532

석사 34 3.67 0.491

박사 4 3.81 0.239

자기 성찰 
학습

고졸 이하 19 3.36 0.411

1.560

전문대졸 43 3.52 0.633

4년제 대졸 200 3.64 0.495

석사 34 3.62 0.591

박사 4 3.63 0.323

외부 탐색 
학습

고졸 이하 19 2.93 0.886

2.633*

전문대졸 43 3.05 0.744

4년제 대졸 200 3.28 0.716 *

석사 34 3.42 0.594 * *

박사 4 3.58 0.167

*p<.05

<표 Ⅳ-13> 학력에 따른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의 차이

직급에 따라 대기업 R&D 인력의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은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925, p<.01).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ché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원/주임급 대기업 R&D 인력이 부장급 이상 R&D 인력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첫째와 둘째인 사회적 학습과 자기 성찰 학습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부 탐색 학습은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F=3.305, p<.05), 사후 검증 결과 사원/주임급 대기업 R&D 인력이 
부장급 이상 R&D 인력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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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éffe

1 2 3 4 5

무형식학습 
활동

사원/주임급 86 3.40 0.496

3.925**

대리/선임급 61 3.57 0.448

과장/책임급 57 3.46 0.425

차장/수석급 44 3.66 0.505

부장급 이상 52 3.65 0.356 *

사회적 학습

사원/주임급 86 3.48 0.586

2.396

대리/선임급 61 3.70 0.405

과장/책임급 57 3.56 0.541

차장/수석급 44 3.68 0.648

부장급 이상 52 3.69 0.431

자기 성찰 
학습

사원/주임급 86 3.53 0.563

2.263

대리/선임급 61 3.60 0.550

과장/책임급 57 3.50 0.500

차장/수석급 44 3.73 0.513

부장급 이상 52 3.72 0.429

외부 탐색 
학습

사원/주임급 86 3.07 0.784

3.305*

대리/선임급 61 3.29 0.751

과장/책임급 57 3.15 0.640

차장/수석급 44 3.42 0.663

부장급 이상 52 3.45 0.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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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4> 직급에 따른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의 차이

근속년수에 따라 대기업 R&D 인력의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 및 그 
하위 요인인 사회적 학습, 자기 성찰 학습, 외부 탐색 학습 모두 근속년수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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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éffe

1 2 3 4 5

무형식학습 
활동

2년 미만 33 3.51 0.425

1.924

2년 이상 5년 미만 56 3.42 0.497

5년 이상 10년 미만 67 3.49 0.440

10년 이상 15년 미만 42 3.52 0.539

15년 이상 102 3.62 0.422

사회적 학습

2년 미만 33 3.64 0.488

1.343

2년 이상 5년 미만 56 3.50 0.573

5년 이상 10년 미만 67 3.54 0.513

10년 이상 15년 미만 42 3.61 0.618

15년 이상 102 3.69 0.502

자기 성찰 
학습

2년 미만 33 3.61 0.512

2.076

2년 이상 5년 미만 56 3.49 0.628

5년 이상 10년 미만 67 3.53 0.512

10년 이상 15년 미만 42 3.60 0.527

15년 이상 102 3.71 0.459

외부 탐색 
학습

2년 미만 33 3.06 0.797

1.349

2년 이상 5년 미만 56 3.14 0.707

5년 이상 10년 미만 67 3.27 0.649

10년 이상 15년 미만 42 3.25 0.793

15년 이상 102 3.35 0.719

<표 Ⅳ-15> 근속년수에 따른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의 차이

업무경력에 따라 대기업 R&D 인력의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16>과 같다.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은 업
무경력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첫째, 사회적 학습은 업무경력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 성찰 학습은 업무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2.470, p<.05), 사후 검증 결과 업무경력이 15년 미만인 대기업 R&D 
인력이 업무경력이 15년 이상인 R&D 인력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
부 탐색 학습은 업무경력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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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éffe/LSD

1 2 3 4 5

무형식학습 
활동

2년 미만 82 3.47 0.454

2.105

2년 이상 5년 미만 85 3.51 0.473

5년 이상 10년 미만 76 3.53 0.453

10년 이상 15년 미만 23 3.47 0.527

15년 이상 34 3.73 0.386

사회적 학습

2년 미만 82 3.59 0.531

1.070

2년 이상 5년 미만 85 3.57 0.531

5년 이상 10년 미만 76 3.57 0.533

10년 이상 15년 미만 23 3.65 0.638

15년 이상 34 3.77 0.482

자기 성찰 
학습

2년 미만 82 3.55 0.526

2.470*

2년 이상 5년 미만 85 3.57 0.554

5년 이상 10년 미만 76 3.60 0.500

10년 이상 15년 미만 23 3.54 0.463

15년 이상 34 3.86 0.489 * * * *

외부 탐색 
학습

2년 미만 82 3.12 0.763

1.969

2년 이상 5년 미만 85 3.27 0.719

5년 이상 10년 미만 76 3.29 0.678

10년 이상 15년 미만 23 3.10 0.837

15년 이상 34 3.49 0.599

*p<.05

<표 Ⅳ-16> 업무경력에 따른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의 차이

업종에 따라 대기업 R&D 인력의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17>과 같다.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 및 그 하
위 요인인 사회적 학습, 자기 성찰 학습, 외부 탐색 학습 모두 업종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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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éffe

1 2 3 4 5

무형식학습 
활동

제조업 135 3.51 0.472

.487

도소매업/유통업 17 3.48 0.375

서비스업 71 3.56 0.446

소프트웨어개발/IT 37 3.59 0.442

기타 40 3.48 0.512

사회적 학습

제조업 135 3.62 0.537

.556

도소매업/유통업 17 3.54 0.322

서비스업 71 3.59 0.541

소프트웨어개발/IT 37 3.69 0.541

기타 40 3.53 0.593

자기 성찰 
학습

제조업 135 3.59 0.532

.217

도소매업/유통업 17 3.54 0.525

서비스업 71 3.64 0.522

소프트웨어개발/IT 37 3.59 0.514

기타 40 3.62 0.534

외부 탐색 
학습

제조업 135 3.20 0.741

1.027

도소매업/유통업 17 3.14 0.646

서비스업 71 3.33 0.652

소프트웨어개발/IT 37 3.40 0.675

기타 40 3.17 0.844

<표 Ⅳ-17> 업종에 따른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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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의 

상관관계

연구문제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데 앞서 통제변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매개
변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대기업 R&D 인력이 인식한 혁신적 업무행
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Ⅳ
-18> 참조). 종속변인인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과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무형
식학습 활동이 .560, 직무 도전성이 .523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학습동기
는 .460으로 중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직무 도전성은 무형식학습 활동과 .550으
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학습동기는 .264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학습동기는 무형식학습 활동과 .653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통제변인의 경우 성별이 혁신적 업무행동이 -.244, 직무 도전성이 -.180, 무형식학습 
활동이 -.114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나이의 경우 혁신적 업무행동이 .209, 직
무 도전성이 .165, 무형식학습 활동이 .116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고, 학습동기
는 -.036으로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학력은 직무 도전성이 .165, 무형식학
습 활동이 .174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고, 직급은 혁신적 업무행동이 .211, 무형식
학습 활동이 .186, 직무 도전성이 .191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근속년수의 경우 
혁신적 업무행동이 .197, 직무 도전성이 .161, 무형식학습 활동이 .132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고, 업무경력은 혁신적 업무행동이 .207, 직무 도전성이 .216, 무형식학습 활동
이 .129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업종은 혁신적 업무행동이 -.141로 낮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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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 성별 1

2. 연령 -.460** 1

3. 학력 -.106 -.011 1

4. 직급 -.491** .690** .285** 1

5. 근속년수 -.400** .722** -.016 .621** 1

6. 업무경력 -.237** .487** -.118* .308** .583** 1

7. 업종 .182** -.128* -.003 -.090 -.210** -.183** 1

8. 혁신적 업무행동 -.244** .209** .023 .211** .197** .207** -.141* 1

9. 직무 도전성 -.180** .165** .165** .191** .161** .216** -.061 .523** 1

10. 학습동기 .000 -.036 .046 .012 -.035 .039 -.013 .460** .264** 1

11. 무형식학습 활동 -.114* .116* .174** .186** .132* .129* .024 .560** .550** .6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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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8>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 변인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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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 
등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토하였다. 회귀분석 시 종속변인
이 양적변인이어야 하고,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해야 하며, 잔차의 등분산성, 선형성, 상호독
립성이 만족되어야 한다. 정규분포의 가정은 정규확률도표를 통해 확인하였다([그림 Ⅳ-1]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산점된 분포가 거의 대각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통해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이 대체적으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Ⅳ-1] 혁신적 업무행동의 정규성 검증(P-P plot)

한편, 등분산성에 대한 검증은 잔차의 산점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등분산
성 검증을 위해서 표준화된 예측치(ZPRED)를 X축으로 하고 표준화 잔차(ZRESID)를 Y축
으로 두어 그래프로 표시하여 분산의 선형성과 동일성을 확인한다. 산점도 분석 결과, 대체
적으로 0을 중심으로 퍼져있어 등분산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 Ⅳ-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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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혁신적 업무행동의 등분산성 검증을 위한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

또한, 잔차 간의 상호 독립성에 대한 가정은 Durbin-Watson 값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값이 0에 가까우면 양의 상관관계, 4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며, 2
에 근접할 때 상호 독립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Durbin-Watson 값이 2에 
근접하고 있어 상호 독립성에 대한 가정을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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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매개효과

문제 4-1.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는 무형식학습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 4-2.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는 무형식학습 활동을 
매개로 혁신적 업무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 4-3.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는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 4-4.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이 갖는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가.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무형식학습 활동의 관계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가 매개변인인 무형식학습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인
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명력은 60.2%
를 차지하고 F값이 30.759이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p<.00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
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나타났다. 첫 번째 독립변인인 직무 도전성의 표
준화계수가 .258로 유의하며(p<.001), 부트스트랩 추정치로 신뢰구간 내의 최소 계수값
(LLCI=.206)과 최대 계수값(ULCI=.311)의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변인 간 관계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독립변인인 학습동기의 표준화계수는 .531로 유의하
며(p<.001), 부트스트랩 추정치로 신뢰구간 내의 최소 계수값(LLCI=.454)과 최대 계수값
(ULCI=.607)의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변인 간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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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무형식학습 활동

β SE t p LLCI ULCI

(상수) .868 .157 5.526 .000 .559 1.177

독립
직무 도전성 .258 .027 9.685 .000 .206 .311

학습동기 .531 .039 13.644 .000 .454 .607

통제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더미: 여성 -.002 .048 -.036 .972 -.095 .092

연령더미1: 20대 .057 .080 .717 .474 -.100 .215

연령더미2: 30대 -.046 .068 -.677 .499 -.181 .088

연령더미3: 40대 .022 .051 .433 .666 -.079 .123

직급더미1: 사원/주임급 -.131 .073 -1.801 .073 -.275 .012

직급더미2: 대리/선임급 -.043 .072 -.598 .550 -.185 .099

직급더미3: 과장/책임급 -.099 .063 -1.563 .119 -.224 .026

직급더미4: 차장/수석급 -.058 .066 -.887 .376 -.187 .071

근속년수더미1:2년 미만 -.029 .083 -.353 .725 -.192 .134

근속년수더미2:2~5년 -.104 .069 -1.513 .132 -.239 .031

근속년수더미3:5~10년 -.012 .057 -.217 .828 -.125 .100

근속년수더미4:10~15년 -.021 .063 -.339 .735 -.144 .102

R .776

R2 .602

F 30.759 (p=.000)
주1. 성별은 ‘남성’, 연령은 ‘50대 이상’, 직급은 ‘부장급 이상’, 근속년수는 ‘15년 이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함

<표 Ⅳ-19>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무형식학습 활동의 관계 분석

나.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무형식학습 활동,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독립변인인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매개변인인 무형식학습 활동이 종속변인인 혁신
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F값이 15.352이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나(p<.001),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확보되었다. 

첫 번째 독립변인인 직무 도전성이 종속변인인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
석한 결과 표준화계수는 .249로 유의하며(p<.001),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확보되었다. 아울
러 부트스트랩 추정치로 신뢰구간 내의 최소 계수값(LLCI=.162)과 최대 계수값
(ULCI=.335)의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변인 간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독립변인인 학습동기가 종속변인인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
한 결과 표준화계수는 .299로 유의하며(p<.01),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확보되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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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스트랩 추정치로 신뢰구간 내의 최소 계수값(LLCI=.158)과 최대 계수값(ULCI=.440)
의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변인 간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인인 무형식학습 활동이 종속변인인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준화계수는 .238로 유의하며(p<.01),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확보되었다. 아
울러 부트스트랩 추정치로 신뢰구간 내의 최소 계수값(LLCI=.071)과 최대 계수값
(ULCI=.405)의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변인 간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0> 참조).

변인
혁신적 업무행동

β SE t p LLCI ULCI

(상수) .700 .237 2.958 .003 .234 1.166

독립
직무 도전성 .249 .044 5.652 .000 .162 .335

학습동기 .299 .072 4.180 .000 .158 .440

매개 무형식학습 활동 .238 .085 2.810 .005 .071 .405

통제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더미: 여성 .152 .068 2.231 .027 .018 .286

연령더미1: 20대 -.101 .115 -.881 .379 -.327 .125

연령더미2: 30대 -.150 .098 -1.526 .128 -.343 .043

연령더미3: 40대 -.059 .074 -.799 .425 -.204 .086

직급더미1: 사원/주임급 .045 .105 .426 .671 -.162 .252

직급더미2: 대리/선임급 .145 .103 1.403 .162 -.058 .348

직급더미3: 과장/책임급 .131 .091 1.434 .153 -.049 .310

직급더미4: 차장/수석급 .093 .094 .992 .322 -.092 .279

근속년수더미1:2년 미만 -.014 .119 -.119 .906 -.248 .220

근속년수더미2:2~5년 -.073 .099 -.744 .457 -.267 .121

근속년수더미3:5~10년 -.004 .082 -.053 .958 -.165 .157

근속년수더미4:10~15년 .011 .090 .127 .899 -.165 .188

R .670

R2 .448

F 15.352 (p=.000)
주1. 성별은 ‘남성’, 연령은 ‘50대 이상’, 직급은 ‘부장급 이상’, 근속년수는 ‘15년 이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함

<표 Ⅳ-20>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무형식학습 활동,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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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독립변인인 직무 도전성이 종속변인인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F값이 15.510이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p<.001),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확보되었다. 
첫 번째 독립변인인 직무 도전성이 종속변인인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
한 결과 표준화계수는 .31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아울러 부트스트랩 추정
치로 신뢰구간 내의 최소 계수값(LLCI=.234)과 최대 계수값(ULCI=.386)의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변인 간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독립변인인 학습동기
가 종속변인인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F값이 15.510이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p<.001),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확보되었다. 독립변인인 학습동기가 
종속변인인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준화계수는 .426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아울러 부트스트랩 추정치로 신뢰구간 내의 최소 계수값
(LLCI=.315)과 최대 계수값(ULCI=.537)의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변인 간 관계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1> 참조).

변인
혁신적 업무행동

β SE t p LLCI ULCI

(상수) .907 .228 3.984 .000 .459 1.355

독립
직무 도전성 .310 .039 8.031 .000 .234 .386
학습동기 .426 .056 7.555 .000 .315 .537

통제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더미: 여성 .151 .069 2.198 .029 .016 .287
연령더미1: 20대 -.087 .116 -.753 .452 -.316 .141
연령더미2: 30대 -.161 .099 -1.621 .106 -.356 .035
연령더미3: 40대 -.054 .074 -.719 .473 -.200 .093
직급더미1: 사원/주임급 .013 .106 .127 .899 -.195 .222
직급더미2: 대리/선임급 .135 .104 1.289 .199 -.071 .340
직급더미3: 과장/책임급 .107 .092 1.166 .245 -.074 .288
직급더미4: 차장/수석급 .080 .095 .835 .404 -.108 .267
근속년수더미1:2년 미만 -.021 .120 -.175 .861 -.258 .216
근속년수더미2:2~5년 -.098 .099 -.987 .324 -.294 .097
근속년수더미3:5~10년 -.007 .083 -.088 .930 -.170 .156

근속년수더미4:10~15년 .006 .091 .070 .945 -.172 .185

R .658

R2 .432

F 15.510 (p=.000)
주1. 성별은 ‘남성’, 연령은 ‘50대 이상’, 직급은 ‘부장급 이상’, 근속년수는 ‘15년 이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함

<표 Ⅳ-21>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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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매개효과2)

1) 직무 도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매개효과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부트스트랩핑으로 재추출된 표
본수는 5,000개였으며,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확인
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분석 결과, 직무 도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된 경우, 매개효과 계수 하한값(LLCI)은 .014, 상한
값(ULCI)은 .119로 나타나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접효과
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직무 도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
식학습 활동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2> 참조).

구분 Effect S.E. 95% Boot LLCI 95% Boot ULCI

총효과 .310 .039 .234 .386

직접효과 .249 .044 .162 .335

간접효과 .062 .026 .014 .119

<표 Ⅳ-22> 직무 도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Bootstrapping)

PROCESS를 통한 매개효과 1단계 분석에서 직무 도전성이 무형식학습 활동에 미치는 영
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β=.258, p<.001), 2단계 분석에서 직무 도전성
(β=.249, p<.001)과 무형식학습 활동(β=.238, p<.01)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 분석에서 직무 도전성이 혁신적 업무행동
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310, p<.001). 즉, 각 단계의 
회귀계수가 모두 유의하고 직무 도전성의 회귀계수 총효과는 직접효과보다 .062(간접효과)
만큼 크며, 이러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직무 도전성과 혁신적 업
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무형식학습 활동 하위구인별 매개효과 검증은 [부록 3]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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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매개효과

대기업 R&D 인력의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부트스트랩핑으로 재추출된 표본수
는 5,000개였으며,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확인하였
다(Shrout & Bolger, 2002). 분석 결과,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
습 활동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된 경우, 매개효과 계수 하한값(LLCI)은 .033, 상한값(ULCI)
은 .241로 나타나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3> 참조). 

구분 Effect S.E. 95% Boot LLCI 95% Boot ULCI

총효과 .426 .056 .315 .537

직접효과 .299 .072 .158 .440

간접효과 .127 .054 .033 .241

<표 Ⅳ-23>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Bootstrapping)

PROCESS를 통한 매개효과 1단계 분석에서 학습동기가 무형식학습 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β=.531, p<.001), 2단계 분석에서 학습동기(β
=.299, p<.001)와 무형식학습 활동(β=.238, p<.01)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 분석에서 학습동기가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
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426, p<.001). 즉, 각 단계의 회귀계
수가 모두 유의하고 학습동기의 회귀계수 총효과는 직접효과보다 .127(간접효과)만큼 크며, 
이러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으므로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
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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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대기업 R&D 인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른 혁신적 업무행동, 무형식학습 활동
의 차이 및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 등의 관계를 살펴본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및 무형식학습 활동과 인

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첫째,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은 성별, 연령, 직급, 근속년수, 업무경력, 업
종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성별
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혁신적 업무행동 및 그 하위 요인인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홍
보, 아이디어 현실화 등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경력에 관해 서재교(2015)는 팀에 10년 이상 근무한 집단은 6년에서 
9년 근무한 집단에 비해 혁신행동을 유의미하게 높게 인식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연구결
과는 이 결과를 지지한다. 서재교(2015)의 연구에서는 직급에 의한 혁신행동의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던 반면, 이준명(2015)의 연구에서는 직급에 의해 혁신행동의 차이가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는 부장이상이 차장급이나 사원급보다 높고, 차장급이 사원급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대기업 R&D 인력의 무형식학습 활동은 학력, 직급, 업무경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고졸 이하인 대기업 R&D 
인력이 4년제 대졸 및 석사인 R&D 인력에 비해 혁신적 업무행동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 하는 것이며(문세연, 2006; 송선
일, 2011; 임재원, 2010; Skule, 2004), 학력이 높을수록 무형식학습에 대한 전략 및 구체
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학습과정에서 개인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어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이 높게 인식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무형식학습 활동을 일부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일부 선행연구 결과(문세연, 2010; Enos et al., 2003)를 지지한다. 
또한, 직급 및 업무경력에 의해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직급이 높을수록 담당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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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범위와 권한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직무의 범위와 권한이 클수록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에 용이하며 보다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직급에 따른 무
형식학습 활동 수준의 차이는 정보습득과 업무경험을 통한 성찰의 빈도나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특히, 업무경력에 따른 무형식학습 
활동 하위구인의 수준 차이가 자기 성찰 학습에서 2년 미만 경력자 보다 15년 이상 경력자
가 유의미하게 높은 값으로 도출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유추가 가능하다. 

 
나.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

형식학습 활동의 관계

첫째, 대기업 R&D 인력의 학습동기는 혁신적 업무행동, 무형식학습 활동 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 연구에서 가정하거나 실증한 결과를 지
지한다. 동기는 조직구성원의 심리에서 출발하여 비가시적인 행동의 형태로 표출되게 된다
(권석균, 오승희, 최보인, 2016; De Cooman, De Gieter, Pepermans, Jegers, & Van 
Acker, 2009). 경영학,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된 동기에 대한 효과성 연
구들은 직무만족, 몰입, 신뢰 등의 긍정 정서 및 심리적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
지해왔다(Bono & Judge, 2003; Deci, Connell & Ryan, 1989). 특히, R&D 인력의 내재적 
동기는 개인 수준의 반응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의 전략 달성과 집단적 행동 개선에 기여하
는 조직 수준의 성과로 나타날 때 진정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은 혁신적 업무행동, 무형식학습 활동 등에 유의
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가정하거나 실증한 결과를 
지지한다. 일부 연구에서 직무 도전성은 업무의 양적, 질적 과다로 직무 스트레스와 병행되
어 현업을 수행하는 조직구성원에게 주어지는 과다한 압박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Amabile 외(1996)의 연구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은 창의성 발휘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도전성을 조직성과의 부적 변인으로 치부하였다. 반면 이 연구
에서 실증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은 성과에 대해 부적 변인이기보
다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자극으로 받아들여져 혁신적 업무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
로 보인다. 연구결과는 업무에서의 부담감 및 스트레스가 반드시 조직 수준의 성과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지한다. 이는 시간에 대한 압력이 지나치게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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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이르지 않을 경우이다. 오승영(2006)은 혁신 지원적 분위기가 혁신적 업무행동에 
혁신 지원적 분위기와 직무 도전성이 갖는 상호작용항의 효과를 구명하고, 지적으로 도전
적인 성격을 가진 문제에 봉착했을 경우 과도하게 보이는 스트레스라도 오히려 성과 향상 
또는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론의 근거로는 시간에 
대한 압력(time pressure)이 일반적으로 R&D 인력으로부터 높은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다
는 결과Andrew & Farris, 1972))를 제시하였다. 종합해볼 때, 직무 도전성은 대상별로 정
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영향관계를 갖는다. 때로는 과
중한 업무라도 조직구성원에게 도전적인 업무라는 긍정적 인식이 강할 경우, 조직의 맥락
적, 환경적 요소와 시너지를 일으켜 혁신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 결과 무형식학습 활동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가정하거나 실증한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
는 무형식학습 활동을 통해 형성된 지식이 행동의 변화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결과를 실증적
으로 구명한 Enos 외(2003)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학습조직, 실천공동체
(CoP)가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갖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권중생, 노수
근, 2014; 이홍재, 한수영, 2013)와 방향성을 같이 한다. 또한, Carmeli와 Spreitzer(2009)
는 다양한 기업의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에서 동료 간의 학습을 포함한 연결
성이 혁신적 업무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임을 밝혀냈다. 높은 수준의 무형식학습은 동
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며 서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와 기회를 논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종국적으로 무형식학습은 혁신적 업무행동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는 무형식학습 활동의 결과로 조직구성원 상호 간에 형성된 지식 및 기술이 
신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조직 내 유통하는 행동을 촉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 83 -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의 관
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기업 R&D 인력
의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은 어떠한가?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은 어떠한가?,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은 어떠한가?, 직무 도전성 수준은 어떠
한가? 학습동기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대기업 R&D 인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혁신적 업무행동 및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무형식학습 활동 인식 
수준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
기, 무형식학습 활동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 및 학
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매개효과를 갖는가? (직무 도전
성 및 학습동기는 무형식학습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
는 무형식학습 활동을 매개로 혁신적 업무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는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이 갖는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R&D 인력 전체이지만, 정확한 모집단의 규모
를 추정할 수 없기에 표집에 있어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R&D 인력
의 경우에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통계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의표집
(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선택하였다. 코참비즈에서 제공하는 매출액 기준 1000대 기
업을 대기업으로 정의내리고 해당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R&D 인력을 목표모집단으로 설정
한 후 400명의 표본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혁신적 업무행동이 9문항, 직무 도전성 
3문항, 학습동기 19문항, 무형식학습 활동 12문항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10문항으로 구성
된 설문지였다. 조사도구는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설문지로 확정하였다. 평균 회수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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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자료율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표집대상에 해당하는 R&D 투자액 상위 50개 기업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기업당 3~5부 표집을 목표로 각 기업
별로 6~10부를 배포하였다. 그 결과, 표집을 조력할 수 있는 연락책이 확보되지 않은 기업
을 제외하고 38개 기업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450명의 R&D 인력을 대상으로 표집을 실
시하였다. 설문지는 2016년 10월 4일부터 10월 21일까지 18일 동안 대기업 R&D 인력을 
대상으로 45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319부 중 불성실 응답 및 결측값이 발견된 19부
를 제외한 300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분석을 위하
여 백분율, 평균, 빈도 등의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 회귀분석(Process를 
활용한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3.0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 문제를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은 평균 3.53,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은 

3.53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

별, 연령, 직급, 근속년수, 업무경력, 업종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에 따라 남자가 여자보다 혁신적 업무행동의 인식 
수준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에 비해 40대 및 50대 이상의 인식 수준이 높았다. 직
급별로는 사원/주임급에 비해 차장/수석급 및 부장급 이상이 높았고, 근속년수별로는 2년 
이상 5년 미만 근로자에 비해 15년 이상 근로자가 높았으며, 업무경력별로는 2년 미만 경
력자에 비해 15년 이상 경력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학력, 직급, 업무경력 등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은 선행변인으로 구안된 직무 도전성, 학습동
기, 무형식학습 활동 등과 각각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인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과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무형식학습 활동이 .560, 직무 도전성
이 .523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학습동기는 .460으로 중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도전성은 무형식학습 활동과 .550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었으며, 학습동기는 .264로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는 무형
식학습 활동과 .653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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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기업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
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ROCESS를 통한 매개효과 1단계 분석에서 직
무 도전성이 무형식학습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β
=.258, p<.001), 2단계 분석에서 직무 도전성(β=.249, p<.001)과 무형식학습 활동(β
=.238, p<.01)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 분석에서 직무 도전성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β=.310, p<.001). 즉, 각 단계의 회귀계수가 모두 유의하고 직무 도전성의 
회귀계수 총효과는 직접효과보다 .062(간접효과)만큼 크며, 이러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
의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직무 도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부
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
식학습 활동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ROCESS를 통한 매개효과 1단계 
분석에서 학습동기가 무형식학습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고(β=.531, p<.001), 2단계 분석에서 학습동기(β=.299, p<.001)와 무형식학습 활동(β
=.238, p<.01)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 분석에서 학습동기가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426, p<.001). 즉, 각 단계의 회귀계수가 모두 유의하고 학습동기의 회귀계
수 총효과는 직접효과보다 .127(간접효과)만큼 크며, 이러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었으므로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의 부분 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 및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이 점수는 보통에 근접한 값으로서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
적 업무행동 및 무형식학습 활동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보
여준다. 따라서 변화하는 기업환경에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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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혁신적 업무행동의 주효한 선행변인으로서 무형식학습 활동 및 직무 도전성과 학
습동기가 관찰 되는 바 기업의 R&D 인력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서 무형식학습 활동을 증
진시키고, 적절한 수준의 직무 도전성을 부여하며,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수준은 연령 측면에서 40대 이상 연령의 인
력이 30대 이하 연령의 인력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직급 측면에서 차장 및 수석급 이
상이 과장 및 책임급 이하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근속년수 또는 업무경력 측면에서
도 15년 이상 근속 또는 경력으로 응답한 인력이 그렇지 않은 인력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기업의 R&D 인력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활
동은 인적자원의 아이디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혁신적 업무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박혜
선, 2015). 연구결과 나타난 혁신적 업무행동 및 그 하위구인에 대한 고연령, 고직급 인력
의 높은 인식은 R&D 과업 전문성이 높은 인력들이 스스로 기존과는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
하고 실현하고 있다는 자의식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은 무형식학습 활동, 직무 도전성 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직무 도전성은 무형식학습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습동기는 
무형식학습 활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일터 현장에서 조직구성원은 매번 장벽이 낮
은 업무를 맡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 절차나 방법에 있어 고충과 마주하게 되는
데 이 때 직무 도전성과 학습동기가 표면화 된다. 연구결과, 이렇게 생성된 직무 도전성과 
학습동기는 공통적으로 무형식학습 활동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한편, 무형식학습 활
동과 혁신적 업무행동은 높은 상관을 갖는데, 종합하여 볼 때,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
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와 상관이 높은 무형식학습 활동을 증진시켜야 하며, 높은 수준
의 무형식학습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무 도전성과 학습 동기를 동시에 자극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직무 도전성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으
며 무형식학습 활동은 매개변인으로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구
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은 경영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박
재민, 이중만, 2010). 그러나 개인이 아무리 혁신적 업무행동을 하려 할지라도 주변 환경이
나 관리자의 지원 없이는 혁신을 이루어내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R&D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층과 관리자는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조직의 성과 향
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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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도전의 목표로 인식되는 적절한 과업을 할당함으로써 R&D 인력의 직무 도전성을 높
이고, 이에 따라 R&D 인력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수행을 하며 필요 지식을 습득
하는 것은 물론 업무 또는 업무 외 활동에서 무형식적으로 경험한 내용에 대하여 성찰하면
서 역량 향상을 도모하는 무형식학습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학습동기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으
며 무형식학습 활동은 매개변인으로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학습동기는 학습에 대한 개
인의 행동을 발생시키고 학습행동의 목적 수준 및 강도를 결정짓는 내적인 상태 또는 과정
을 의미하는데, 학습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내재적 동기와 학습하는 것이 최종 목표
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외재적 동기로 구성되어 있어, R&D 인력을 관리 및 개발하는 인사 
및 교육부서에서는 R&D 인력의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고르게 북돋아 무형식학습 
활동으로 전이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다. 

3. 제언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 등의 관
계를 살펴본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후속 연구 및 연구결과 활용, HRD 실무를 위한 제언
을 하고자 한다.  

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이 연구는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대기
업 중 상위 50개 기업의 R&D 인력에 한정하여 유의표집하였다. 그러나 매출액 기준 상위 
50개 기업의 경우 그룹사별 R&D 기능을 분화하여 유지하는 형태가 많아 집단을 규정할 
수 있는 특성에 의해 관찰 변인들의 값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의 심리
적 요인이 학습이라는 활동을 매개로 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산업 구분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 구분뿐
만 아니라 그룹사가 분류되는 산업분야에 대한 제한, 근로자 수 등을 통제하여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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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무 도전성이나 학습동기가 무형식학습 활동을 매개로 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매커니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추가적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무형식학습 활동 및 혁신적 업무행동의 선행변인을 탐색한 뒤 구조모형을 실증할 필요가 
있다.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는 대부분 변인간의 단순 회귀 관계를 기반
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혁신적 업무행동을 이끌어 냄에 있어 학습이라는 행동이 선행
변인과의 밝혀지지 않은 연결고리(black box)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이에 
국내·외의 개념적인 연구나 실증 연구 등 다수의 문헌을 통해 통합적인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선행변인을 구조모형에 투입하여 혁신적 업무행동 
및 무형식학습 활동의 인과적 구조 매커니즘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셋째, 무형식학습 활동과 형식학습 활동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연구 모형에 투입함으로써 
직무 도전성과 학습동기가 혁신적 업무행동을 야기하는데 학습의 형식성에 따른 차이점이 
발견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형식학습 활동은 산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방대하다. 또한 제공되는 인터벤션에 따라 교육훈련의 방법 및 내용이 상이하
기 때문에 활동 수준에 대해서는 측정이 어려워 주로 집체식 교육훈련 참여여부, 참여 빈도 
등으로 측정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무형식학습 활동 측정도구와 같이 형식학습 활
동의 영역을 구안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혁신적 업무행동
의 선행변인으로 형식학습 활동과 무형식학습 활동을 동시에 투입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HRD 담당자를 위한 실천적 제언

첫째, 혁신적 업무행동의 결과로 예측되는 창의적 성과와의 상관 및 영향 관계를 실증할 
필요가 있다. 몇몇 선행연구에서 혁신적 업무행동은 대기업 R&D 현장에서 창의성 발휘와 
유사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Kanter, 1988).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 
등은 대기업 R&D 인력에게 환경적이고 심리적인 자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심리적 자원이 학습이라는 활동 그리고 혁신적인 업무 활동 등에 미치는 영
향을 조명했다. HRD 부서 및 담당자는 혁신적 업무행동의 확인에서 한 걸음 나아가 무형
식학습 활동이 창의적 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이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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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학습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학습이 성과로 이어진다는 매커니즘을 실증하여 경영
층에 보고함으로써 조직 지원 의사결정 또는 안정적인 재무적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에 HRD 부서 및 담당자는 R&D 인력의 창의적 성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주목한 무형식학습 활동 증진을 위해 실무적인 개입기
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무형식학습 활동은 조직구성원이 업무 또는 업무 외 활동을 수행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무형식적 경험을 토대로 성찰과정을 거치며 능동적으로 필요 지식을 
획득하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학습활동이다. 특히, 업무수행을 위해 상사나 동료와 비
공식적인 토론을 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컨퍼런스 또
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능동적인 행위가 요구된다. 어려운 업무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
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업무 매뉴얼(또는 사내 업무 지침서)등을 참조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등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R&D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는 HRD부서 및 담당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다. HRD부서 및 담당자는 종래 강조되
어 온 전통적인 형식학습(Formal learning)의 효과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지 않은 무형식학습(Informal learning)의 효과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셋째, 혁신을 꾀하는 기업은 직무 도전성이라는 심리적 자본이 학습 활동을 통해 조직성
과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을 동기부여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밝혀
진 바와 같이 직무 도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상관은 매우 높으며, 이러한 관계의 중심에
는 무형식학습 활동이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었다. 직무 도전성은 직무가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으며 개인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만큼, HRD부서 및 담당자들은 교육훈련 기획·설계 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직무 
연관성을 높이고, 해당 직무에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아이디어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평가 
방안을 구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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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예비조사�도구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의 관계에 관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의 관

계』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이수기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지는 총 5면이며, 응답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13분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은 이 연구를 

위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9월

                                                               지도교수: 이  찬

                                                               석사과정: 이수기

[연구자 연락처]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이수기

(전화: 02-880-XXXX, 핸드폰: 010-4366-XXXX, e-mail: leesooki@snu.ac.kr, Fax: 02-873-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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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과업 수행에서 기존과는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주변에 널리 알리며, 실현하는 

활동에 대하여 묻는 문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혁신적 업무행동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업무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구, 방법 등을 찾으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와 관련해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직장의 핵심인물들을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열렬한 후원자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잘 다듬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작업현장에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실용적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본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직무가 반복적이거나 일상적이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새롭게 노력을 

들여야 하는 정도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직무 도전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업무는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업무는 개인적인 판단이나 독창성을 발휘할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업무는 대부분 새로운 일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 116 -

Ⅲ. 다음은 학습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으로 인해 개인을 학습에 참여시키고, 학습행동을 유지시키고, 

학습을 강화시키는 심리적 특성과 학습에서 오는 보상을 고려하거나 외부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

로 수용함으로써 개인이 학습에 참여하고, 학습행동을 유지시키는 심리적 특성에 대해 묻는 문

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학습동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배우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흥미로운 것들을 배우는 즐거움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즐겁기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려운 것을 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공부하면서 무언가를 성취하면 즐겁기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 능력을 기르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남들에게 유능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직무이동이나 승진 등 직장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배우고 나면 나에게 혜택이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가 유능하게 보이기 위해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좀 힘들지만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서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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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능동적인 수행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업무 및 업무 외 활동에 대한 

무형식적인 경험 성찰을 토대로 자신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일련의 학습 활동

에 대하여 묻는 문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무형식학습 활동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을 위해 상사나 동료와 비공식적인 
토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휴식 시간 또는 일과 후에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사나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어려운 업무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찰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과거의 어려운 업무 상황을 처리했던 나의 
경험을 되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스스로의 시행착오를 통해 어려운 업무 상황을 해결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려운 업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되돌아본다.(예: 연수, 직무 워크샵 등)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어려운 업무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업무 매뉴얼(또는 
사내 업무 지침서)등을 참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어려운 업무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컨퍼런스 또는 세미나에 
참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업무관련 정보 및 지식 습득을 위해 전문 잡지 또는 관련 서적을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어려운 업무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식·정보를 얻기 위해 기관 
밖의 관련 전문가들에게 연락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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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     )     ② 여 (     )

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몇 세입니까?
① 20~29세 (     )     ② 30~39세 (     )     ③ 40~49세 (     )     
④ 50세 이상 (     )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 이하(     )     ② 전문대졸 (     )     ③ 4년제 대졸 (     )   
④ 석사 (     )     ⑤ 박사 (     )

4. 귀하의 현재 직급은?
① 사원/주임급 (     )     ② 대리/선임급 (     )     ③ 과장/책임급 (     )     
④ 차장/수석급 (     )     ⑤ 부장급 이상 (     )

5. 귀하가 속한 조직에서 귀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은 몇 명입니까?  (      )명

6. 귀하가 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      )년 (      )개월

7. 귀하가 현재 직무를 전담한 기간은?  (      )년 (      )개월

8. 귀하는 연평균 몇 시간의 직무교육에 참여하십니까?  (      )시간

9. 귀하는 연평균 몇 시간의 직무 외 교육에 참여하십니까?   (      )시간

10. 귀사의 업종은?
① 제조업 (     )     ② 도소매업/유통업 (     )     ③ 서비스업 (     )
④ 소프트웨어개발/IT (      )     ⑤ 기타 업종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체크를 하시거나 정확한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9 -

[부록� 2]�본조사�도구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의 관계에 관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R&D 인력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의 관

계』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이수기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지는 총 5면이며, 응답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13분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은 이 연구를 

위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0월

                                                               지도교수: 이  찬

                                                               석사과정: 이수기

[연구자 연락처]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이수기

(전화: 02-880-XXXX, 핸드폰: 010-4366-XXXX, e-mail: leesooki@snu.ac.kr, Fax: 02-873-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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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과업 수행에서 기존과는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주변에 널리 알리며, 실현하는 

활동에 대하여 묻는 문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혁신적 업무행동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업무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구, 방법 등을 찾으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와 관련해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잘 다듬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작업현장에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실용적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본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직무가 반복적이거나 일상적이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새롭게 노력을 

들여야 하는 정도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직무 도전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업무는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업무는 개인적인 판단이나 독창성을 발휘할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업무는 대부분 새로운 일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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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학습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으로 인해 개인을 학습에 참여시키고, 학습행동을 유지시키고, 

학습을 강화시키는 심리적 특성과 학습에서 오는 보상을 고려하거나 외부의 가치를 자신의 것으

로 수용함으로써 개인이 학습에 참여하고, 학습행동을 유지시키는 심리적 특성에 대해 묻는 문

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학습동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배우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흥미로운 것들을 배우는 즐거움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즐겁기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려운 것을 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공부하면서 무언가를 성취하면 즐겁기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 능력을 기르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남들에게 유능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직무이동이나 승진 등 직장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배우고 나면 나에게 혜택이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가 유능하게 보이기 위해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좀 힘들지만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서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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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능동적인 수행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업무 및 업무 외 활동에 대한 

무형식적인 경험 성찰을 토대로 자신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일련의 학습 활동

에 대하여 묻는 문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무형식학습 활동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을 위해 상사나 동료와 비공식적인 
토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휴식 시간 또는 일과 후에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사나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어려운 업무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찰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과거의 어려운 업무 상황을 처리했던 나의 
경험을 되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스스로의 시행착오를 통해 어려운 업무 상황을 해결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려운 업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되돌아본다.(예: 연수, 직무 워크샵 등)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어려운 업무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업무 매뉴얼(또는 
사내 업무 지침서)등을 참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컨퍼런스 또는 세미나에 
참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업무관련 정보 및 지식 습득을 위해 전문 잡지 또는 관련 서적을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어려운 업무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식·정보를 얻기 위해 기관 
밖의 관련 전문가들에게 연락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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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     )     ② 여 (     )

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몇 세입니까?
① 20~29세 (     )     ② 30~39세 (     )     ③ 40~49세 (     )     
④ 50세 이상 (     )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 이하(     )     ② 전문대졸 (     )     ③ 4년제 대졸 (     )   
④ 석사 (     )     ⑤ 박사 (     )

4. 귀하의 현재 직급은?
① 사원/주임급 (     )     ② 대리/선임급 (     )     ③ 과장/책임급 (     )     
④ 차장/수석급 (     )     ⑤ 부장급 이상 (     )

5. 귀하가 속한 조직에서 귀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은 몇 명입니까?  (      )명

6. 귀하가 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      )년 (      )개월

7. 귀하가 현재 직무를 전담한 기간은?  (      )년 (      )개월

8. 귀하는 연평균 몇 시간의 직무교육에 참여하십니까?  (      )시간

9. 귀하는 연평균 몇 시간의 직무 외 교육에 참여하십니까?   (      )시간

10. 귀사의 업종은?
① 제조업 (     )     ② 도소매업/유통업 (     )     ③ 서비스업 (     )
④ 소프트웨어개발/IT (      )     ⑤ 기타 업종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체크를 하시거나 정확한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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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무형식학습�활동(매개)�하위구인별�매개효과�검증

■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사회적 학습)의 관계

□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무형식학습 활동(사회적 학습)의 관계

변인 무형식학습 활동(사회적 학습)
β SE t p LLCI ULCI

(상수) .949 .215 4.410 .000 .525 1.372

독립 직무 도전성 .263 .037 7.206 .000 .191 .335
학습동기 .503 .053 9.435 .000 .398 .608

통제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더미: 여성 .036 .065 .551 .582 -.092 .164
연령더미1: 20대 .202 .110 1.842 .067 -.014 .418
연령더미2: 30대 .159 .094 1.698 .091 -.025 .344
연령더미3: 40대 .120 .070 1.707 .089 -.018 .258
직급더미1: 사원/주임급 -.143 .100 -1.428 .155 -.340 .054
직급더미2: 대리/선임급 .018 .099 -.179 .859 -.212 .177
직급더미3: 과장/책임급 -.079 .087 -.904 .367 -.249 .092
직급더미4: 차장/수석급 -.091 .090 -1.014 .312 -.268 .086
근속년수더미1:2년 미만 -.049 .114 -.435 .664 -.273 .174
근속년수더미2:2~5년 -.178 .094 -1.895 .059 -.363 .007
근속년수더미3:5~10년 -.123 .078 -1.570 .118 -.277 .031
근속년수더미4:10~15년 -.093 .086 -1.081 .281 -.262 .076

R .667
R2 .445
F 16.314 (p=.000)

주1. 성별은 ‘남성’, 연령은 ‘50대 이상’, 직급은 ‘부장급 이상’, 근속년수는 ‘15년 이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함

<부록 3-표 1>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무형식학습 활동(사회적 학습)의 관계 분석

□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무형식학습 활동(사회적 학습),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변인 혁신적 업무행동
β SE t p LLCI ULCI

(상수) .849 .235 3.609 .000 .386 1.312

독립 직무 도전성 .294 .042 7.004 .000 .212 .377
학습동기 .395 .065 6.120 .000 .268 .523

매개 무형식학습 활동
(사회적 학습) .061 .063 .972 .332 -.063 .184

통제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더미: 여성 .149 .069 2.165 .031 .014 .285
연령더미1: 20대 -.100 .117 -.854 .394 -.329 .130
연령더미2: 30대 -.170 .100 -1.710 .088 -.366 .026
연령더미3: 40대 -.061 .075 -.813 .417 -.208 .086
직급더미1: 사원/주임급 .022 .106 .208 .835 -.187 .231
직급더미2: 대리/선임급 .136 .104 1.299 .195 -.070 .341
직급더미3: 과장/책임급 .112 .092 1.216 .225 -.069 .293
직급더미4: 차장/수석급 .085 .095 .892 .373 -.103 .273
근속년수더미1:2년 미만 -.018 .120 -.150 .881 -.255 .219
근속년수더미2:2~5년 -.087 .100 -.873 .384 -.284 .110
근속년수더미3:5~10년 .000 .083 .002 .998 -.164 .164
근속년수더미4:10~15년 .012 .091 .132 .895 -.167 .191

R .659
R2 .434
F 14.536 (p=.000)

주1. 성별은 ‘남성’, 연령은 ‘50대 이상’, 직급은 ‘부장급 이상’, 근속년수는 ‘15년 이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함

<부록 3-표 2>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무형식학습 활동(사회적 학습),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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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변인
혁신적 업무행동

β SE t p LLCI ULCI
(상수) .907 .228 3.984 .000 .459 1.355

독립 직무 도전성 .310 .039 8.031 .000 .234 .386
학습동기 .426 .056 7.555 .000 .315 .537

통제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더미: 여성 .151 .069 2.198 .029 .016 .287
연령더미1: 20대 -.087 .116 -.753 .452 -.316 .141
연령더미2: 30대 -.161 .099 -1.621 .106 -.356 .035
연령더미3: 40대 -.054 .074 -.719 .473 -.200 .093
직급더미1: 사원/주임급 .013 .106 .127 .899 -.195 .222
직급더미2: 대리/선임급 .135 .104 1.289 .199 -.071 .340
직급더미3: 과장/책임급 .107 .092 1.166 .245 -.074 .288
직급더미4: 차장/수석급 .080 .095 .835 .404 -.108 .267
근속년수더미1:2년 미만 -.021 .120 -.175 .861 -.258 .216
근속년수더미2:2~5년 -.098 .099 -.987 .324 -.294 .097
근속년수더미3:5~10년 -.007 .083 -.088 .930 -.170 .156
근속년수더미4:10~15년 .006 .091 .070 .945 -.172 .185

R .658
R2 .432
F 15.510 (p=.000)

주1. 성별은 ‘남성’, 연령은 ‘50대 이상’, 직급은 ‘부장급 이상’, 근속년수는 ‘15년 이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함

<부록 3-표 3>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분석

□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사회적 학습)의 매개효과

구분 Effect S.E. 95% Boot LLCI 95% Boot ULCI

총효과 .310 .039 .234 .386

직접효과 .294 .042 .212 .377

간접효과 .016 .018 -.016 .056

<부록 3-표 4> 직무 도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사회적 학습)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Bootstrapping)

구분 Effect S.E. 95% Boot LLCI 95% Boot ULCI

총효과 .426 .056 .315 .537

직접효과 .395 .065 .268 .523

간접효과 .031 .034 -.034 .101

<부록 3-표 5>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사회적 학습)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Bootstr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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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자기 성찰 학습)의 관계

□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무형식학습 활동(자기 성찰 학습)의 관계

변인
무형식학습 활동(자기 성찰 학습)

β SE t p LLCI ULCI
(상수) .798 .203 3.923 .000 .398 1.198

독립 직무 도전성 .157 .035 4.539 .000 .089 .225
학습동기 .650 .050 12.910 .000 .551 .750

통제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더미: 여성 .067 .062 1.086 .278 -.054 .188
연령더미1: 20대 -.080 .104 -.775 .439 -.284 .124
연령더미2: 30대 -.140 .089 -1.582 .115 -.314 .034
연령더미3: 40대 -.084 .067 -1.257 .210 -.215 .047
직급더미1: 사원/주임급 .034 .095 .364 .716 -.152 .221
직급더미2: 대리/선임급 .023 .093 .243 .809 -.161 .206
직급더미3: 과장/책임급 -.063 .082 -.767 .444 -.225 .099
직급더미4: 차장/수석급 -.011 .085 -.125 .900 -.178 .157
근속년수더미1:2년 미만 -.075 .107 -.695 .488 -.286 .137
근속년수더미2:2~5년 -.121 .089 -1.359 .175 -.295 .054
근속년수더미3:5~10년 -.031 .074 -.422 .674 -.177 .114
근속년수더미4:10~15년 -.005 .081 -.066 .947 -.165 .154

R .695
R2 .483
F 19.024 (p=.000)

주1. 성별은 ‘남성’, 연령은 ‘50대 이상’, 직급은 ‘부장급 이상’, 근속년수는 ‘15년 이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함

<부록 3-표 6>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무형식학습 활동(자기 성찰 학습)의 관계 분석

□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무형식학습 활동(자기 성찰 학습),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변인
혁신적 업무행동

β SE t p LLCI ULCI
(상수) .730 .230 3.181 .002 .278 1.182

독립 직무 도전성 .276 .039 7.014 .000 .198 .353
학습동기 .282 .070 4.042 .000 .145 .419

매개 무형식학습 활동
(자기 성찰 학습) .222 .065 3.407 .001 .094 .350

통제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더미: 여성 .137 .068 2.016 .045 .003 .270
연령더미1: 20대 -.070 .114 -.610 .543 -.294 .155
연령더미2: 30대 -.130 .098 -1.325 .186 -.322 .063
연령더미3: 40대 -.035 .073 -.477 .634 -.179 .109
직급더미1: 사원/주임급 .006 .104 .056 .956 -.199 .210
직급더미2: 대리/선임급 .130 .103 1.264 .207 -.072 .331
직급더미3: 과장/책임급 .121 .090 1.341 .181 -.057 .299
직급더미4: 차장/수석급 .082 .093 .876 .382 -.102 .266
근속년수더미1:2년 미만 -.005 .118 -.038 .970 -.237 .228
근속년수더미2:2~5년 -.071 .098 -.729 .467 -.264 .121
근속년수더미3:5~10년 .000 .081 -.005 .996 -.160 .160
근속년수더미4:10~15년 .008 .089 .084 .933 -.168 .183

R .674
R2 .455
F 15.789 (p=.000)

주1. 성별은 ‘남성’, 연령은 ‘50대 이상’, 직급은 ‘부장급 이상’, 근속년수는 ‘15년 이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함

<부록 3-표 7>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무형식학습 활동(자기 성찰 학습),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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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변인
혁신적 업무행동

β SE t p LLCI ULCI
(상수) .907 .228 3.984 .000 .459 1.355

독립 직무 도전성 .310 .039 8.031 .000 .234 .386
학습동기 .426 .056 7.555 .000 .315 .537

통제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더미: 여성 .151 .069 2.198 .029 .016 .287
연령더미1: 20대 -.087 .116 -.753 .452 -.316 .141
연령더미2: 30대 -.161 .099 -1.621 .106 -.356 .035
연령더미3: 40대 -.054 .074 -.719 .473 -.200 .093
직급더미1: 사원/주임급 .013 .106 .127 .899 -.195 .222
직급더미2: 대리/선임급 .135 .104 1.289 .199 -.071 .340
직급더미3: 과장/책임급 .107 .092 1.166 .245 -.074 .288
직급더미4: 차장/수석급 .080 .095 .835 .404 -.108 .267
근속년수더미1:2년 미만 -.021 .120 -.175 .861 -.258 .216
근속년수더미2:2~5년 -.098 .099 -.987 .324 -.294 .097
근속년수더미3:5~10년 -.007 .083 -.088 .930 -.170 .156
근속년수더미4:10~15년 .006 .091 .070 .945 -.172 .185

R .658
R2 .432
F 15.510 (p=.000)

주1. 성별은 ‘남성’, 연령은 ‘50대 이상’, 직급은 ‘부장급 이상’, 근속년수는 ‘15년 이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함

<부록 3-표 8>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분석

□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자기 성찰 학습)의 매개효과

구분 Effect S.E. 95% Boot LLCI 95% Boot ULCI

총효과 .310 .039 .234 .386

직접효과 .276 .039 .198 .353

간접효과 .035 .016 .010 .076

<부록 3-표 9> 직무 도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자기 성찰 
학습)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Bootstrapping)

구분 Effect S.E. 95% Boot LLCI 95% Boot ULCI

총효과 .426 .056 .315 .537

직접효과 .282 .070 .145 .419

간접효과 .144 .049 .054 .246

<부록 3-표 10>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자기 성찰 
학습)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Bootstr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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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 도전성, 학습동기, 무형식학습 활동(외부 탐색 학습)의 관계

□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무형식학습 활동(외부 탐색 학습)의 관계

변인
무형식학습 활동(외부 탐색 학습)

β SE t p LLCI ULCI
(상수) .857 .256 3.353 .001 .354 1.360

독립 직무 도전성 .355 .043 8.174 .000 .269 .440
학습동기 .439 .063 6.934 .000 .314 .564

통제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더미: 여성 -.108 .077 -1.394 .165 -.260 .044
연령더미1: 20대 .050 .130 .387 .699 -.206 .307
연령더미2: 30대 -.158 .111 -1.419 .157 -.377 .061
연령더미3: 40대 .030 .084 .361 .718 -.134 .195
직급더미1: 사원/주임급 -.286 .119 -2.407 .017 -.520 -.052
직급더미2: 대리/선임급 -.134 .117 -1.145 .253 -.365 .097
직급더미3: 과장/책임급 -.156 .103 -1.510 .132 -.359 .047
직급더미4: 차장/수석급 -.073 .107 -.683 .496 -.283 .137
근속년수더미1:2년 미만 .036 .135 .270 .788 -.229 .302
근속년수더미2:2~5년 -.012 .112 -.111 .911 -.232 .207
근속년수더미3:5~10년 .117 .093 1.257 .210 -.066 .300
근속년수더미4:10~15년 .034 .102 .337 .736 -.166 .235

R .632
R2 .399
F 13.535 (p=.000)

주1. 성별은 ‘남성’, 연령은 ‘50대 이상’, 직급은 ‘부장급 이상’, 근속년수는 ‘15년 이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함

<부록 3-표 11>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무형식학습 활동(외부 탐색 학습)의 관계 분석

□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무형식학습 활동(외부 탐색 학습),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변인
혁신적 업무행동

β SE t p LLCI ULCI
(상수) .833 .231 3.600 .000 .377 1.288

독립 직무 도전성 .280 .043 6.534 .000 .195 .364
학습동기 .388 .061 6.385 .000 .268 .508

매개 무형식학습 활동
(외부 탐색 학습) .086 .053 1.642 .102 -.017 .190

통제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더미: 여성 .161 .069 2.333 .020 .025 .296
연령더미1: 20대 -.092 .116 -.793 .429 -.319 .136
연령더미2: 30대 -.147 .099 -1.482 .139 -.342 .048
연령더미3: 40대 -.056 .074 -.756 .450 -.202 .090
직급더미1: 사원/주임급 .038 .107 .358 .721 -.172 .248
직급더미2: 대리/선임급 .146 .104 1.401 .162 -.059 .352
직급더미3: 과장/책임급 .121 .092 1.311 .191 -.060 .302
직급더미4: 차장/수석급 .086 .095 .903 .367 -.101 .273
근속년수더미1:2년 미만 -.024 .120 -.202 .840 -.260 .212
근속년수더미2:2~5년 -.097 .099 -.979 .328 -.292 .098
근속년수더미3:5~10년 -.017 .083 -.210 .834 -.180 .146
근속년수더미4:10~15년 .003 .091 .037 .970 -.175 .182

R .662
R2 .438
F 14.742 (p=.000)

주1. 성별은 ‘남성’, 연령은 ‘50대 이상’, 직급은 ‘부장급 이상’, 근속년수는 ‘15년 이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함

<부록 3-표 12>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무형식학습 활동(외부 탐색 학습),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분석



- 129 -

□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변인
혁신적 업무행동

β SE t p LLCI ULCI
(상수) .907 .228 3.984 .000 .459 1.355

독립 직무 도전성 .310 .039 8.031 .000 .234 .386
학습동기 .426 .056 7.555 .000 .315 .537

통제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더미: 여성 .151 .069 2.198 .029 .016 .287
연령더미1: 20대 -.087 .116 -.753 .452 -.316 .141
연령더미2: 30대 -.161 .099 -1.621 .106 -.356 .035
연령더미3: 40대 -.054 .074 -.719 .473 -.200 .093
직급더미1: 사원/주임급 .013 .106 .127 .899 -.195 .222
직급더미2: 대리/선임급 .135 .104 1.289 .199 -.071 .340
직급더미3: 과장/책임급 .107 .092 1.166 .245 -.074 .288
직급더미4: 차장/수석급 .080 .095 .835 .404 -.108 .267
근속년수더미1:2년 미만 -.021 .120 -.175 .861 -.258 .216
근속년수더미2:2~5년 -.098 .099 -.987 .324 -.294 .097
근속년수더미3:5~10년 -.007 .083 -.088 .930 -.170 .156
근속년수더미4:10~15년 .006 .091 .070 .945 -.172 .185

R .658
R2 .432
F 15.510 (p=.000)

주1. 성별은 ‘남성’, 연령은 ‘50대 이상’, 직급은 ‘부장급 이상’, 근속년수는 ‘15년 이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함

<부록 3-표 13>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분석

□ 직무 도전성 및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외부 탐색 학습)의 매개효과

구분 Effect S.E. 95% Boot LLCI 95% Boot ULCI

총효과 .310 .039 .234 .386

직접효과 .280 .043 .195 .364

간접효과 .031 .020 -.007 .073

<부록 3-표 14> 직무 도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외부 탐색 
학습)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Bootstrapping)

구분 Effect S.E. 95% Boot LLCI 95% Boot ULCI

총효과 .426 .056 .315 .537

직접효과 .388 .061 .268 .508

간접효과 .038 .027 -.008 .099

<부록 3-표 15> 학습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외부 탐색 
학습)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Bootstr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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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informal learning 
activity in the relationship among innovative work behavior, job challenge, learning 
motivation of R&D workforce in large corporations. Specific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identify the level of innovative work behavior, job challenge, learning motivation, and 
informal learning activity of R&D workforce in large corporations; second, explore 
difference on the innovative work behavior and informal learning activities level based on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third, explore the correlationship among innovative work 
behavior, job challenge, learning motivation, and informal learning activity of R&D 
workforce in large corporations; fourth,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informal learning 
activity in the relationship among innovative work behavior, job challenge, learning 
motivation of R&D workforce in large corporations.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the R&D workforce in large corporations, with target 
population of R&D workforce in top 1000 corporations on gross sales listed by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KCCI). For the collection of the data, online survey 
system(KSDC) and mail survey were both used, with result of total 300 responses. 

SPSS Statistics 23.0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collect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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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with significant level of 5%.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used as main statistical methods, with t-test, ANOVA,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for defining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Also,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verification of significance held through bootstrapping based on 
PROCESS model.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of R&D workforce’s innovative 
work behavior level was 3.53, with informal learning activity level as 3.53, being higher 
than the ordinarily. Second, Difference on the innovative work behavior level based on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has been found on gender, age, position, the length of 
employment, work experience, and industries. Males had tendency of having higher level of 
innovative work behavior compared to females. Participants in the age of 20’s had higher 
innovative work behavior level than the ones in 40’s and 50’s. Personnels with the status 
of deputy general manager or higher had higher level than the others. Work years of 15 
or more had higher level than the ones with 2 to 5 years, while career years of 15 or 
more had higher level than the ones with 2 years or lower. Nevertheless, difference on 
the informal learning activity level based on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has been found 
on gender, age, position, the length of employment, work experience, and industries.

Third, innovative work behavior of R&D workforce had correlation with work challenge, 
learning motivation, and informal learning activity. Informal learning activity(.560) and 
work challenge(.523) had high correlations, while learning motivation(.460) had 
intermediate correlation with the innovative work behavior. Informal learning activity(.550) 
had high correlation with work challenge, while learning motivation(.264) had low 
correlation. There was high correlation between learning motivation and informal learning 
activity(.653).  

Fourth, the informal learning activity has shown partial mediating effect on relationship 
between work challenge and innovative work behavior. Through the level 1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through PROCESS, work challenge had significant effect on informal 
learning activity(β=.258, p<.001). Through the level 2 analysis, work challenge(β=.249, 
p<.001) and informal learning activity(β=.238, p<.01) had significant effect on innovative 
work behavior. Through the level 3 analysis, work challenge had significant effect on 
innovative work behavior(β=.310, p<.001). In other words, all levels of regressions were 
significant, regression of total effect of work challenge was .062(indirect effect) more 
than direct effect, and thus informal learning activity had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challenge and innovative work behavior. Meanwhile, informal 



- 133 -

learning activity was shown to have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motivation and innovative work behavior. Through the level 1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through PROCESS, learning motivation had significant effect on informal 
learning activity(β=.531, p<.001). Through the level 2 analysis, learning motivation(β
=.299, p<.001) and informal learning activity(β=.238, p<.01) had significant effect on 
innovative work behavior. Through the level 3 analysis, learning motivation had significant 
effect on innovative work behavior(β=.426, p<.001). As every regressions were 
significant while the total effect of learning motivation was .127(indirect effect) more than 
the direct effect with the secure of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 informal learning 
activity was shown to have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motivation and innovative work behavior.     

Thus the study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level of innovative work 
behavior and informal learning activity of Korean large corporations’ R&D workforce have 
shown to be little higher than the ordinary. Second, the level of innovative work behavior 
or R&D workforce was perceived higher for the ages in 40’s or more compared to the 
ages in 30’s and under, for the status of deputy general manager or higher compared to 
the others, and for the work or career years of 15years or more compared to the lesser 
years. Third, innovative work behavior had high correlation with informal learning activity 
and work challenge, work challenge with informal learning activity, and learning motivation 
with informal learning activity. Fourth,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ve work behavior and work challenge, with positive effect of informal learning 
activity as mediator, a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ve 
work activity and learning motivation, with positive effect of informal learning activity as 
mediator. 

Based on such finding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irst, as it seems 
meaningful to categorize industries on checking process of individual’s psychological factors 
leading to innovative work behavior through mediation of learning, further studies should 
be held by controlling number of employees and field of industries under group companies. 
Second, for depth discussion on the structural mechanism of innovative work behavior from 
work challenge or work motivation with informal learning activity as mediator, additional 
literature reviews on variables in relation to the informal learning activity and innovative 
work activity are needed to provide evidence for support of the model. Third, there is a 
need to explore the different effect of learning formality on causing innovative work 
behavior with work challenge and learning motivation by inserting informal learn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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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ormal learning activity into the research model after differentiating and measuring 
them. Fourth, there is need to provide proof for the correlation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ve work behavior and creative performance outcome, which is depicted as 
the result of the innovative work behavior, and identify if informal learning activity has an 
effect on producing creative performance outcome. Fifth, for the increase of informal 
learning activity that was illustrated as mediating variable in this study, specific method 
for intervention should be designed. Finally, there is a need to motivate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s that seek innovation to use work challenge as material for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utcome through learning activities. 

Key Words: Informal Learning Activities, Innovative Work Behaviors, Job Challenge, Learning 
Motivation, R&D Workers, Large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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