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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선이다. 현대의 역동적인 

경영환경은 조직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들은 조직이 원하는 성과와 자신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경영학은 초기의 일방적, 관리적 방식의 구성원 관리에서 벗어나 

그들의 동기와 행복을 조직의 주요 목적으로 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관련하여 인사조직분야에서도 거시적으로는 고성과작업시스템과 같은 

인사제도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미시적으로는 구성원 개인의 

행복증진을 통한 성과향상이 주요 연구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심리적 웰빙의 개념을 이용하여 조직구성원의 행복을 

고찰한다. 먼저 심리적 웰빙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영역을 확인하고, 그 

후에 자원의 소모를 중심으로 하여 자아실현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차별적 증진과정과 성과에의 영향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 미치는 

구성원 내부와 외부요인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과제들을 수행하였다. 

첫째, 심리적 웰빙을 자아실현적 측면과 정신건강 측면,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세 측면의 정의, 용어, 측정도구들을 정성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심리적 웰빙 연구에 자주 사용되는 이론들을 정리하여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심리적 웰빙의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고 의의를 밝혔다. 

또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논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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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존 실증연구들을 정량적으로 종합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1975 년부터 2016년까지 출간된 101개의 실증논문들의 732개의 

변수간 관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조직구성원의 

특질이나 태도 등의 개인적 요인 뿐만 아니라, 직무와 리더십 등 조직적 

요인과 갈등과 같은 관계적 요인들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셋째, 기존 실증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실증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12 개 조직의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목표의 특성이 구성원들의 자기규제전략을 통해 심리적 웰빙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 성과가 변화한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다.  

넷째,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외부적 요인으로써 리더십에 

주목하고 리더근접관리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리더의 

관리감독이 자기규제전략에 영향을 주고 비자발적인 자원소모를 일으켜 

심리적 웰빙을 악화시키며, 그 결과 성과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다.  

다섯째, 희망,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으로 구성되는 

긍정심리자본은 인지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조직상황에서 구성원의 

행복의 핵심 원천이다.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내부적 

요인으로써 긍정심리자본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과 공기업, 연구기관 등 12 개 

조직의 상사와 부하직원에게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333 부의 설문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인 목표의 어려움과 

불확실성, 자기규제전략은 1 차 설문지에서 부하직원에게,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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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변수인 심리적 웰빙은 2 차 설문지에서 부하직원에게 측정하였다. 또한 

조절변수 중 리더근접관리는 1차 설문지에서 부하직원에게, 긍정심리자본은 

2 차 설문지에서 부하직원에게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은 2차 설문지에서 상사에게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연구 모형>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성원의 행복은 자아실현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두 측면은 일반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지만 조직에서 

주어진 목표가 어렵고 동시에 불확실할 때는 성장초점과 방지초점의 서로 

다른 자기규제 과정을 거쳐 차별적으로 증진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과정을 

실증함으로써 조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런 부정적인 목표상황이 

구성원의 두 측면의 심리적 웰빙을 상호배제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행복증진에 목표관리가 필수적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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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직무목표가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심리적 웰빙이 매개한다. 

조직구성원에게 있어 행복의 추구는 어느 한 극단의 추구가 아니라 양 

측면의 균형이다. 어렵지만 명확한 목표설정을 통한 자아실현적 웰빙의 

증진은 자기완성의 고양감을 만들고 정서적 웰빙의 증진으로 이어진다. 

정서적으로 행복한 구성원들은 조직에 기여하고자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의 자원을 소모함으로써 조직 내 성장을 이룬다. 조직에서의 성과와 

행복의 선순환은 이 과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목표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긍정심리자본은 가치중립적이다. 희망,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은 종종 ‘선’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의 심리적 웰빙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은 주로 구성원의 태도나 정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본 논문의 실증모형과 같이 자아실현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심리적 웰빙이 서로 차별적으로 증진, 침해되는 상황에서의 

긍정심리자본은 행복의 인과관계를 차별적으로 변화시킨다. 따라서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 긍정심리자본의 

관계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구성원의 행복 증진에 있어서 리더의 감시, 감독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특히 정서적 측면의 행복은 감시와 감독이 늘어날수록 더 크게 

침해당했다. 부정적인 목표상황에서 리더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구성원들은 

불확실한 목표에 매진하게 되고 비자발적 자원소모는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목표와 리더십의 조정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방향성은 구성원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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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심리적 웰빙을 중심변수로 삼아 기존 연구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정리하고, 조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목표상황에 

따른 자원소모와 개인의 행복의 증진과 침해, 그 과정에 따른 성과의 

변화를 실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졌다.  

첫째, 메타분석에 포함된 실증연구들이 가진 한계를 계승하였다. 국내외의 

101 개의 실증연구모형을 분석하였는데, 2000 년대 이전의 논문 들에서 

동일방법편의의 영향력을 제거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해당 논문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 논문들을 종합한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둘째, 실증모형의 연구과정에서 개인차이가 고려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조직에서 주어지는 목표상황에서 출발하여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상태적 

특징으로 변수들을 측정하였고, 그러다 보니 성격이나 목표성향과 같은 

특질적 개인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셋째, 자원의 소모를 기준으로 행복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의 인과과정에 

대한 가설이 긍정적 경로와 부정적 경로로 구분되어 반복되었다. 비록 

리더근접관리나 긍정심리자본 등의 상황적 요인이 고려되었으나,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했다.  

향후에는 이러한 한계점이 극복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행복, 심리적 웰빙, 자기규제, 목표, 성과 

학번: 2011-20509   



vi 

 

<목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 1 

제 2 절 연구의 구성 ............................................................................................................. 4 

 

제 2 장 심리적 웰빙 연구분야의 정성적 분석: 리뷰연구........................................ 6 

제 1 절 심리적 웰빙의 기존 연구정리......................................................................... 6 

1. 심리적 웰빙 연구에 사용되는 용어 ..................................................................... 6 

2. 심리적 웰빙의 정의 ..................................................................................................... 8 

3. 심리적 웰빙의 측정도구 ......................................................................................... 12 

4. 심리적 웰빙을 설명하는 이론 .............................................................................. 17 

제 2 절 심리적 웰빙의 선행과 결과, 조절, 매개변수 ........................................ 24 

1. 심리적 웰빙의 선행변수 ......................................................................................... 24 

2. 심리적 웰빙의 결과변수 ......................................................................................... 30 

3. 심리적 웰빙의 조절변수와 매개변수 ................................................................ 32 

 

제 3 장 연구 1: 심리적 웰빙 연구분야의 정량적 분석: 메타분석연구 .......... 34 

제 1 절 메타분석절차 ........................................................................................................ 34 

1. 문헌 탐색 절차 ........................................................................................................... 34 

2. 데이터 코딩(Data Coding) 절차 .......................................................................... 36 

3. 통계분석절차 ................................................................................................................ 36 

제 2 절 메타분석결과 ........................................................................................................ 37 



vii 

 

1. 개인 특질 변수와 심리적 웰빙 ........................................................................... 37 

2. 개인 태도 변수와 심리적 웰빙 ........................................................................... 40 

3. 직무요구-통제-지원이론과 심리적 웰빙 .......................................................... 42 

4. 직무성과, 보수, 감정노동과 심리적 웰빙 ....................................................... 44 

5. 리더십과 심리적 웰빙 .............................................................................................. 46 

6. 출판편의 분석 .............................................................................................................. 50 

7. 메타분석의 한계점 ..................................................................................................... 52 

 

제 4 장 연구 2: 정서적 웰빙과 자아실현적 웰빙의 차별적 추구 .................... 55 

제 1 절 기존 심리적 웰빙 문헌의 결론과 한계 ................................................... 55 

1. 기존 연구의 결론 및 공헌 .................................................................................... 55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 57 

3. 이론간 쟁점과 통합가능성 .................................................................................... 59 

4. 본 논문의 연구과제 .................................................................................................. 61 

제 2 절 정서적 웰빙과 자아실현적 웰빙의 구분 ................................................. 63 

1. 정서적 웰빙과 자아실현적 웰빙의 의미공간 ................................................ 63 

2. 정서적 웰빙과 자아실현적 웰빙의 차이 ......................................................... 65 

제 3 절 이론 및 주요 문헌 연구 ................................................................................. 67 

1. 자기규제이론과 목표설정이론 .............................................................................. 67 

2. 자원보존이론과 구축 및 확장이론, 정서적 사건반응이론 ..................... 70 

제 4 절 연구모형 및 가설 ............................................................................................... 73 

1. 목표와 자기규제와 심리적 웰빙 ......................................................................... 76 

2. 리더근접관리의 조절효과 ....................................................................................... 83 



viii 

 

3. 자기규제와 심리적 웰빙, 성과 ............................................................................. 86 

4.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 89 

제 5 절 연구방법 .................................................................................................................. 93 

1. 자료수집과 연구대상 ................................................................................................ 93 

2. 변수의 측정 .................................................................................................................. 95 

제 6 절 연구결과 ............................................................................................................... 100 

1. 기초분석 ....................................................................................................................... 100 

2. 가설검증 ....................................................................................................................... 112 

3. 연구결과 요약 ............................................................................................................ 131 

제 7 절 논의......................................................................................................................... 134 

1. 연구모형상의 논의 ................................................................................................... 134 

2. 자료수집 및 측정 측면에서의 논의 ................................................................ 139 

3. 분석방법 측면에서의 논의 .................................................................................. 140 

제 8 절 결론 및 제언 ...................................................................................................... 144 

1. 결론................................................................................................................................. 144 

2. 연구의 이론적 기여와 실무적 기여 ................................................................ 147 

3.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과제 ..................................................................... 155 

 

참고문헌 ....................................................................................................................................... 158 

Abstract ........................................................................................................................................ 183 

 

  



ix 

 

<표 목차> 
 

<표 1> 심리적 웰빙의 정의와 용어 ................................................................. 10 

<표 2> 심리적 웰빙의 측정도구 ...................................................................... 14 

<표 3> 개인 특질 변수와 심리적 웰빙 간의 메타분석결과 .......................... 38 

<표 4> 개인 태도 변수와 심리적 웰빙 간의 메타분석결과 .......................... 41 

<표 5> 직무요구-통제-지원이론 변수와 심리적 웰빙 간의 메타분석결과 ... 43 

<표 6> 업무관련 변수와 심리적 웰빙 간의 메타분석결과 ............................ 45 

<표 7> 리더십 관련 변수와 심리적 웰빙 간의 메타분석결과 ....................... 47 

<표 8> 갈등 관련 변수와 심리적 웰빙 간의 메타분석결과 .......................... 48 

<표 9>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 94 

<표 10> 자기규제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101 

<표 11> 긍정심리자본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103 

<표 12> 정서적 웰빙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104 

<표 13> 자아실현적 웰빙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106 

<표 14> 성과와 조직시민행동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108 

<표 15> 조직구성원으로부터 측정된 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109 

<표 16> 상사로부터 측정된 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109 

<표 17> 신뢰도와 기술통계, 상관관계 .......................................................... 110 

<표 18> 상사와 부하응답의 신뢰도 ............................................................... 111 

<표 19> 리더근접관리의 팀수준 통합 ........................................................... 112 

<표 20> 가설 1, 6: 목표와 자기규제 ............................................................. 113 

<표 21> 가설 2, 4: 성장초점 자기규제와 심리적 웰빙................................ 114 

<표 22> 가설 3: 목표의 어려움과 성장초점 자기규제, 자아실현적 웰빙 .. 115 



x 

 

<표 23> 가설 5: 목표의 어려움과 성장초점 자기규제, 정서적 웰빙 .......... 115 

<표 24> 가설 3, 5: 목표의 어려움과 성장초점 자기규제, 심리적 웰빙 ..... 116 

<표 25> 가설 7, 9: 방지초점 자기규제와 심리적 웰빙................................ 116 

<표 26> 가설 8: 목표 불확실성과 방지초점 자기규제, 정서적 웰빙 .......... 117 

<표 27> 가설 10: 목표 불확실성과 방지초점 자기규제, 자아실현적 웰빙. 117 

<표 28> 가설 8, 10: 목표 불확실성과 방지초점 자기규제, 심리적 웰빙 ... 118 

<표 29> 가설 11, 12: 리더근접관리의 조절효과 .......................................... 119 

<표 30> 가설 13, 14: 리더근접관리의 매개조절효과 분석 .......................... 120 

<표 31> 가설 15, 16: 리더근접관리의 매개조절효과 분석 .......................... 121 

<표 32> 가설 15: 리더근접관리의 매개조절효과 분석: 방지초점 자기규제 122 

<표 33> 가설 16: 리더근접관리의 매개조절효과 분석: 방지초점 자기규제 122 

<표 34> 가설 17: 성장초점 자기규제, 자아실현적 웰빙, 성과지표 ............ 123 

<표 35> 가설 17: 성장초점 자기규제와 성과, 자아실현적 웰빙 ................. 124 

<표 36> 가설 18: 방지초점 자기규제, 자아실현적 웰빙, 성과지표 ............ 124 

<표 37> 가설 18: 방지초점 자기규제와 성과, 자아실현적 웰빙 ................. 125 

<표 38> 가설 19: 성장초점 자기규제, 정서적 웰빙, 성과지표 .................... 125 

<표 39> 가설 19: 성장초점 자기규제의 성과, 정서적 웰빙 ........................ 126 

<표 40> 가설 20 검증결과: 방지초점 자기규제, 정서적 웰빙, 성과지표 ... 126 

<표 41> 가설 20: 방지초점 자기규제의 성과, 정서적 웰빙 ........................ 127 

<표 42> 가설 21: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 128 

<표 43> 가설 22: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 129 

<표 44> 연구가설의 지지 여부 정리 ............................................................. 132 

<표 45> 심리적 웰빙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142 



xi 

 

 <그림 목차> 

<그림 1> 심리적 웰빙과 같이 연구되는 주요 연구변수 ................................ 26 

<그림 2> 심리적 웰빙과 주요 변수와의 깔때기 도표 ................................... 51 

<그림 3> 정서적 웰빙과 자아실현적 웰빙의 관계 ......................................... 67 

<그림 4> 조직 내 주요 자원의 시대적 확장 .................................................. 72 

<그림 5> 이론의 통합....................................................................................... 75 

<그림 6> 연구모형 ............................................................................................ 76 

<그림 7> 목표 불확실성과 방지초점 자기규제, 리더근접관리 .................... 121 

<그림 8> 가설 21B 검증결과: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 127 

<그림 9> 가설 22A: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 130 

<그림 10> 가설 22B: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 131 

<그림 11> 연구가설의 지지 여부 정리 ......................................................... 134 

<그림 12> 긍정심리자본, 자아실현적 웰빙, 방지초점 자기규제 ................. 137 

<그림 13> 긍정심리자본, 정서적 웰빙, 방지초점 자기규제 ........................ 138 

https://mysnu-my.sharepoint.com/personal/ritait70_seoul_ac_kr/Documents/%EB%85%BC%EB%AC%B8%EB%93%A4/%EC%BB%A4%EB%AF%B8%ED%8B%B0/2017/%EC%9D%B8%EC%87%84%EC%9A%A9/%EA%B9%80%EC%B2%A0%EC%98%81_%EB%B0%95%EC%82%AC%EB%85%BC%EB%AC%B8_%EC%9D%B8%EC%87%84%EC%9A%A9.docx#_Toc504661797
https://mysnu-my.sharepoint.com/personal/ritait70_seoul_ac_kr/Documents/%EB%85%BC%EB%AC%B8%EB%93%A4/%EC%BB%A4%EB%AF%B8%ED%8B%B0/2017/%EC%9D%B8%EC%87%84%EC%9A%A9/%EA%B9%80%EC%B2%A0%EC%98%81_%EB%B0%95%EC%82%AC%EB%85%BC%EB%AC%B8_%EC%9D%B8%EC%87%84%EC%9A%A9.docx#_Toc504661798


1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행복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이며 대부분의 사회에서 높은 가치로 

추구된다(Diener, 2000). 행복은 단지 일시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폭넓은 

개념으로 수 천년 간 쾌락주의와 자아실현의 두 가지 흐름으로 

연구되었다(Richardson, Fowers, & Guignon, 1999; McMahon, 2006). 첫째 

쾌락주의 관점에서 Aristippus는 행복은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여 얻어진다고 보았다. Epicurus의 윤리적 쾌락주의에 이르면 

쾌락추구에 있어서 도덕적 의무가 강조되었고, 이런 개인주의적 쾌락의 

관점은 Hume이나 Bentham의 공리주의로 계승 발전되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쾌락적 심리학(hedonic psychology, Kahneman, Diener, & 

Schwarz, 1999)으로 연구되고 있다. 둘째 자아실현적 관점에서 Aristotle은 

자아실현적 행복(eudaimonia)을 주장하였는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미덕을 

확인하고, 그것을 계발하고,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으로 보았다. Mill을 

거쳐 인본주의 심리학(예: Rogers, 1964; Maslow, 1979)을 통해 발전하였고, 

Ryan & Deci(2000)에 의해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으로 

정리되었다. 이런 두 연구흐름에서의 행복은 긍정심리학(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의 발전과 함께 재조명 되었다. Seligman(2002)은 

심리학의 출발점이 되었던 Freud와 Jung의 질병모델의 한계를 지적하고, 

과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인간심리의 긍정적 측면을 연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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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긍정심리학 운동은 조직행위론에도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직행위론에서의 행복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구성개념과 변수들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나, 긍정심리학에서 영향을 받은 뒤 긍정조직학(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 Cameron & Caza, 2004; Cameron, Dutton, & 

Quinne, 2003)과 긍정조직행위론(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Luthans, 

2002)으로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조직행위론에서의 행복연구의 중심은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이다(Häusser, Mojzisch, Niesel, & 

Schulz-Hardt, 2010; Ilies, Aw, & Pluut, 2015; Luthans, 2002). Fisher(2010)에 

의하면 조직행위론에서 연구되는 행복관련 변수는 매우 다양하다. 그녀는 

이들을 일시적 차원, 개인차원, 팀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일시적 

차원 변수는 업무에서의 기쁨(task enjoyment)이나 몰입(flow), 

업무감정(emotion at work) 등이 있고, 개인차원 변수는 직무만족, 

직무열의(job engagement), 직무참여(job involvement), 감정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등이 있으며, 팀수준에서는 팀정서(group affective tone)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조직행위론에서의 행복연구의 중심은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이다(Häusser, Mojzisch, Niesel, & Schulz-Hardt, 

2010; Ilies, Aw, & Pluut, 2015; Luthans, 2002).  

심리적 웰빙과 다른 행복관련 변수들은 세 가지 개념적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조직상황에서의 심리적 웰빙은 일시적 차원의 변수들보다 종합적이고 

장기간의 판단이다. 기쁨 등의 일시적 차원의 변수들의 연구는 주로 

업무상황에서의 기분과 감정상태의 변화를 다룬다(Weiss & Cropanzano, 

1996). 사건이나 조건에 따라 변화하지만 시간이 지나 영향력이 감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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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다른 사건이나 조건의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 즉, 

개별적이고 단기간의 변수이다. 그에 비해 심리적 웰빙은 상대적으로 

시간변화에 안정적이다.  

둘째, 심리적 웰빙은 스스로에 대한 평가이다. 직무만족은 

직무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긍정적이고 기쁜 감정적 상태로 정의된다(Locke, 

1976). 직무참여는 구성원이 직무를 자신의 정체성에 일체화 시키는 정도로 

정의되며(Brown, 1996), 감정적 몰입 또한 조직에 참여하고, 조직을 

내재화하는 정도를 변수화 한 것이다(Meyer & Allen, 1991). 마지막으로 

직무열의는 직무성과를 위한 육체적, 인지적, 감정적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Kahn, 1990). 이상의 개인차원의 행복관련 변수들은 구성원들이 

직무에 대해 내리는 평가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반면 심리적 웰빙은 직무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조직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이다. 즉, 평가의 대상이 다르다.  

셋째, 심리적 웰빙은 자아실현적 측면을 가진다. 개인수준에서 

긍정정서(positive affect)나 부정정서(negative affect), 그리고 팀수준에서 

팀정서로 행복관련 변수가 연구되기도 한다. 이들 변수는 일시적 차원의 

행복관련 변수보다는 시간에 따라 안정적이며, 개인차원의 행복관련 

변수와는 다른 스스로에 대한 평가이다. 그러나 심리적 웰빙은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적 측면을 가진다. 현재의 정서 상태와 더불어 

자신이 조직에서 과거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주요한 판단척도이다. 

이상으로 볼 때, 심리적 웰빙은 다른 행복관련 변수들과는 차별화된 학문적 

영역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을 중심 

개념으로 삼아 직무상황에서의 행복을 정리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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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고 이를 극복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실증할 것이다.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에 대해 정리된 논문들이 있다. 하지만 그 

논문들은 특정이론만을 다루고 있거나(Van der Doef, & Maes, 1998; Häusser 

et al., 2010), 실직상태 등 특별한 상황에서만 분석하거나(McKee-Ryan, Song, 

Wanberg, & Kinicki, 2005), 정성적으로만 이루어졌다(Danna & Griffin, 1999; 

Fisher, 2010). 그러다 보니 개념들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정의나 

측정방법, 사용된 이론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1) 심리적 웰빙이 어떻게 정의되고 

측정되는지를 정리한다. (2) 심리적 웰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론들을 정리한다. (3) 심리적 웰빙이 어떤 선행변수로 인해 결정되는지를 

정리한다. (4) 심리적 웰빙이 어떤 결과변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정리한다. 그 

후 연구 1에서 (5) 메타분석을 통해 다양한 개념과 연구변수와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연구 2에서 (6) 심리적 웰빙 연구의 한계를 도출하고 발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심리적 웰빙의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실증한다.   

 

제 2 절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기존 행복연구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학문 분야 별로 개괄하고 조직행위론에서 심리적 웰빙과 

다른 행복관련 변수들을 구별한다. 또한 기존 문헌과 연구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과 이를 토대로 한 연구목적과 과제를 제시하며, 전체 논문의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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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제 2장은 선행 문헌을 정리한다. 먼저 제 1절에서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용어와 정의, 측정도구를 분류하고 정리한다. 그 후 심리적 웰빙을 설명하는 

이론을 설명한다. 제 2절에서는 심리적 웰빙과 함께 연구되는 변수들을 

정리한다. 먼저 정성적 분석을 통해 선행과 결과, 조절, 매개변수들을 

설명하고 대표적인 실증논문의 예를 든다.  

제 3장은 연구 1로서 메타분석을 통해 심리적 웰빙과 관련 변수들 간의 

정량적 관계를 분석한다. 제 2장과 3장을 통해 선행 문헌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종합하여 조직행위론에서 심리적 웰빙이 차지하고 있는 

연구영역을 확인한다.  

제 4장은 연구 2로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실증한다. 제 1절에서 

선행연구의 결론과 공헌을 정리하고, 한계와 과제를 도출한다. 그 후 제 

2절에서 연구의 주요 목적인 정서적 웰빙과 자아실현적 웰빙을 구분하고, 

제 3절에서 연구모형 설정을 위한 이론과 문헌을 정리한다. 그리고 제 

4절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문헌 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직무상황에서의 

자기규제에 따른 심리적 웰빙의 변화과정과 그로 인한 직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을 연구모형으로 도출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과 

자료의 형태에 대해 제 5절에서 밝히고, 제 6절에서 조사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수행해 가설을 검증한다. 제 7절에서 논문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제 8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이론적, 실무적 기여점을 밝히고 

한계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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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심리적 웰빙 연구분야의 정성적 분석: 

리뷰연구 

 

제 1 절 심리적 웰빙의 기존 연구정리  

1. 심리적 웰빙 연구에 사용되는 용어 

조직행위론에서 연구되는 변수들은 개념 정립 초기에는 다양한 용어들로 

지칭되다가 논의가 성숙되며 하나의 용어로 수렴해 가는 경향이 있다(예: 

조직시민행동, Podsakoff, MacKenzie, Paine, & Bachrach, 2000). 그런데 

심리적 웰빙은 정의와 용어, 측정도구에서 아직 하나로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상황이다. 사용되는 용어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심리적 웰빙의 감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이다. 

정서적인 기질(affective disposition, Wright & Staw, 1999)이나 직무관련 

즐거움(Daniels & Guppy, 1994)으로 파악하거나, 심리적 웰빙의 범위를 

축소하여 직무관련 정서적 웰빙(예: 김해룡, 2009; Van Dierendonck, Haynes, 

Borrill, & Stride, 2004)을 중심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 경우 조직성과와 

연결하여 연구하거나(Wright & Staw, 1999), 상사나 동료 등 직무상황에서의 

갈등이 정서적 웰빙을 낮춘다고 연구되고 있다(Lubbers, 2003).  

둘째는 ‘정신적 건강’으로 심리적 웰빙을 정의하며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우려(Fritz & Sonnentag, 2006)나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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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부담감(예: Rantanen, Kinnunen, Feldt, & Pulkkinen, 2008; Rydstedt, 

Devereux, & Sverke, 2007), 정신적 충격(Chen, David, Thompson, Smith, Lea, 

& Fahy, 1996) 등 정신적 건강이 부정적으로 침해 당한 상태를 중심 용어로 

사용한 경우로 주로 업무 부담이나 감정노동, 실직 등의 변수들과 연계되어 

연구되었다. 심리적 건강(예: Lin, Wang & Chen, 2013; Noblet, Rodwell, & 

McWilliams, 2001), 정신적 건강(예: Clegg, Wall & Kemp, 1987; Munro, 

Rodwell, & Harding, 1998) 혹은 일반적 건강(예: Morrison, Payne, & Wall, 

2003; Parkes, 1991)은 직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심리적 웰빙의 변화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셋째로 ‘심리적 웰빙’을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주관적 웰빙(예: 

Epitropaki & Martin, 1999; Matthews, Wayne, & Ford, 2014)이나 심리적 

웰빙(예: 김대용·김재관, 2014; Erkutlu & Chafra, 2014; Wright & Cropanzano, 

2000)으로 사용되는 경우 심리적 웰빙의 세부 분야를 다루기 보다는 

종합적인 상태를 연구의 중심 개념으로 삼는다. 종합적 웰빙(예: 

한주희·고민정, 2015; Brunetto, Teo, Shacklock, & Farr-Wharton, 2012; 

Bygrave, 2011)이나 심리적 안녕감(예: 강재호, 2005; 손은일·송정수, 2012), 

직장 내 행복(예: 정미경·정기주·조성도, 2015; Lucas, Clark, Georgellis, & 

Diener, 2004)을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심리적 웰빙의 다양한 측면을 

구성원이 스스로 판단한 종합적인 상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 

분류의 종합적인 심리적 웰빙은 자아실현적 측면에서 희망, 낙관성,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등의 긍정심리자본과 연결 지어 연구되거나(예: 

오기만, 2015; Pierce, Gardner, & Crowley, 2016), 다수준으로 변혁적 

리더십과 함께 연구된다(예: 허남철·서재현, 2009; Arnold, Turner, Bar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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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oway, & McKee, 2007). 

 

2. 심리적 웰빙의 정의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은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에서부터 수 천년의 기간 동안 다수의 철학자, 사회과학자, 

심리학자들에 의해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행복연구의 한 부분이고, 단기적,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Seligman(2002)으로 인해 촉발된 긍정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긍정조직행위론(Luthans, 2002)의 한 연구분야이다. 많은 학자들은 

나름의 이론과 학문체계를 가지고 심리적 웰빙을 정의하였는데, 

조직행위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의들을 용어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하여 <표 1>에 표시하였다. 첫 번째 정서적 연구흐름에서의 

정의는 조직구성원이 업무상황에서 경험하는 감정에 집중한다. 

Peterson(2006)에 의하면 정서란, 주관적 느낌으로 정의되는 심리적 상태일 

뿐만 아니라, 사고와 행동 패턴이다. 이것은 기분(mood)과 구분된다. 기분은 

막연하거나 대상이 없거나 배후에서 의식을 점유하는 상태이다(Fredrickson 

& Losada, 2005). Argyle(1987)와 Diener & Larsen(1993), Waterman(2008)은 

심리적 웰빙을 많은 긍정정서의 경험과 적은 부정정서의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마찬가지로 Warr(1990)는 업무상황에서의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조합으로 심리적 웰빙을 파악하였다. Houben, Noortgate, & 

Kuppens(2015)도 비슷하게 문제상황에 대해 긍정적 적응이 크고 부정적 

적응이 적은 상태로 정의하였다. Diener, Emmons, Larson, & Griffin(1985)은 

그리스의 철학적 전통을 받아들여 심리적 웰빙과 쾌락적 웰빙을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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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락적 웰빙을 긍정적 감정이 존재하거나 부정적 감정이 부재한 삶의 

만족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정서를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하고 높은 심리적 웰빙의 상태를 긍정정서가 많고 부정정서는 적은 

상태로 정의했다. 정서를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하지 않고 심리적 웰빙을 

파악한 연구들도 있다. Diener(2000)는 심리적 웰빙을 업무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감정이라 정의하였다. Ryan & Deci(2001)는 자기결정이론을 

설명하면서 웰빙을 최고의 감정적 기능과 경험, 사회적 존재로서 느끼는 

행복의 정도로 파악하였다. 정서적인 측면으로 심리적 웰빙을 정의한 

연구들의 경우는 긍정심리자본이나 열정, 문제대응방식, 통제위치, 노력 

등을 심리적 웰빙과 연결해 연구하였다(예: Daniels & Guppy, 1994; Reis & 

Hoppe, 2015). 두 번째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건강을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구분하고 조직상황에서 구성원이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를 심리적 웰빙으로 정의하였다. Edwards(1992)는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적 건강의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기분과 정서로, Siegrist, Wahrendorf, 

Von Dem Knesebeck, Jürges, & Börsch-Supan(2007)과 Matthews et al.(2014) 

등은 업무상황에서의 정신적 건강상태를 심리적 웰빙으로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임전옥·장성숙(2003)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개인의 안정과 

외부환경에의 적응도로 안녕감을 정의하였다. 이 측면의 정의를 활용하는 

실증연구들은 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심리적 웰빙의 변화를 

연구하였다(예: Babajide & Akintayo, 2011; Chen, David, Thompson, Smith, 

Lea, & Fahy, 1996).  

세 번째 자아실현적 측면의 연구흐름은 구성원들의 인지적인 평가에 더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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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심리적 웰빙의 정의와 용어 

구분 사용되는 용어 저자 정의 

정서 

측면 

·정서적 웰빙 

·정서적 기질 

·쾌락적 웰빙 

·직무관련즐거움 

Argyle(1987); 

Waterman(2008) 

Diener & Larsen(1993); 

많은 긍정정서의 경험과 적은 부정정

서의 경험 

Warr(1990) 
업무상황에서 겪는 긍정적 정서와 부
정적 정서의 조합  

Houben, Noortgate, & 

Kuppens(2015) 

심리적 적응기재의 존재와 부적응 기
재의 부재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 

긍정적 감정이 존재하거나 부정적 감
정이 부재한 삶의 만족 

Diener(1984) 
자신의 삶과 감정적인 반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Diener(2000) 업무상황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감정 

Ryan & Deci(2001) 
최고의 감정적 기능과 경험, 사회적 
존재로서 느끼는 행복의 정도 

정신 

건강 

측면 

·정신적 건강 우려 

·심리적 건강 

·심리적 부담감 

·정신적 건강 

·정신적 부담감 

·정신적 충격 

·일반적 건강 

Edwards(1992)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적 건강의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기분과 정서 

Currie(2001) 
업무환경에서의 안전 경험과 적은 스
트레스에서 기인하는 정신적 건강 

Diener, Lucas, & 

Scollon(2006) 

개인의 신체반응, 불안, 우울, 수면장

애, 사회적 부적응 등의 정신적 건강  

Matthews, Wayne, & 

Ford(2014) 
정신적 건강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Siegrist, Wahrendorf, 

Von Dem Knesebeck, 

Jürges, & Börsch-

Supan(2007) 

업무상황에서의 정신적 건강상태 

Wright(2005) 
자신의 심리적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성 인식 

임전옥·장성숙(2003)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개인의 안정과 
외부환경에의 적응 정도 

자아 

실현 

측면 

·심리적 웰빙 

·주관적 웰빙 

·종합적 웰빙 

·직장 내 행복 

·심리적 안녕감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 
개인의 심리적 성장과 번영 

Diener, Diener, & 

Diener(1995)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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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Grant, Christianson, & 

Price(2007) 

업무환경에서의 공정성과 인간적 관

계에 대한 양적, 질적 판단 

Keyes, Shmotkin, & 

Ryff(2002) 

삶의 기회에 대한 개인의 참여와 그
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Ryff(1989) 

Ryff & Keyes(1995) 

·자기수용: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이해 

·삶의 목적성: 삶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한 설정 

·개인적 성장: 잠재력이 발현되고 

기술이 성장할 것으로 믿는 정도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타인과 

가깝고 가치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정도 

·환경에 대한 통제: 삶의 요구에 

반응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 

·자율성: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결정하는 정도 

Ryff(1995) 자신의 잠재력의 실현과 완성 

신현정·박진성(2010)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 측면 

 

Diener et al.(1985)은 심리적 웰빙을 개인의 심리적 성장과 번영으로 

정의하였다. Keyes, Shmotkin, & Ryff(2002)는 삶의 도전과 기회들에 대한 

개인의 참여와 몰입의 반영이라고 정의하였다. 마찬가지로 Ryff(1995)는 

심리적 웰빙을 개인의 잠재력의 실현과 완성으로 파악하였다. 이상의 

정의들은 업무상황이나 사회활동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고 높은 심리적 웰빙을 이룬다고 

보았다. Grant, Christianson, & Price(2007)는 업무환경에서의 공정성과 

인간적 관계에 대한 양적, 질적 판단으로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신현정·박진성(2010)은 웰빙을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 측면으로 정의하였다. 이 측면의 심리적 웰빙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Ryff(1989)와 Ryff & Keyes(1995)가 한 심리적 웰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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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다. 그들은 심리적 웰빙의 인지적 측면을 다음 여섯 개로 구분하였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자기수용, 둘째 이상적인 

자아와의 거리를 줄이는 개인적 성장, 셋째, 삶을 영위한 이유에 대한 삶의 

목적성, 넷째, 사회적으로 타인과 맺은 긍정적 관계, 다섯째,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할 자율성, 여섯째, 환경에 대한 통제다. 국내의 대부분의 

논문들은 Ryff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예: 김상민·차민석, 2013; 

박대훈·장영철·김진욱, 2015; 이정은, 2015). 인지적 측면에서 심리적 

웰빙을 정의한 연구들의 경우 심리적 웰빙이 높은 조직구성원들은 

직무만족이 높거나(예: 신현정·박진성, 2010; Bygrave, 2011), 직무몰입이 

높거나(예: 우정원·홍혜영, 2011; Garg & Rastogi, 2009), 조직시민행동에 더 

참여한다(Bygrave, 2011)고 보고하고 있다. 즉, 심리적 웰빙이 높은 

구성원들은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심리적 웰빙의 측정도구 

조직행위론을 포함한 범 사회과학에서 설문지를 이용한 행복의 측정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행복의 다양한 측면을 

다차원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차원에 대해 세부적인 문항을 할당하는 

복합차원 방식과 자신의 삶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 문장이나 그림으로 

물어보는 단순차원 방식이다. 단순차원 방식에서는 Kunin face scale(Kunin, 

1955)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심리적 웰빙의 측정도구는 연구가 속해있는 

전통, 연구자의 심리적 웰빙에 대한 정의, 사용되는 이론, 함께 연구되는 

변수 등에 따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같은 용어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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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끼리도 측정도구가 상이한 경우가 있다. 예로 Matthews et al.(2014)과 

Epitropaki & Martin(1999)의 두 논문은 동일하게 주관적 웰빙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 측정에 있어서는 전자는 12문항의 General Health 

Questionnaire(GHQ, Banks, Clegg, Jackson, Kemp, Stafford, & Wall, 1980)를 

후자는 Warr(1990)의 Job-related Well-being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정신적 건강의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Clegg, Wall, & 

Kemp(1987)는 GHQ-12를 이용해서, Wright, Bonett, & Sweeney(1993)는 

Berkman(1971)의 Index of Psychological Well-being을 이용해서, Gechman & 

Wiener(1975)는 Kornhauser(1965)의 Positive Mental Health Scale을 이용해서 

정신적 건강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심리적 웰빙을 다룬 논문들을 서로 

비교할 때는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지, 어떤 정의에 따라 연구가 

이루어졌는지와 함께, 어떤 측정도구를 사용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조직행위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들을 심리적 웰빙의 정의와 

용어의 구분기준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분류하여 <표 2>에 정리하였다. 

다만 심리적 스트레스나 직무탈진, 우울증, 긍정과 부정정서는 때로 심리적 

웰빙의 측정도구로 활용되지만(예: Fillion, Tremblay, Truchon, Côté, Struthers, 

& Dupuis, 2007; Holman, Chissick, & Totterdell, 2002; Karasek, 1979), 

스트레스는 심리적 웰빙을 저해하는 선행변수로 보아야 하고, 직무탈진과 

정서의 경우 기존에 정리된 연구(예: Alarcon, Eschleman, & Bowling, 2009; 

Kaplan, Bradley, Luchman, & Haynes, 2009)에서 그 선행변수와 결과변수가 

분석되어있고, 광범위하게 논의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본 논문의 

분석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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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심리적 웰빙의 측정도구 

구분 측정도구이름 출처 차원 문항수 

정서 

측면 

Job-related Well-being 

Questionnaire 
Warr(1990, 1992) 복합 28 

Positive Affective Well-

being Scale 
Hess, Kelloway, & Francis(2005) 단순 6 

Job-related Affective Well-

being Scale 

Van Katwyk, Fox, Spector, & 

Kelloway(2000) 
단순 30 

Affective Well-being Scale Daniels(2000) 복합 35 

정신 

건강 

측면 

GHQ-60 Goldberg(1972) 복합 60 

GHQ-28 Goldberg(1978) 복합 28 

GHQ-12 
Banks, Clegg, Jackson, Kemp, 

Stafford, & Wall(1980) 
단순 12 

GHQ-6 
Mullarkey, Wall, Warr, Clegg, & 

Stride(1999) 
단순 6 

Mannheim Eurobarometer 
Di Tella & MacCulloch(2006); 

Myers(2000) 
단순 1 

Index of Mental Health Langner(1962) 단순 22 

Positive Mental Health 

Scales 
Kornhauser(1965) 복합 54 

Subjective Happiness Scale Lyubomirsky & Ross(1997, 1999) 단순 4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for HRM 

Brunetto, Farr-Wharton, & 

Shacklock(2011) 
단순 4 

Well-being Scale-Nielsen

  

Nielsen, Randall, Yarker, & 

Brenner(2008) 
단순 5 

Standardized Measure of 

Happiness 
Fordyce(1988) 단순 - 

Social Well Being Index 
Boreham, Povey & 

Tomaszewski(2016) 
단순 12 

Happiness Scale Weaver(1978); Adelmann(1987);  단순 1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Hills & Argyle(2002) 단순 29 

Workplace Well-being Index Page(2005) 단순 16 

WHO Well-being Index World Health Organization(1998) 단순 5 

Well-being Scale-Thompson Thompson & Prottas(2006) 단순 9 

자아 

실현 

측면 

Index of Psychological Well-

being 
Berkman(1971) 단순 8 

Scales of Psychological 

Well-being 
Ryff(1989) 복합 42 

Scales of Psychological 

Well-being-18 
Ryff & Keyes(1995) 복합 18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 HRM=Human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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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분류의 첫째는 직무상황의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심리적 

웰빙을 측정한 경우이다. Warr(1990, 1992)가 개발한 Job-related Well-being 

Questionnaire가 이 분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측정도구이다(예: 김해룡, 

2009; Kelloway, Weigand, Mckee, & Das, 2013). Hess, Kelloway, & 

Francis(2005)가 개발한 Positive Affective Well-being Scale과 Van Katwyk, 

Fox, Spector, & Kelloway(2000)의 Job-related Affective Well-being Scale, 

Daniels(2000)의 Affective Well-being Scale도 이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분류의 측정도구들은 긍정심리자본과 연결되어 연구되거나(박지연, 2013), 

변혁적 리더십의 결과변수로 연구된다(Arnold et al., 2007; Kelloway et al., 

2013). 

둘째는 일반적인 정신건강이나 종합적인 행복감을 측정을 측정하여 이를 

심리적 웰빙으로 활용한 경우이다. 일반적인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은 논문에서 활용된 측정도구는 Goldberg(1972)가 개발한 복합차원의 

GHQ이다. 이 측정도구는 처음에는 60문항이었으나 현재는 12문항으로 

간략화 한 GHQ-12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Kornhauser(1965)가 개발한 

54문항의 복합차원 Positive Mental Health Scale과 Langner(1962)가 개발하고 

Furnham & Schaeffer(1984)가 사용한 22문항 단순차원 Index of Mental 

Health도 이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 정신건강을 측정한 경우에 

주로 목표일치(goal congruence)나 직무참여와 관련하여 연구된다. 종합적인 

행복감을 측정한 경우는 독일의 만하임 대학교에서 개발하여 

1970년에서부터 사용된 Mannheim Eurobarometer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공하는 측정방법, 옥스퍼드 대학의 Hill & Argyle(2002)가 개발한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가 대표적인 측정도구이다. Ashleigh, Hig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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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lewicz(2012)와 오기만(2015)은 Lyubomirsky & Ross(1997, 1999)가 개발한 

Subjective Well-being Scale을 사용하였고, Nielsen et al.(2008), Page(2005), 

그리고 Thompson & Prottas(2006)는 스스로 만든 종합적 웰빙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조직상황에서의 심리적 웰빙을 측정하였다. Brunetto, Farr-

Wharton, & Shacklock(2011)의 측정도구와 Boreham, Povey, & 

Tomaszewski(2016)가 개발한 사회적 웰빙 측정도구는 주로 

고성과작업시스템(high performance work system)과 연결되어 

연구되었다(Brunetto et al., 2012). Adelmann(1987)과 Weaver(1978)의 한 

문항의 단순차원 행복측정도구도 심리적 웰빙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Lucas 

et al., 2004). 단순설문은 아니지만 Fordyce(1988)이 개발한 Standardized 

Measure of Happiness도 Yussef & Luthans(2007)에 의해 사용되었다. 이 

분류의 측정도구들은 조직구성원의 소득과 연계되여 연구되거나(Graham, 

Eggers, & Sukhtankar, 2004), 긍정심리자본의 결과변수로 연구되거나(하쾌남, 

2016), 직무요구나 통제와 같은 업무환경적 요인들의 결과변수로 

연구된다(Reis & Hoppe, 2015). 

 셋째는 자아실현적 측면을 강조하여 심리적 웰빙을 측정한 분류이다. 이 

분류에서는 Ryff(1989)가 개발한 42문항의 복합차원 측정도구나 Ryff & 

Keyes(1995)가 18개 문항으로 단순화시킨 측정도구가 국내외에서 가장 널리 

쓰인다. 이 측정도구는 단일차원으로 측정되어 분석되기도 하고(예: 

우정원·홍혜영, 2011; Erkutlu & Chafra, 2014), 자기수용,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성,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율성,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의 여섯 가지 

세부차원으로 나누어 측정되기도 한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측정도구는 Berkman(1971)이 개발한 Index of Psychological Well-be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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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항의 단순차원으로 측정되며 성과변수와 같이 연구되거나(예: 

Cropanzano & Wright, 1999; Wright & Staw, 1999), 창의성과 함께 

연구되기도 한다(Wright, & Walton, 2003). 

 

4. 심리적 웰빙을 설명하는 이론 

4.1 직무요구-통제-지원이론(Job Demand-Control-Support Theory) 

 조직행위론에서 심리적 웰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론은 직무요구-통제-지원이론이다. Karasek(1979)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의 

인지와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무요구(job demand)와 직무통제(job 

control)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직무요구는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의 질과 양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이다. 

업무량이 많거나, 어렵거나, 시간압박이 심하거나, 역할갈등이 있다면 

직무요구량이 증대 된다. 직무통제는 기술재량(skill discretion)과 

결정권한(decision authority)으로 구성된다. 직무요구와 통제의 증감에 따라 

두 가지 세부 방향성이 존재한다. 먼저 직무부담(job strain)방향은 

직무요구는 증가하는데 직무통제는 감소하는 경우이다. 직무부담이 증가할 

때 조직구성원들은 스트레스에 민감해지고, 심한 경우 육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심리적 탈진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와 반대 방향은 직무학습(job 

learning)방향으로, 직무요구는 감소하는데 직무통제는 증가하는 경우이다. 

직무학습이 증가할 때 구성원들은 새로운 지식습득에 대한 동기가 부여된다.  

 Johnson & Hall(1988)은 사회적 지원이 있다면 직무부담방향에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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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보아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여 이론을 

확장하였고, 그 결과 직무요구-통제-지원이론으로 재 명명되었다(Bakker & 

Demerouti, 2007). 완충가설(buffer hypothesis)에 따르면, 직무요구가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직무통제나 사회적 지지가 완화시킬 수 

있다(Häusser et al., 2010). 정신병리학에서의 완충이론(buffer theory, Alloway 

& Bebbington, 1987)을 조직상황에 적응한 이 가설에 의하면 높은 

직무통제의 환경에 있고, 리더나 동료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조직구성원은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에 비해 높은 직무요구로부터의 

스트레스에 더 잘 대응하게 되고 따라서 심리적 웰빙의 저하가 적다. 

 

4.2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Hobfoll(1989)은 사람들이 자신의 심리적,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자원의 손실이나 획득량의 

감소가 있을 때 스트레스를 인지한다고 정리하고 이를 자원보존이론이라 

명명하였다. 직무요구-통제-지원이론에서와 같이, 조직구성원들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직무요구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획득하고자 한다. 

Hobfoll은 직무요구를 해결할 만한 충분한 심리적, 물질적 자원이 있을 때 

구성원들의 동기부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렇지 못하거나 오히려 자원이 

감소한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위협으로 인지된다. 즉, 조직 내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이 조직구성원에게 있거나 적어도 

획득이 가능하다면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리적 웰빙이 침해된다. 이때의 자원은 인지적 자원, 시간적,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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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애착과 조직 내 정보 등의 자원도 

포함된다(Wright & Hobfoll, 2004).  

 

4.3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Ryan & Deci(2000)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동기에 따라 

행복을 판단한다. 즉, 그들의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조직구성원들은 금전적 

보상과 같은 외재적 요인보다는 자기 발전이나 내적 흥미와 같은 내재적 

요인에 의한 직무수행에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내재적 요인은 

세 개의 심리적 욕구로 나타나는데 자율성(autonomy), 연계성(relatedness), 

유능감(competence)이다. 이 세 욕구가 충족되는 직무수행의 경우 심리적 

웰빙이 증대되고 부족할 때는 심리적 웰빙이 침해된다. 자기결정이론은 

다섯 개의 세부이론으로 나뉜다. 

 첫째는 인지적 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조직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평가하여 자신의 자율성과 연계성, 

유능감을 파악한다. 그래서 같은 직무와 보상이 주어져도 이를 높은 

자율성과 연계성, 유능감으로 인식하는 직원일수록 심리적 웰빙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둘째는 유기체적 통합이론(organismic integration theory)이다. 심리적 

웰빙은 외재적 요인들을 내재화 하는 경향에 의해 결정된다. 외재적인 

행동제약은 내재적으로 투사(introjection)되는데, 이때 조직구성원들은 외부 

제약에 의한 행동이나 판단을 마치 자신의 내부에서 기인한 것처럼 

동일시(identification)하고 통합(integreation)한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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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화 정도가 높을 수록 높은 자율성과 연계성, 유능감을 느끼게 되고 

높은 심리적 웰빙을 가지게 된다.  

 셋째는 인과방향성이론(causality orientations theory)이다. 조직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의 제약에 대한 선호가 서로 다르다. 자율지향적 구성원들은 

자신의 욕구와 행동을 일치시키려 하고, 통제지향적 구성원들은 사회나 

조직의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한다. 자신의 성향에 맞추어 

행동을 수행할 때 심리적 웰빙이 증대된다.  

 넷째는 기본심리적 욕구이론(basic psychological needs theory)이다. 

조직구성원들이 가지는 자율성, 연계성, 유능감과 같은 욕구는 다시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로 세분화 될 수 있으며, 이들의 충족 여부에 따라 

자율성, 연계성, 유능감의 충족도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기본욕구의 충족이 

심리적 웰빙의 선행변수가 된다. 

 마지막 다섯째는 목표내용이론(goal contents theory)이다. 물질적 혹은 

사회적 명성 등의 목표는 내재적 성취로 치환되지 않을 때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심리적 웰빙을 증가시키지 못한다(Kasser & Ryan, 1996; 

Niemiec, Ryan, & Deci, 2009). 반대로 개인적 성장이나 공동체에 대한 

기여와 같은 목표는 내재적 성취로 치환되어 심리적 웰빙을 증가시킨다. 

 

4.4 적응이론(Adaptation Theory)과 스트레스-분리 모형(Stressor-Detachment 

Model)  

 Frese & Zapf(1988)는 스트레스 반응모형(stress reaction model)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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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부담가설(stress-strain hypothesis)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심리적 

웰빙 연구에 있어서 시간에 따른 영향력 누적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이론과 차별화 된다. 일-가정 갈등과 같은 특정한 스트레스가 

직무상황에서 반복되면 그 영향이 충분히 회복되기 전에 다음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따라서 중첩된다. 그러므로 심리적 웰빙의 연구는 반드시 시간의 

영향을 확인해야 하며, 종단적(longitudinal)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스트레스-

분리 모형(Sonnentag & Fritz, 2015)에 따르면 스트레스와 심리적 웰빙과의 

관계는 심리적 분리(psychological detachment)에 의해 매개되고 조절된다. 

직무상황에서 받은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직무 외 상황에서의 심리적 분리를 

통해 완화된다. 만약 분리 시간이 너무 짧거나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심리적 분리가 스트레스를 충분히 완화시킬 수 없으며, 이 

경우 심리적 웰빙이 더 크게 저하된다. 

 스트레스-부담가설은 적응이론(Zapf, Dormann, & Frese, 1996)으로 

발전하였다. 적응이론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볼 때 스트레스 요인들은 

심리적 웰빙을 저해한다. 하지만 조직구성원들은 이런 스트레스 요인들에 

적응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래의 심리적 웰빙 상태에 근접하게 된다. 

이런 경향성은 정신병리학에서 다루는 외상 후 성장모형(post-traumatic 

growth, O’Leary & Ickovics, 1995)과도 비슷한 논리구조를 가지는데, 사람은 

배우자의 사망이나 심각한 외상 등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 뒤에 심리적 

웰빙이 저해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를 반추하며 그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게 된다. 스트레스-부담가설과 적응이론은 과거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중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적응이론이 스트레스-

부담가설과 다른 점은 그 영향이 체감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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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정서(Affect)와 관련된 이론 

 정서는 그 자체로 심리적 웰빙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선행변수로 연구되기도 한다(예: Donovan, 2000; Wright & 

Cropanzano, 1998). 정서와 심리적 웰빙을 연결하는 이론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Fredrickson(2001)은 그녀의 구축 및 확장이론(broaden-and-build 

framework)에서 긍정정서는 인간의 지적, 신체적, 심리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 구축시키며, 인간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활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에 따른 심혈관계 후유증을 

약화시키거나 회복시킨다(undoing effect). 구축되는 자원은 네 가지 이다. 

문제해결능력이나 학습능력 등의 지적 자원, 건강과 조정력 등의 신체적 

자원, 관계유지와 관계맺기 등의 사회적 자원, 그리고 탄력성, 낙관성, 

정체성, 목표지향성의 심리적 자원이다. 이런 심리자본이 구축되면 문제 

발생 시에 일시적으로 사고와 행동을 확장시키고,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행동양식(repertory)의 종류를 늘려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둘째는 확산효과(spillover 혹은 carryover effect)이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심리적 웰빙은 직무만족, 삶의 만족, 긍정정서로 확산된다(예: Bowling, 

Eschleman, & Wang, 2010; Demerouti & Geurts, 2004; Tait, Padgett, & 

Baldwin, 1989). 또한 심리적 웰빙은 동료나 조직 외부에 확산되는데, 만약 

조직 내 직급이 높아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조직의 심리적 

웰빙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나선형 성장효과(upward spiral effect)가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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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성장시킨다.  

 셋째, 정서적 사건 반응이론(affective event theory)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적 변화나 사건들이 어떻게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는 이론이다. 직무특성이나 감정노동정도 등이 변화하거나 동료와의 

갈등, 리더와의 불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구성원은 이에 대해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Weiss & Cropanzano, 1996). 발생한 감정적 반응은 그들의 

직무나 직업, 조직에 대한 평가를 변화시키는데 이를 통해 심리적 웰빙이 

변화하게 된다. 이 이론은 직무요구, 통제, 지원과 같은 요인들에 대한 

감정적 판단에 의해 심리적 웰빙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6 노력-보상 불균형 모형(Effort-Reward-Imbalance Model)과 비타민 모형 

 노력-보상 불균형 모형(Marmot, Siegrist, Theorell, & Feeney, 1999)은 

의료사회학에서 처음 제시된 이론을 조직행위론에서 받아들여 발전시킨 

이론체계이다(Rydstedt et al., 2007). 이 이론은 사회교환이론(Adams, 1965)에 

기반을 두고 있다. Siegrist(1996)에 따르면 조직구성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내재적, 외재적 노력을 요구 받게 된다. 내재적 부분은 직무몰입, 

조직충성, 목표내재화 등이고 외재적 부분은 직무요구나 의무규정 등이다. 

조직구성원들은 이런 노력과 자신들이 받는 보상을 교환한다. 이 

교환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공정성이 인식되지 않는다면, 혹은 높은 

노력수준에 비해 작은 보상을 받는다면, 조직구성원들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동기를 상실하게 된다. 이런 불균형이 누적되면 심리적 웰빙이 

저해되게 된다(Tsutsumi & Kawakami,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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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r(1987, 1990)는 조직환경적 요인이나 보상의 영향력은 변화한다고 

보았다. 마치 정신적 비타민과 같이 부족할 때는 심리적 웰빙을 크게 

저해하고 충분할 때 까지는 심리적 웰빙을 증가시키지만 최적점을 지나면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비선형적(curvilinear)모형에 의하면 공정성이 부족할 때 충족이 된다면 

초기에는 심리적 웰빙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일정 지점을 지나면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첫째 방향성은 상수효과(constant 

effect)이다. 비타민 C와 E가 인간 신체에 작용하는 것과 같이 필요 이상의 

추가분에 대해서는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둘째는 

비타민 A와 D가 작용하는 것과 같이, 초과분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additional decrement)을 주어 심리적 웰빙이 감소하는 방향성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직무요구-통제-지원이론과 노력-보상 불균형 

모형을 심리적 웰빙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비선형적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 2 절 심리적 웰빙의 선행과 결과, 조절, 매개변수   

1. 심리적 웰빙의 선행변수 

무엇이 조직구성원을 행복하게 만들고, 어떤 조직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보다 행복한가? 이 질문은 단지 어떤 연구변수와 그 선행변수에 대한 

정리일 뿐만 아니라, Wright & Wright(2002)가 언급한대로 조직행위론을 

경영지향연구 (committed to management research)와 학술지향연구 

(committed to science research)에서 구성원지향연구(committed to partici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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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로 발전하도록 이끄는 질문이다. 기존의 조직행위론 연구는 

Baritz(1960)가 초기에 언급한대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주로 진행되었는데, 

여기서의 실용은 기업의 주주나 이사회, 조직의 상급자들의 효용의 

극대화를 의미한다. 그들은 기존 연구와 처방이 구성원들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구성원들을 

논의의 중심에 놓고 이들의 행복과 긍정적 태도를 목적으로 삼아야, 심화된 

경쟁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조직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직행위론에서 관련지어 연구되고 있는 변수들을 <그림 1>에 

정리하였다. 심리적 웰빙을 변화시키는 선행변수들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직의 정책과 리더십이 심리적 웰빙을 변화시킬 수 있다. 먼저 

조직수준에서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이 활발하게 연구된다. 

고성과작업시스템은 구성원들의 선발과 채용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높은 

직무안정성과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또한 전통적 관료제 조직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조직구조를 가져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직의 성과에 비례해서 보상을 한다(Huselid, 1995; Pfeffer, 1998). 이런 

특징은 자기결정이론에서의 자율성과 연계성, 유능감을 만족시켜 심리적 

웰빙을 증대시킨다. Wright & Hobfoll(2004), Huang, Ahlstrom, Lee, Chen, & 

Hsieh(2015)가 고성과작업시스템이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비슷하게 Alfes, Shantz, & Truss(2012), Peccei(2004)도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 그들의 심리적 웰빙을 강화시킨다고 

보았다. 리더십행동은 그 자체로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줄 수 

있다(Gilbreath & Benson, 2004; Van Dierendonck et al., 2004). 관련 개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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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리더십이 가장 많이 연구되는 선행변수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비전과 이상을 제공하고,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가능 하도록 만들며, 지적 자극과 개인화된 관리를 통해 구성원의 

성장을 돕는다(Bass, 1998). 

 

 

변혁적 리더십을 경험한 구성원들은 많은 양의 심리적 자본을 가지고 

성장을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웰빙이 증가한다(Kelloway et al., 2013; Nielsen 

& Munir, 2009). Toor & Ofori(2009)와 최우재·조윤형(2013), 

정예지·김문주(2013)은 리더의 진정성이 심리적 웰빙을 높인다고 보았다. 

Erkutlu & Chafra(2014)는 자애적(benevolent) 리더십과 심리적 웰빙의 

긍정적 관계를, Joo, Park, & Lim(2016)은 임파워링 리더십과의 긍정적 

<그림 1> 심리적 웰빙과 같이 연구되는 주요 연구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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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리더는 항상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Lin et al.(2013)은 리더의 폭력적 관리(abusive supervision)가 구성원들의 

심리적 웰빙을 악화시키고 이 관계를 권력거리가 강화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Epitropaki & Martin(1999)은 리더와 구성원 간에 맺고 

있는 관계에 집중하여 높은 LMX(leader-member exchange)가 구성원들의 

심리적 웰빙을 높임을 검증하였다.  

 둘째, 직무환경과 조건이 심리적 웰빙을 변화시킬 수 있다. Hackman & 

Oldham(1975)이 진행한 초기의 연구는 직무특성을 직무중요성,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자율성, 피드백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다섯 종류의 

직무특성은 조직행위론에서 연구가 진행되며 다양한 변수들로 

분화하였다(Morgeson & Humphrey, 2006; Warr, 2007). 심리적 웰빙 연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되는 직무환경은 직무요구-통제-지원이론에 기반한 

분류를 따른다. 많은 연구들이 직무요구의 부정적 영향과 직무통제의 

긍정적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예: Daniels & Guppy, 1994; Makowska, 1995; 

Noblet, Rodwell, & Mcwilliams, 2006). 사회적 지지까지 포함하여 진행한 

연구들은 많은 지지를 받는 구성원일수록 심리적 웰빙이 높이다고 

보고하였다(예: 정미경·정기주·조성도, 2015; Chay, 1993; Morrison et al., 2003). 

이 관계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선형으로 연구된다. 그러나 Rydstedt, Ferrie 

& Head(2006)는 Warr(1987, 1990)의 비타민 모형을 이용하여 특정 최적값이 

있는 비선형 관계를 검증하기도 했다. 그 밖에 직무복잡성이나 자율성도 

심리적 웰빙의 선행변수로 연구된다(예: Chung-Yan, 2010; Clegg, Wall & 

Kemp, 1987; Reis & Hoppe, 2015).  

 조직의 공정성이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을 결정하기도 한다. Rydstedt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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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7)과 Van Yperen & Snijders(2000), Calnan & Wainwright, 

Almond(2000)는 노력-보상 불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노력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을 때, 심리적 웰빙이 저해되었다. 

국내에서는 감정노동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가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강재호(2006)는 감정과장이나 고객접촉수준, 감정통제노력, 감정전달노력을 

선행변수로 연구하였다. 또한 박대훈 등(2015), 김효실(2014), 

김효실·차석빈(2014)은 감정부조화도 주요 선행변수로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는 일관되게 감정노동의 부정적 영향력을 보고하였다. 그 밖에 

Rogelberg, Leach, Warr, & Burnfield(2006)는 비효율적이고 잦은 회의가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조직의 윤리적 

분위기도 심리적 웰빙의 선행변수로 보고된다(한주희·고민정, 2015). 조직에 

적합성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정신적 건강이 높으며(Furnham & Schaeffer, 

1984), 소득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심리적 웰빙이 높다(Adelmann, 1987).  

 셋째, 조직구성원 자체의 요인들이 심리적 웰빙을 변화시킬 수 있다. 

Seligman(2002)의 긍정심리학 운동 이후 조직행위론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은 

심리적 웰빙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내부적 요인들로 연구된다. 이때, 

긍정심리자본은 하나의 종합적인 변수로 고려되기도 하고, 희망,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으로 세부차원을 나누어 연구되기도 한다. Avey, 

Luthans, Smith, & Palmer(2010)와 Culbertson, Fullagar, & Mills(2010), Luthans, 

Youssef, Sweetman, & Harms(2013), 손은일·송정수(2012)는 세부차원을 

통합하여 하나의 종합적인 자본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자원보존이론을 이용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이 많은 조직구성원일수록 심리적 

웰빙이 높았다. 오기남(2015)과 Youssef & Luthans(2007)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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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차원을 나누어 심리적 웰빙과 연결했다. 하쾌남(2016)은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균형과 회복탄력성이 서로의 심리적 웰빙을 예측하는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일-가족갈등은 심리적 웰빙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예: 우정원·홍혜영, 2011; 이정은, 2015; Rantanen et al., 2008). 

Matthews et al.(2014)은 일-가족 갈등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세 

시점으로 나누어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면 

심리적 웰빙이 떨어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비슷하게 Kinnunen, Geurts, & 

Mauno(2004)는 여성의 경우 일-가족 갈등이 심리적 웰빙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남성의 경우 낮은 업무상의 심리적 웰빙이 일-가족 갈등을 

야기시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일-생활 균형의 경우에도 

심리적 웰빙의 선행변수로 연구된다(박지연, 2013). 또한 구성원들의 

기본욕구의 충족여부에 따른 심리적 웰빙이 연구되었다. 이때 삶의 질 

측정도구(quality of work life scale)에서 구분한 건강과 안전욕구, 경제와 

가족의 욕구, 사회적 욕구, 효능감 욕구, 자아실현 욕구, 지식 욕구의 여섯 

가지의 욕구가 이용된다. Rathi(2009)와 Chan & Wyatt(2007)의 연구는 이들 

욕구가 충족될수록 심리적 웰빙이 증대된다고 보고하였다. 추가로, Imamoglu 

& Beydogan(2011)은 연결욕구 또한 심리적 웰빙의 선행변수로 연구하였다. 

조직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심리적 웰빙을 저하시킨다(예: 신현정·박진성, 

2010; Babajide & Akintayo, 2011). Chen et al.(1996)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과 전략에 따라 심리적 웰빙이 변화된다고 보았다. Dollard & 

Winefield(1998), Ippolito et al.(2005), Noblet et al.(2006), Guppy & 

Weatherstone(1997)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으로 대응전략을 사용한 조직구성원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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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전략을 사용한 구성원들에 비해 심리적 웰빙이 

높았다. 그 밖에 감정지능과 직무만족 등이 웰빙을 높이기도 한다(예: 

Brunetto et al., 2012). 

 

2. 심리적 웰빙의 결과변수 

조직행위론에서 심리적 웰빙은 주로 연구모형 상에서 종속변수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심리적 웰빙이 독립변수로 활용된 경우는 다음 두 

가지 연구질문으로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행복한 조직구성원은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용어와 측정도구를 가지고 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우선 직무성과와의 관련을 보면 Cropanzano & Wright(1999), Wright & 

Staw(1999), 그리고 신현정·박진성(2010)의 논문을 비롯한 다수의 논문들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하였다. 심리적 웰빙이 높은 조직구성원들은 직무에 

더욱 참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심리자본 등의 자원을 성과를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찬가지로 직무몰입이나 참여와도 정적인 

관계가 보고되었다(예: Brunetto et al., 2012; Garg & Rastogi, 2009). 또한 

심리적 웰빙이 높은 조직구성원들이 타인을 돕고 규정을 준수하는 등의 

조직시민행동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예: Alfes, Shantz, & Truss, 2012; Credé, 

Chernyshenko, Stark, & Dalal, 2005; Donovan, 2000). 긍정적인 심리적 웰빙 

상태의 조직구성원들은 창의성도 높이 발휘한다. Amabile(1983)의 초기 연구 

이후 창의력과의 관계는 동기의 귀인모델(attributional model of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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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ner, 1985)을 이용하여 연구되었다. 심리적 웰빙이 높은 조직구성원들은 

현재의 실패를 단기간의 것이거나 외부의 상황에 의한 것으로 귀인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높은 창의성을 보인다. Wright 

& Walton(2003)이나, Schuldberg(1999)의 연구가 창의성과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심리적 웰빙이 높은 

조직구성원들은 조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 행복한 조직구성원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가? 심리적 웰빙이 높은 

직원들은 이직의도가 낮다. 현재의 조직에 만족하고 있고, 자신의 성과가 

인정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직의도를 낮게 보고한다(예: Bygrave, 

2011; Thompson & Prottas, 2006). 또한 심리적 웰빙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Graham, 

Eggers, & Sukhtankar(2004)과 Lucas, Clark, Georgellis, & Diener(2004)는 

소득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이경애(2010), Diener & 

Seligman(2002)은 심리적 웰빙이 높은 구성원들이 동료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동료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리적 웰빙이 높은 구성원들은 높은 만족도를 가진다(예: Gladow & Ray, 

1986; Graham et al., 2004). 이는 앞에서 논의한 일-가정 갈등이 심리적 

웰빙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심리적 웰빙이 높은 조직구성원들은 개인적으로나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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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적 웰빙의 조절변수와 매개변수 

 심리적 웰빙의 실증연구들은 심리적 웰빙을 변화시키는 과정과 그에 따른 

조직의 변화양상을 밝히는데 집중하였다. 이 과정들은 단순한 선행변수와 

결과변수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절과 매개과정을 포함한다. 첫째, 

조직구성원 내부의 요인들과 외부의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심리적 

웰빙을 변화시킬 수 있다. 특질발현이론(trait activation theory, Tett, Simonet, 

Walser, & Brown, 2013)에 따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등의 특질은 

외부 환경의 변화나 자극에 맞추어 그 발현 정도를 바꾸게 된다. 또한 

심리적 웰빙의 경우 취약성-스트레스 이론(vulnerability-stress theory, 

Abramson, Metalsky, & Alloy, 1989; Beck, 1967)에 따라 구성원 내부에 

취약성이 있다면 외부의 심리적 충격에 더 크게 반응한다. 선행변수의 두 

번째 분류에서 직무요구와 통제, 사회적 지지 등과 심리적 웰빙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Moyle(1995)와 Dollard & Winefield(1989)는 부정정서가 있다면 

이 관계에 있어서 직무요구의 부정적 영향이 강화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조직과 개인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실현적 웰빙이 높아지는데, 

직무참여가 활발한 구성원일수록 이 관계가 강화된다(Pierce et al., 2016). 

 둘째, 스트레스와 심리적 웰빙의 관계에서 매개와 조절과정이 연구되었다. 

심리적 분리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웰빙과의 관계를 매개한다. 분리가 

있다면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고 심리적 웰빙의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이 

과정은 주로 스트레스-분리 모형(Sonnentag & Fritz, 2015)을 이용해 연구가 

되었다. Fritz & Sonnentag(2006)은 휴가와 휴식이 있다면 심리적 웰빙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직무요구-통제-지원이론과 완충가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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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사회적 지지가 있다면 

직무요구나 스트레스가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한다(Häusser et al., 2010; Ippolito, Adler, Thomas, Litz, & Holzl, 2005). 

또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심리적 웰빙을 낮추는데 심층행위(deep 

acting)와 직업동일시는 이를 악화시킨다(강재호, 2006).   

 셋째, 리더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다양한 조절과 

매개변수가 연구되었다. Kalshoven & Boon(2012)은 리더의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을 증대시키는 관계를 인적자원관리가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Kelloway, Turner, Barling, & Loughlin(2012)은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관계는 리더에 

대한 신뢰가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 관계는 직무명확성과 

직무참여, 업무의 의미성이 조절하기도 하고(Arnold et al., 2007; Nielsen et 

al., 2008; Nielsen, Yarker, Brenner, Randall, & Borg, 2008), 구성원의 

자기효능감이 조절하기도 한다(Nielsen, Yarker, Randall & Munir, 2009). 

진정성 리더십의 정적 효과를 교육훈련전이(transfer of education and 

training)가 매개하기도 한다(김상민·차민석, 2013).  

 넷째, 심리적 웰빙이 조절변수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연구되었다. Wright, Cropanzano, & Bonett(2007)은 직무만족이 

직무성과를 높이는 관계를 심리적 웰빙이 강화시킨다고 보고했다. Wright & 

Bonett(2007)은 직무만족이 높다면 이직을 덜하게 되는데 이 관계를 심리적 

웰빙이 조절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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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1: 심리적 웰빙 연구분야의 정량적 

분석: 메타분석연구 

 

제 1 절 메타분석절차 

 앞선 논의에서 심리적 웰빙에 대한 정의와 용어, 측정도구를 개괄하고 

문헌정리를 통해 같이 연구되는 변수들을 선행, 결과, 조절, 매개변수로 

구분하여 정성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어 본 연구는 조직행위론 분야에서의 

심리적 웰빙에 대한 기존 실증연구들의 정량적인 종합 분석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문헌 탐색 절차 

 메타분석을 위한 기초 문헌을 탐색하였다. 해외 출간 논문의 경우 

PsycINFO, ABI/Inform(ProQuest), PsycArticles(EBScohost), JSTOR, Academic 

Search Complete, Business Source Complete, 그리고 Google Scholar를 

이용하였다. 학위 논문의 경우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를 

이용하였다. 국내 출간 논문과 학회 발표 논문, 학위논문의 경우 DBpia와 

RISS, Google Scholar, 국회도서관을 이용하였다. 검색 기간은 1900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검색 용어는 해외 문헌의 경우 psychological well-

being(well being, wellbeing), happiness(happy), wellness, mental health 등을, 

국내 문헌의 경우 심리적 웰빙, 안녕(감), 정신적 건강, 행복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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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다. 1차로 검색된 논문들의 문헌정리 부분과 참고 문헌(reference)을 

분석하여 1차 검색으로 탐색하지 못한 문헌들의 목록을 정리하고, 개별 

학술지나 학회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문을 획득하거나, 미출간 

논문의 경우 저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개별 연락하여 획득하였다. 탐색된 

논문들을 다음의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였다. 첫째, 조직상황에서 분석된 

논문을 기반으로 하였다. 따라서 국가단위의 행복연구나 실험연구, 

관찰연구는 배제되었다. 둘째, 메타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인 상관관계와 

표본크기, 측정도구의 유의도(Cronbach’s alpha)를 보고하고 있는 

실증분석만이 포함되었다. 리뷰연구나 이론연구, 방법론 연구논문들은 

제외되었다. 셋째, 기존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심리적 탈진이나 감정적 

탈진 관련 논문들은 제외하였다. 이런 선택기준에 기반하여, 1975년부터 

2016년까지의 총 101개의 논문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총 참가자 수는 

85,912명이다. 세부적으로는 해외 문헌의 경우 학술지 논문 72개, 작업 중 

논문 1개, 학위 논문 4개로 총 77개의 문헌이 분석되었고 총 참가자 수는 

78,866명이다. 국내 문헌의 경우 학술지 논문 15개, 학회 발표 논문 2개, 

학위 논문 7개등 총 24개의 논문이 분석되었고 총 참가자 수는 7,046명이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101개의 문헌 중 학술지 논문 등 출간 문헌이 87개이고 

학회 발표 논문, 학위 논문, 작업 중 논문 등 미출간 문헌이 14개이다. 

미출간 문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전체 문헌 중 알려지지 

않은 회색문헌(grey literature)의 수가 많다면 출판편의(publica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메타분석결과에 대한 출판편의분석을 

진행하였고, 결과보고 후에 상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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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코딩(Data Coding) 절차 

 모든 논문들에 대해 각각의 논문에서 어떤 측정도구를 이용해 심리적 

웰빙을 측정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측정도구를 보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측정도구를 코딩하였다. 부분만 제공하고 있는 경우, 저자가 수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경우에는 해당 측정도구를 코딩하였다. 이를 통해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 상관관계를 코딩하였다. 만약 상관관계표가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코딩하였고, 없는 경우에 계산 가능한 정보가 

있다면 Lipsey & Wilson(2001)의 방법을 이용해 계산하였다. 코딩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검사를 수행하였다. 저자를 포함하여 

메타분석의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연구자 둘이 독립적으로 코딩을 수행하여, 

일치도를 조사한 결과 95%가 일치하였다. 총 732개의 상관관계가 코딩되어 

분석되었다. 

 

3. 통계분석절차 

 Hunter & Schmidt(2004, 2014)의 무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메타분석절차를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첫째, 상관관계와 연구참가자 수를 

이용하여 가중된 효과크기를 계산하였다. 둘째, 가중된 효과크기에서 

측정오류를 수정한 효과크기를 계산하였다. 대부분의 논문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 값을 보고하고 있었지만, 보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 신뢰도 

값을 이용하였고,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변수의 경우 신뢰도를 1.0으로 

가정하였다(McKee-Ryan et al., 2005). 셋째, 수정 후 효과크기의 평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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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넷째, 95% 신뢰수준에서의 신뢰구간을 계산하였다. 

이상의 계산은 Field & Gillett(2010)이 개발한 SPSS Syntax와 R의 3.3.2 

버전의 Metafor패키지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Viechtbauer, 2010). 수정 후 

효과크기의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이 0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판단하였다. 각각의 측정방법별 결과와 각 측정방법을 

통합한 종합 효과크기를 각 표에 표시하였다. 

 

제 2 절 메타분석결과  

1. 개인 특질 변수와 심리적 웰빙 

 개인 특질 변수와 다양한 심리적 웰빙 측정방법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메타분석결과를 <표 3>에 표시하였다. 성격요인에서 신경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웰빙이 낮게 나타났다(�̅�𝑟=-.51, ρ=-.57). 통제위치의 경우 외부일 때 

GHQ-12(�̅�𝑟=.28, ρ=.33)와 Job-related Well-being Scale(JAWB, �̅�𝑟=.35, ρ=.40)의 

두 개의 측정도구에서 심리적 웰빙과 정적인 관계를 가졌다. 또한 

기본심리적 욕구이론에서 예측한 대로 각 차원의 욕구가 충족 될수록 

심리적 웰빙이 높게 나타났다( �̅�𝑟 =.35, ρ=.43). 긍정심리자본에 있어서도 

예상대로 희망( �̅�𝑟 =.42, ρ=.53)과 회복탄력성( �̅�𝑟 =.38, ρ=.50), 낙관성( �̅�𝑟 =.42, 

ρ=.52)에서 자본이 많을수록 심리적 웰빙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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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개인 특질 변수와 심리적 웰빙 간의 메타분석결과 

측정방법 개인특질변수 k N �̅�𝑟 ρ SDρ %VAR 

80% CV 95% CI 

하한 상한 하한 상한 

GHQ-12  신경성 3 806 -.51 -.57 .00 13.97 -.57 -.57 -.60 -.42 

종합 

통제위치 

9 2512 .30 .36 .00 12.30 .36 .36 .20 .41 

GHQ-12 5 1536 .28 .33 .00 17.46 .33 .33 .18 .38 

JAWB 4 976 .35 .40 .00 27.36 .39 .40 .23 .46 

종합 진정성 8 583 .35 .43 .25 19.68 .11 .75 .15 .56 

GHQ-12 

종합적인 

욕구 
12 2778 .35 .43 .12 24.73 .28 .59 .24 .47 

건강 및 안전 

욕구 
2 463 .42 .51 .00 39.33 .51 .51 .31 .52 

자아실현 

욕구 
2 463 .29 .35 .16 17.13 .14 .55 .17 .41 

사회적 욕구 2 463 .32 .43 .00 19.68 .42 .43 .20 .43 

경제 및 가족 

욕구 
2 463 .25 .31 .16 17.92 .11 .52 .13 .37 

지적 욕구 2 463 .39 .47 .06 37.58 .39 .54 .28 .50 

자아존중욕구 2 463 .44 .55 .00 35.98 .54 .55 .33 .54 

종합 

긍정심리자본 

6 1918 .46 .53 .16 9.24 .33 .74 .37 .55 

GHQ-12 2 560 .26 .30 .00 57.76 .30 .30 .14 .36 

IPWB 3 1083 .51 .59 .00 32.59 .58 .58 .43 .59 

종합 

희망 

17 4945 .42 .53 .13 18.54 .37 .69 .33 .52 

SMH 2 1264 .33 .38 .03 64.79 .34 .42 .26 .40 

WHO 4 1304 .44 .53 .00 51.56 .53 .53 .35 .53 

자율성 2 446 .34 .53 .00 23.06 .52 .53 .23 .46 

삶의 

목적 
2 446 .53 .71 .00 16.41 .70 .71 .44 .63 

자기수용 2 446 .33 .51 .00 51.33 .51 .51 .21 .45 

종합 회복탄력성 14 3651 .38 .50 .10 28.38 .36 .64 .28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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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H 2 1264 .30 .36 .00 17.92 .36 .36 .23 .37 

Oxford 2 458 .55 .58 .00 55.76 .58 .58 .46 .64 

자율성 2 446 .37 .60 .00 35.85 .59 .60 .25 .48 

삶의 

목적 
2 446 .48 .65 .05 62.93 .58 .72 .38 .68 

자기수용 2 446 .27 .43 .00 31.25 .43 .43 .15 .59 

종합 
낙관주의 

10 2545 .42 .52 .15 14.81 .32 .71 .32 .62 

SMH 2 1264 .34 .42 .00 33.92 .41 .41 .27 .45 

종합 

자기효능감 

57 16479 .16 .20 .25 7.54 .11 .52 .05 .27 

GHQ=12 5 798 .27 .33 .05 74.61 .26 .40 .12 .41 

JAWB 5 1200 .32 .38 .14 19.57 .20 .56 .20 .44 

Oxford 3 836 .44 .48 .00 49.35 .48 .48 .34 .53 

PWB-

Ryff 
9 2049 .18 .20 .28 6.43 -.15 .56 .05 .30 

자율성 6 1912 .12 .17 .25 1.19 -.15 .49 .01 .22 

환경에 

대한 

통제 

6 1905 .16 .20 .13 22.84 .03 .37 .05 .25 

개인적 

성장 
6 1905 .03 .04 .18 12.52 -.18 .27 -.08 .14 

타인과의 

긍정관계 
6 1912 .25 .33 .12 27.24 .18 .48 .15 .36 

삶의 

목적 
7 2247 .12 .14 .25 6.61 -.18 .46 .01 .27 

자기수용 5 1570 -.07 -.08 .16 14.98 -.29 .13 -.18 .05 

k=분석에 포함된 논문 수; N=분석에 포함된 누적 인원 수; �̅�𝑟=측정오류 수정 전 효과크기; ρ=측정오류 수정 후 

효과크기; SDρ=ρ의 표준편차; %VAR=효과크기의 변량백분률; CV=Credibility Interval of ρ; CI=Confidence 

Interval;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 JAWB=Job-related Well-being Scale; IPWB=Index of Psychological 

Well-being; SMH=Standardized Measure of Happiness;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well-being Index; SMH= 

Standardized Measure of Happiness; Oxford=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PWB-Ryff=Ryff(1989)’s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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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Ryff(1989)의 개인적 성장과 자기수용을 

심리적 웰빙의 세부차원으로 분석한 연구들에 있어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2. 개인 태도 변수와 심리적 웰빙   

개인 태도 변수에 대한 메타분석결과를 <표 4>에 표시하였다. 직무만족은 

때로 심리적 웰빙의 측정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예: Kornhauser & Sharp, 

1932; Wright, 2006). 본 논문에서는 직무만족을 조직구성원의 태도로 보아 

다양한 심리적 웰빙의 측정도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모든 측정도구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크기를 보였고 종합적으로도 

유의하였다( �̅�𝑟 =.24, ρ=.31). 이는 직무몰입( �̅�𝑟 =.27, ρ=.33)과 직무열의( �̅�𝑟 =.26, 

ρ=.31), 조직일체화(�̅�𝑟=.34, ρ=.38)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조직에 만족하고 일체감을 느끼며, 직무열의가 높고 몰입하는 직원일수록 

심리적 웰빙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직의도가 높은 

조직구성원의 경우 심리적 웰빙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𝑟=-.25, ρ=-.31). 

각 측정도구 모두에서 유의한 음의 효과크기가 분석되었다. 

심리적계약위반(�̅�𝑟=-.37, ρ=-.42)과 노력소모(�̅�𝑟=-.29, ρ=-.34)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로 분석되었다. 이는 조직을 떠나고 싶고, 심리적인 계약이 위배될수록, 

노력을 많이 기울일수록 심리적 웰빙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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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개인 태도 변수와 심리적 웰빙 간의 메타분석결과 

측정방법 
개인태도 

 변수 
k N �̅�𝑟 ρ SDρ %VAR 

80% CV 95% CI 

하한 상한 하한 상한 

종합 

직무만족 

97 59072 .24 .31 .26 3.12 .03 .65 .17 .32 

SMH 2 1264 .62 .71 .00 6.20 .71 .71 .57 .66 

GHQ-12 22 8642 .40 .46 .10 19.25 .33 .59 .32 .48 

GHQ-28 4 24000 .09 .13 .33 .28 -.30 .55 .06 .12 

IPWB 5 1355 .43 .52 .00 37.19 .51 .51 .33 .53 

WBS 2 721 .36 .43 .00 74.43 .43 .43 .27 .45 

Oxford 2 458 .45 .48 .00 84.66 .48 .48 .35 .56 

JAWB 2 1242 .62 .71 .12 4.98 .55 .86 .57 .67 

PWB-

Ryff 
10 3174 .38 .44 .07 37.15 .35 .54 .28 .47 

자율성 8 2550 .13 .16 .04 71.38 .11 .22 .02 .24 

환경에 

대한 

통제 

8 2550 .36 .44 .04 7.50 .39 .49 .27 .46 

개인적 

성장 
8 2550 .16 .20 .000 8.65 .19 .20 .06 .27 

타인과의 

긍정관계 
8 2550 .25 .29 .05 64.62 .23 .35 .14 .35 

삶의 

목적 
8 2550 .23 .28 .10 3.53 .15 .40 .13 .33 

자기수용 2 690 .39 .49 .00 25.57 .48 .48 .30 .48 

종합 

이직의도 

28 13697 -.25 -.31 .12 15.44 -.46 -.16 -.34 -.17 

GHQ-12 3 1191 -.33 -.38 .00 31.35 -.38 -.38 -.42 -.24 

JAWB 2 1242 -.49 -.56 .13 6.95 -.72 -.39 -.55 -.43 

PWB-

Ryff 
3 1098 -.27 -.32 .00 32.59 -.32 -.32 -.36 -.17 

자율성 3 1098 -.02 -.04 .00 92.58 -.04 -.04 -.13 .08 

환경에 

대한 

통제 

3 1098 -.24 -.31 .00 52.59 -.31 -.31 -.34 -.14 

개인적 

성장 
3 1098 -.15 -.19 .00 32.76 -.18 -.19 -.25 -.05 

타인과의 

긍정관계 
3 1098 -.24 -.29 .00 61.56 -.29 -.29 -.33 -.14 

삶의 

목적 
3 1098 -.21 -.29 .05 57.33 -.33 -.19 -.31 -.12 

종합 

직무몰입 

41 12852 .27 .33 .18 1.93 .09 .55 .17 .38 

SMH 2 1264 .35 .42 .00 91.10 .41 .42 .28 .42 

GHQ-12 3 1759 .29 .34 .01 94.72 .32 .35 .21 .35 

JAWB 2 1038 .57 .64 .15 4.96 .46 .83 .51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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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B-

Ryff 
4 1169 .27 .31 .11 23.32 .16 .46 .16 .38 

자율성 5 1269 .11 .14 .02 91.77 .11 .17 .01 .24 

환경에 

대한 

통제 

5 1269 .26 .31 .16 17.36 .11 .52 .15 .38 

개인적 

성장 
5 1269 .19 .24 .13 24.84 .07 .40 .08 .31 

타인과의 

긍정관계 
5 1269 .14 .17 .04 8.21 .12 .22 .02 .26 

삶의 

목적 
5 1269 .18 .21 .16 16.77 .00 .42 .06 .30 

자기수용 3 649 .41 .62 .10 32.37 .38 .64 .30 .52 

종합 

직무열의 

16 3890 .26 .31 .16 15.94 .10 .52 .14 .38 

GHQ-12 10 2542 .23 .28 .12 25.18 .13 .44 .11 .35 

PWB-

Ryff 
2 154 .27 .29 .06 77.49 .21 .37 .06 .48 

PWB-

Ryff 

심리적 계약 

위반 
3 2103 -.37 -.42 .00 45.35 -.42 -.42 -.43 -.31 

종합 

조직일체화 

4 637 .34 .38 .11 33.92 .24 .52 .20 .48 

GHQ-12 2 419 .28 .32 .00 34.01 .31 .31 .16 .41 

JAWB 2 218 .44 .52 .11 37.58 .37 .67 .29 .59 

GHQ-12 감정기반대응 4 1931 -.08 -.09 .52 1.18 -.75 .57 -.17 .01 

GHQ-12 문제기반대응 6 3207 .08 .10 .09 24.75 -.02 .22 -.01 .16 

GHQ-12 
노력소모 

종합 
13 4621 -.29 -.34 .09 32.58 -.45 -.23 -.38 -.19 

GHQ-12 
외향적 

노력소모 
2 1316 -.29 -.39 .02 85.29 -.41 -.36 -.36 -.21 

GHQ-12 
내향적 

노력소모 
2 1316 -.30 -.41 .10 19.59 -.53 -.28 -.37 -.24 

k=분석에 포함된 논문 수; N=분석에 포함된 누적 인원 수; �̅�𝑟=측정오류 수정 전 효과크기; ρ=측정오류 수정 후 

효과크기; SDρ=ρ의 표준편차; %VAR=효과크기의 변량백분률; CV=Credibility Interval of ρ; CI=Confidence 

Interval; SMH= Standardized Measure of Happiness;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 IPWB=Index of 

Psychological Well-being; WBS: Well-being Scale; Oxford=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JAWB=Job-related 

Well-being Scale; PWB-Ryff=Ryff(1989)’s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3. 직무요구-통제-지원이론과 심리적 웰빙  

 심리적 웰빙을 다루는 논문들 중 다수가 직무요구-통제-지원이론에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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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연구되고 있다(Häusser et al., 2010; Van der Doef, & Maes, 1998).  

 

<표 5> 직무요구-통제-지원이론 변수와 심리적 웰빙 간의 메타분석결과 

측정방법 

직무요구, 

통제, 지원 

이론 변수 

k N �̅�𝑟 ρ SDρ 
% 

VAR 

80% CV 95% CI 

하한 상한 하한 상한 

종합 

직무요구 

34 43866 -.19 -.24 .16 3.97 -.45 -.03 -.24 -.13 

GHQ-12 22 23520 -.24 -.28 .13 6.04 -.45 -.11 -.29 -.19 

GHQ-28 4 12196 -.05 -.07 .19 1.82 -.31 .18 -.08 -.01 

WHO 4 1304 -.13 -.16 .00 55.53 -.16 -.16 -.24 -.02 

GHQ-12 직무통제 16 20443 .13 .15 .09 1.51 .03 .27 .08 .19 

GHQ-12 
직무적 

지지 
3 1436 .44 .52 .00 5.98 .52 .52 .37 .52 

종합 

사회적 

지지 

44 46098 .18 .21 .12 8.46 .06 .36 .12 .24 

GHQ-12 21 21965 .14 .16 .11 9.12 .02 .30 .08 .20 

GHQ-28 7 12725 .16 .21 .11 6.90 .07 .35 .12 .21 

Oxford 2 756 .37 .41 .00 46.77 .41 .41 .28 .46 

WBS-

Thompson 
2 7008 .25 .30 .00 31.59 .30 .30 .21 .28 

JAWB 4 976 .33 .40 .00 38.48 .40 .40 .22 .44 

PWB-Ryff 2 658 .35 .44 .07 37.92 .34 .53 .26 .45 

환경에 

대한 통제 
2 670 .33 .36 .00 12.40 .36 .36 .24 .43 

개인적 

성장 
2 670 .24 .27 .00 58.60 .27 .27 .14 .34 

삶의 목적 2 670 .26 .28 .00 6.90 .28 .29 .16 .36 

종합 
직무복잡성 

4 2991 .04 .05 .07 22.14 -.05 .14 -.03 .11 

GHQ-12 3 727 -.04 -.04 .13 25.37 -.20 .12 -.17 .09 

종합 

직무자율성 

15 7743 .20 .23 .08 25.20 .13 .34 .12 .29 

GHQ-12 7 2064 .19 .21 .14 18.43 .03 .39 .07 .30 

JAWB 2 488 .28 .31 .00 17.39 .31 .31 .16 .39 

WHO 4 1304 .28 .36 .00 71.68 .35 .36 .18 .38 

k=분석에 포함된 논문 수; N=분석에 포함된 누적 인원 수; �̅�𝑟=측정오류 수정 전 효과크기; ρ=측정오류 수정 후 

효과크기; SDρ=ρ의 표준편차; %VAR=효과크기의 변량백분률; CV=Credibility Interval of ρ; CI=Confidence 

Interval;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well-being Index; Oxford=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WBS: Well-being Scale; JAWB=Job-related Well-being Scale; PWB-Ryff=Ryff(1989)’s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44 

 

이 이론은 직무요구가 낮을수록, 직무통제가 높을수록, 지원이 많을수록 

심리적 웰빙이 높을 거라 예측한다.  

<표 5>에 해당 이론에 따른 변수와 심리적 웰빙 간의 메타분석결과를 

표시하였다. 예측대로 직무요구는 모든 측정도구에서 유의한 음의 

효과크기가 나왔다. 종합적으로도 마찬가지였다(�̅�𝑟=-.19, ρ=-.24). 직무통제의 

경우 GHQ-12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유의한 양의 효과크기(�̅�𝑟=.13, ρ=.15)를 

보였다. 직무상황에서 받는 지원의 경우 유의한 양의 효과크기( �̅�𝑟 =.44, 

ρ=.52)를 보였고, 사회적으로 받는 지원의 경우에도 다양한 측정도구와 

종합적인 효과크기에서 모두 유의하였다(�̅�𝑟=.18, ρ=.21). 이상을 종합해보면 

직무요구-통제-지원이론에서 예측한 방향대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직무자율성도 높을수록 심리적 웰빙이 높게 나타났다(�̅�𝑟=.20, 

ρ=.23). 직무복잡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4. 직무성과, 보수, 감정노동과 심리적 웰빙 

감정노동과 직무성과, 보수와 관련된 변수와의 메타분석결과를 <표 6>에 

표기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논문들은 주로 안면피드백 가설(face feedback 

hypothesis, 강재호, 2005)에 따라 분석되었다. 감정노동이 심리적 웰빙을 

침해할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가설과는 다르게, 이 가설은 긍정적 감정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직무라면 오히려 심리적 웰빙을 높게 보고할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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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업무관련 변수와 심리적 웰빙 간의 메타분석결과 

측정방법 
업무관련  

변수 
k N �̅�𝑟 ρ SDρ 

% 

VAR 

80% CV 95% CI 

하한 상한 하한 상한 

PWB-

Ryff 
고객접촉수준 2 522 .19 .23 .00 62.90 .23 .23 .07 .30 

PWB-

Ryff 
감정통제노력 4 1051 .30 .42 .22 11.15 .14 .69 .19 .41 

PWB-

Ryff 
감정전달노력 14 3258 .18 .26 .19 18.24 .02 .50 .06 .31 

종합 

감정부조화 

16 4104 -.17 -.23 .15 22.44 -.41 -.04 -.29 -.05 

자율성 3 798 -.22 -.30 .10 35.91 -.43 -.17 -.34 -.11 

환경에 

대한 

통제 

3 798 -.13 -.18 .15 23.14 -.36 .00 -.25 -.01 

개인적 

성장 
2 456 -.29 -.40 .00 53.34 -.40 -.40 -.41 -.17 

타인과의 

긍정관계 
3 798 -.24 -.30 .00 27.50 -.29 -.30 -.35 -.12 

삶의 

목적 
2 456 .00 -.01 .00 1.49 -.01 -.01 .00 .00 

자기수용 3 798 -.12 -.16 .16 18.19 -.37 .05 -.24 -.01 

PWB-

Ryff 
감정조정 2 529 .43 .58 .00 53.90 .58 .58 .33 .53 

PWB-

Ryff 
감정과장 2 529 .14 .18 .00 36.10 .18 .18 .02 .18 

GHQ-12 직업불안정감 2 1106 -.40 -.46 .06 31.14 -.54 -.38 -.47 -.32 

종합 윤리적 행동 2 792 .21 .24 .00 38.40 .24 .24 .12 .31 

종합 
업무의 

의미성 

5 1276 .45 .57 .10 26.95 .43 .70 .35 .54 

WBS-

Nielsen 
3 823 .36 .48 .00 69.45 .47 .48 .26 .46 

종합 

금전적 보수 

5 34974 .20 .20 .02 26.70 .17 .22 .17 .22 

GHQ-12 2 1316 .23 .31 .00 59.08 .30 .31 .16 .30 

Happiness 

Scale 
3 33658 .19 .20 .01 39.92 .18 .21 .18 .22 

종합 

조직시민행동 

13 4333 .24 .30 .08 43.54 .20 .40 .14 .34 

PWB-

Ryff 
12 3720 .26 .34 .00 93.64 .34 .34 .15 .36 

k=분석에 포함된 논문 수; N=분석에 포함된 누적 인원 수; �̅�𝑟=측정오류 수정 전 효과크기; ρ=측정오류 수정 후 

효과크기; SDρ=ρ의 표준편차; %VAR=효과크기의 변량백분률; CV=Credibility Interval of ρ; CI=Confidence 

Interval; PWB-Ryff=Ryff(1989)’s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 WBS: Well-

being Scale; SMH= Standardized Measure of Happiness; IPWB=Index of Psychological Well-being; JAWB=Job-

related Well-bein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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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도 이런 가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왔다. 우선 고객접촉수준의 

경우 접촉이 빈번해질수록 심리적 웰빙이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𝑟=.19, 

ρ=.23). 마찬가지로 감정통제( �̅�𝑟 =.30, ρ=-.42)와 전달노력( �̅�𝑟 =.18, ρ=.26), 

감정조정( �̅�𝑟=.43, ρ=.58), 감정과장( �̅�𝑟=.14, ρ=18)이 늘어날수록 높은 심리적 

웰빙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감정부조화에서는 정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삶의 목적성을 제외한 Ryff(1989)의 측정도구의 세부차원들에서 모두 유의한 

음의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종합적인 분석에서도 유의한 음의 효과크기를 

보였다(�̅�𝑟=-.17, ρ=-.23). 성과와 보상 관련 변수들과는 모두 유의한 양의 

효과크기가 나왔다. 심리적 웰빙이 높을수록 금전적 보상수준이 

높았으며( �̅�𝑟 =.20, ρ=.20), 조직시민행동에도 많이 참여하고( �̅�𝑟 =.24, ρ=.30), 

성과도 높았다( �̅�𝑟 =.29, ρ=.34). 업무의 의미성과는 높은 양의 효과크기가 

나왔다(�̅�𝑟=.45, ρ=.57). 

 

5. 리더십, 갈등과 심리적 웰빙  

 리더십과 관련된 분석결과를 <표 7>에 표시하였다. 리더십은 그 행동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주었다. 모든 

측정도구에서 유의한 정적 효과크기가 분석되었다(�̅�𝑟=.22, ρ=.23). 상사에 대한 

신뢰(�̅�𝑟=.31, ρ=.38)와 LMX(�̅�𝑟=.41, ρ=.51)와도 마찬가지의 결과이다.  

즉, 조직구성원이 상사에 대해 신뢰하고 관계가 좋으며 리더십을 크게 

인식할수록 그들의 심리적 웰빙이 높다. 개별 리더십 스타일과의 관계를 

보면, 심리적 웰빙은 변혁적 리더십(�̅�𝑟=.36, ρ=.40)과 진정성 리더십(�̅�𝑟=.48, 



47 

 

ρ=.53)과 모든 측정도구에서 유의한 정적 효과크기를 보였다. 또한 예상대로 

상사의 폭력적 관리를 받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웰빙은 낮았다( �̅�𝑟 =-.26, 

ρ=-.32). 권력거리의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7> 리더십 관련 변수와 심리적 웰빙 간의 메타분석결과 

측정방법 
리더십  

관련 변수 
k N �̅�𝑟 ρ SDρ %VAR 

80% CV 95% CI 

하한 상한 하한 상한 

종합 

변혁적 

리더십 

9 3066 .36 .40 .13 13.34 .23 .57 .26 .45 

GHQ-12 2 570 .18 .21 .00 11.18 .21 .21 .06 .29 

WBS-

Nielsen 
4 1097 .26 .29 .00 43.93 .28 .29 .14 .37 

PWB-

Ryff 

진정성 

리더십 
2 847 .48 .53 .11 11.75 .38 .68 .40 .55 

GHQ-12 
폭력적 

관리 
2 1109 -.26 -.32 .07 31.88 -.41 -.23 -.34 -.18 

종합 

리더십행동 

19 6569 .22 .23 .07 39.72 .15 .32 .12 .32 

GHQ-12 10 3357 .19 .20 .07 38.44 .11 .29 .09 .29 

JAWB 9 3212 .25 .27 .04 61.60 .21 .32 .15 .35 

GHQ-12 
상사에 

대한 신뢰 
2 1049 .31 .38 .00 1.59 .37 .37 .23 .38 

종합 

LMX 

4 1407 .41 .51 .17 8.99 .29 .72 .32 .49 

GHQ-12 2 632 .22 .29 .05 68.35 .22 .35 .11 .32 

JAWB 2 775 .57 .63 .03 58.54 .59 .67 .50 .63 

GHQ-12 권력 거리 2 1109 .06 .09 .17 9.97 -.12 .31 -.02 .15 

k=분석에 포함된 논문 수; N=분석에 포함된 누적 인원 수; �̅�𝑟=측정오류 수정 전 효과크기; ρ=측정오류 수정 후 

효과크기; SDρ=ρ의 표준편차; %VAR=효과크기의 변량백분률; CV=Credibility Interval of ρ; CI=Confidence 

Interval;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 WBS: Well-being Scale; PWB-Ryff=Ryff(1989)’s Psychological well-

being Scale; JAWB=Job-related Well-being Scale; LMX=Leader-Member Exchange 

 

갈등 관련 변수와의 메타분석결과를 <표 8>에 표시하였다. 다양한 심리적 

웰빙의 측정도구 들과 여러 차원의 갈등 들은 모두 유의한 음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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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갈등 관련 변수와 심리적 웰빙 간의 메타분석결과 

측정방법 

갈등 

관련 

변수 

k N �̅�𝑟 ρ SDρ %VAR 

80% CV 95% CI 

하한 상한 하한 상한 

종합 

일-가정 

갈등 

33 12551 -.32 -.37 .17 8.61 -.60 -.15 -.41 -.23 

GHQ-12 22 5683 -.36 -.40 .14 16.30 -.58 -.23 -.46 -.25 

환경에 

대한 

통제 

2 672 -.23 -.28 .00 76.61 -.27 -.27 -.33 -.13 

개인적 

성장 
2 672 -.04 -.05 .03 81.91 -.08 -.01 -.15 .06 

삶의 

목적 
2 672 -.10 -.11 .00 31.83 -.11 -.11 -.20 .01 

종합 

가정-일 

갈등 

26 11276 -.35 -.41 .18 7.02 -.64 -.18 -.43 -.26 

GHQ-12 15 4408 -.38 -.43 .16 11.61 -.63 -.23 -.47 -.28 

환경에 

대한 

통제 

2 672 -.25 -.31 .00 96.39 -.30 -.31 -.35 -.15 

개인적 

성장 
2 672 -.12 -.13 .11 24.12 -.28 .01 -.23 -.02 

삶의 

목적 
2 672 -.16 -.18 .00 32.50 -.18 -.18 -.26 -.05 

종합 일-가정 

균형 

4 3711 .40 .43 .10 8.60 .30 .55 .34 .45 

Oxford 2 458 .19 .22 .00 31.55 .21 .22 .07 .32 

GHQ-12 
업무 내 

갈등 
2 1680 -.28 -.32 .00 95.65 -.32 -.32 -.35 -.22 

종합 상사와의 

갈등 

3 585 -.27 -.36 .08 53.27 -.47 -.26 -.40 -.14 

JAWB 2 390 -.32 -.42 .07 57.88 -.51 -.32 -.44 -.19 

종합 

역할갈등 

6 1521 -.23 -.26 .10 32.30 -.39 -.13 -.34 -.11 

WBS-

Nielsen 
2 376 -.30 -.39 .00 84.78 -.39 -.39 -.43 -.17 

PWB-Ryff 2 482 -.26 -.31 .00 64.91 -.31 -.31 -.38 -.14 

k=분석에 포함된 논문 수; N=분석에 포함된 누적 인원 수; �̅�𝑟=측정오류 수정 전 효과크기; ρ=측정오류 수정 후 

효과크기; SDρ=ρ의 표준편차; %VAR=효과크기의 변량백분률; CV=Credibility Interval of ρ; CI=Confidence 

Interval;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 Oxford=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JAWB=Job-related Well-

being Scale; WBS: well-being Scale; PWB-Ryff=Ryff(1989)’s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일-가정 갈등(�̅�𝑟=-.32, ρ=-.37)과 가정-일 갈등(�̅�𝑟=-.35, ρ=-.41)의 경우 G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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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와 Ryff(1989)의 측정도구에서 음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는 일에서 

기인한 가정 내의 갈등과 가정에서 기인한 업무상황에서의 갈등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심리적 웰빙이 낮게 보고함을 의미한다. 이는 일-가정 균형이 

높은 직원들이 높은 심리적 웰빙을 보고하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𝑟=.40, 

ρ=.43). 업무 내 갈등( �̅�𝑟 =-.28, ρ=-.32)과 상사와의 갈등( �̅�𝑟 =-.27, ρ=-.32), 

역할갈등( �̅�𝑟 =-.23, ρ=-.26)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낮은 심리적 웰빙을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변수들과의 관계가 예상한 방향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문제대응방식이나 직무복잡성, 권력거리의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문제대응방식의 경우 감정기반대응(emotion-focused coping)과 

문제기반대응 (problem-focused coping)으로 나뉜다. 문제기반대응의 경우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coping resource)이 있는 경우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런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감정기반대응의 경우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고 감정적 지원을 찾는다는 점에서 자아실현적 

측면의 심리적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스트레스 대응에는 도움을 

준다. 그러다 보니 우월한 대응전략이 상황별로 다르다(Lazarus, 1999). 

증연구결과들이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아 메타분석도 유의하지 않았다. 

직무복잡성의 경우 직무요구-통제-지원이론에 의하면 직무부담을 가중시켜 

심리적 웰빙을 낮춘다. 그러나 목표설정이론과 학습이론에 의하면 달성 

가능한 목표가 주어지고 조직이 학습지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직무복잡성은 학습의 기회로 여겨지고 직무몰입을 증진시킬 수 있다(Joo & 

Lim, 2009). 분석에 포함된 실증논문들도 엇갈린 결과를 보고하여 



50 

 

메타분석결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권력거리의 경우 메타분석에 포함된 

실증논문이 2개뿐이고, 그중 하나는 폭력적 리더상황에서 분석된 것이다 

보니 일반적 리더상황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유의하지 않았다. 심리적 

웰빙의 원천에 대한 논쟁을 이론적 쟁점에서 논의하였다. 메타분석결과 

신경성(�̅�𝑟=-.51, ρ=-.57), 긍정심리자본(�̅�𝑟=.46, ρ=.53), 희망(�̅�𝑟=.42, ρ=.53)등의 

개인특질변수의 평균효과크기의 절대값이 직무요구( �̅�𝑟 =-.19, ρ=-.24), 

직무통제( �̅�𝑟 =.13, ρ=.15), 직무자율성( �̅�𝑟 =.20, ρ=.23)등 직무특성 변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심리적 웰빙을 결정하는데 개인 내부의 요인이 

외부의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두 

측면의 변수들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통합적인 고려의 필요성도 

마찬가지로 도출되었다. 

 

6. 출판편의 분석 

 출판편의(publication bias)는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이 전체 학계의 

연구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통계분석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관계들은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Higgins & Green, 2011). 분석에 포함된 

연구가 편향된 표본이라면 평균효과크기도 편향되고, 일반적으로 과대추정 

된다(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9). 분석논문 수가 많은 네 

관계의 출판편의를 분석해 보았다. 출판편의를 확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깔때기 도표(funnel plot)의 대칭성 확인이다(Sterne, Berker, & 

Egger, 2005). 출판편의가 없다면, 도표가 좌우대칭이고 하부로 갈수록 

넓어지고 상부로 갈수록 좁아져야 한다. <그림 2>에 깔때기 도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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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각 효과크기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내는 

표시선 대비 안쪽에 있고, 좌우대칭이다. GHQ-12와 사회적 지원의 경우에만 

다소 비대칭으로 나왔다. 

 

 

 

 둘째, Egger의 회귀분석(Egger, Smith, Schneider, & Minder, 1997)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Egger 방정식의 상수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잠재적 출판편의가 의심된다. 분석결과 GHQ-12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상수항은 1.43이고 p값이 .21, GHQ-12와 직무요구와의 관계에서 

<그림 2> 심리적 웰빙과 주요 변수와의 깔때기 도표(Funnel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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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항은 1.24이고 p값이 .43, GHQ-12와 사회적 지원과의 관계에서 

상수항은 1.55이고 p값이 .21, 그리고 Index of Psychological Well-

being(IPWB)과 직무성과와의 관계에서 상수항은 -1.11이고 p값은 .39로 

계산되었다. 모든 상수항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출판편의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7. 메타분석의 한계점 

본 연구에 포함된 메타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심리적 웰빙의 많은 정의와 용어, 측정도구가 포함되어 연구가 되었음에도 

빠진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Maslach & Jackson(1981)의 Maslach 

Burnout Inventory와 탈진개념을 이용해 심리적 웰빙을 측정한 경우가 

빠져있다. 또한 Watson, Clark, & Tellegen(1988)의 PANAS를 이용해 심리적 

웰빙을 측정한 경우도 빠져있다. 이들 개념은 선행변수로 볼 수도 있고, 

기존에 분석된 리뷰와 메타분석연구들이 있어서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만약 이 개념들을 이용한 실증분석이 포함되었다면 평균효과크기가 

변화하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된 실증논문들은 개인수준의 변수를 이용하거나 

집단수준이나 리더십 변수를 다루더라도 개인수준에서 인지된 값을 

이용하였다. 심리적 웰빙은 주관적 경험으로써 타인이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다른 변수들은 타인이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고, 특히 

직무상황이나 갈등관련 변수들은 측정 원천을 다르게 해야 동일방법편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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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과대추정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분석에 포함된 실증연구의 

한계점이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극복될 수 없었다.  

 셋째, 비록 출판편의분석 결과 출판편의가 크지 않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 중 미출간 논문의 수가 적은 것은 

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학위논문, 학회 발표 논문 

그리고 작업 중 논문의 결과를 더 포함시킬 수 있었다면 더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메타분석은 한 개의 변수쌍에 대한 통상적 메타분석과는 

다르게 다수의 심리적 웰빙 측정도구들과 다수의 조직행위론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총 101개의 논문에서 732개의 변수쌍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하나의 논문에서 복수의 상관관계가 동일한 메타분석에 포함될 

경우 표본의 독립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메타분석에서 독립성이 위배되면 

표집오차(sampling error)가 과소추정 된다. 본 논문의 경우 각각의 변수쌍에 

대해 개별적으로 메타분석되었기 때문에, 메타분석당 각 논문에서 하나의 

변수쌍 만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메타분석결과들은 독립성을 위배하지 

않았다. 그러나 Fritz & Sonnentag(2006)이나 Rydstedt et al.(2006)등의 일부 

논문들은 복수의 심리적 웰빙과 다수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사용하였고, 

이 경우 독립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비록 분석에 이용한 Hunter & 

Schmidt(2004, 2014)의 무선효과모형은 모집단 효과크기의 동질성을 

가정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 문제의 영향력이 적은편이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 중 하나이다.  

 다섯째, 메타분석에서 아직 충분하게 검증되지 못한 변수들도 있다.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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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뢰(Ashleigh et al., 2012)나 학습목표지향성(learning goal orientation, 

Joo et al., 2016), 자애적 리더십(Erkutlu & Chafra, 2014), 임파워링 

리더십(Joo et al., 2016)등의 변수들은 각각 하나의 연구결과만 있어 

독립적으로 메타분석될 수 없었다. 해당 변수들에 대한 추가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윤리적 상황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윤리적 

리더십(Kalshoven & Boon, 2012)이나 윤리적 분위기(한주희·고민정, 2015)도 

역시 하나의 연구결과만이 존재해 종합적인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직행위론의 주요한 변수들인 만큼,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추가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메타분석의 80% 신뢰구간(credibility interval)의 

상하한 구간이 넓을수록 조절변수의 존재 가능성이 크다(Whiterner, 1990). 

심리적 웰빙과 진정성, 자기효능감, 감정전달 및 통제 노력, 일-가정 

갈등과의 관계에서 상하한 구간이 넓었다. 향후에는 이들 변수와의 관계가 

다양한 조절변수와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메타분석결과 감정노동 

관련 변수에 있어서는 서로 모순된 결과가 나왔다. 고객접촉수준과 

감정통제노력, 감정전달노력, 감정조정과 감정과장의 경우에는 심리적 

웰빙과 정적 평균효과크기를 보였고, 감정부조화의 경우에는 부적 

평균교과크기를 보였다. 이것은 안면피드백가설과 Hochschild(1979)의 이론에 

각각 기반해서 설명이 되는데, 추후 연구를 통해 관계의 방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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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2: 자기규제를 중심으로 본 정서적 

웰빙과 자아실현적 웰빙의 차별적 추구 

 

제 1 절 기존 심리적 웰빙 문헌의 결론과 한계 

1. 기존 연구의 결론 및 공헌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기인한 행복에 대한 연구는 Aristippus와 Epicurus를 

비롯한 쾌락주의의 전통과 Aristotle을 비롯한 자아실현적 전통을 따라 

발전해 왔다. 전자가 좀 더 감성적이고 즉시적이라면 후자는 

목표지향적이고 장기적이다. 쾌락주의는 Erasmus나 Thomas Moore등의 

르네상스 철학자들의 논의를 거쳐 공리주의로 발전하였고, 자아실현적 

전통은 Mill을 거쳐 Rogers나 Maslow와 같은 인본주의 심리학으로 

발전하였다. 행복에 대한 이 두 전통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행복을 

정의하려 했고, 서로 다른 방법에서 행복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Seligman(2002)이 긍정심리학을 제창한 것은 기존 심리학의 연구가 주로 

좌절, 우울, 불안, 알코올 중독 등의 부정적 요인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천착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성과가 사회와 심리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심리학의 연구분야를 긍정정서, 

긍정특성, 긍정제도로 확장하였다. 그와 Csikszentmihalyi(200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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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flow)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어떤 행동에 몰입하면 사회적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정서를 의식하지 않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자본이 축적된다. 그들은 명확한 목표, 즉각적인 피드백, 능력과 과제의 

균형이 몰입을 이끈다고 보았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행복연구의 오랜 전통에 비해 조직행위론에서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조직행위론의 

초기 단계인 1930년대 Mayo의 호손연구에서부터 구성원의 긍정적인 

심리상태와 성과와의 관계는 알려졌고, 점차 긍정정서와 같은 개념들이 

포함되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긍정조직행위론을 명명한 

Luthans(2002)가 평가한 대로, 그 동안의 연구들은 구성원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거나, 그들의 생산성을 고취하기 위한 방법에 집중되었다.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정서적인 측면에서 Diener & Larsen(1993)은 

긍정정서의 잦은 경험과 부정정서의 적은 경험으로 심리적 웰빙을 

정의하였고, 이 경우 정서적 웰빙으로 지칭되었다. 자아실현적 측면에서는 

Ryff(1995)의 다차원 정의가 많이 활용되었다. 자아실현적 웰빙을 용어로 

사용하거나 심리적 웰빙 자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측정방법은 Goldberg(1972)의 측정방법을 12개 문항으로 단순화 하여 만든 

GHQ-12가 가장 널리 쓰였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101개의 논문 중 37개의 

논문이 GHQ-12를 이용하여 심리적 웰빙을 측정하였다. 정서적 측면에서는 

Warr(1990, 1992)의 측정방법이 11개의 논문에서, 자아실현적 측면에서는 

Ryff(1989)의 측정방법이 총 25개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다. 특히 국내 

연구들은 Ryff(1989)의 측정도구를 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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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연구에 대한 메타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개인특질변수 중 가장 자주 

연구되는 변수는 자기효능감이다. 총 732개의 변수쌍 중 57개가 

자기효능감과의 유의한 양의 평균효과크기를 보고하였다. 

개인태도변수에서는 직무만족이 97개가 포함되어 분석되었고 유의한 양의 

평균효과크기를 보였다. 직무환경 관련해서 사회적 지지가 44개, 업무성과가 

56개 분석되어 마찬가지로 정적 관계가 도출되었다. 리더십행동은 19개가 

분석되어 유의한 양의 평균효과크기를 보였고, 일-가정 갈등이 33개의 

변수쌍이 연구되어 유의한 음의 평균효과크기를 가졌다. 즉,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가정과의 관계가 원만하며, 자신의 직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리더와 동료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아 만족도가 높은 조직구성원일수록 

심리적 웰빙이 높고 조직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정성적 문헌정리와 정량적 메타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심리적 웰빙의 

실증연구들은 조직행위론의 다양한 이론을 활용하여 많은 선행, 결과변수와 

함께 연구되었다. 그러나 아직 연구가 미흡한 부분과 극복해야 할 한계도 

있다. 먼저 조직행위론 전체의 수준에서 심리적 웰빙은 다음의 세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용어와 정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아 

연구간 비교와 종합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심리적 웰빙 연구가 일관된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진행된 주된 이유이다. 향후에 심리적 

웰빙의 연구분야는 정서적 측면과 자아실현적 측면의 두 측면에서 정의와 

용어, 측정도구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 통일된 조작적 정의를 가지고 일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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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측정되어야 다양하게 활용되어 학문적 영역을 넓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용되는 이론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 다수의 심리적 웰빙 연구가 

직무요구-통제-지원이론에 기반을 두어 진행되었다. 본 논문의 

메타분석에도 101개의 논문 중 25개의 논문이 해당 이론을 사용하였다. 

직무환경은 요구, 통제, 지원의 3개 차원보다 세부적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Morgeson & Humphrey, 2006; Warr, 2007), 차원을 세분화하면 적용될 

수 있는 이론도 다양해질 것이다. 이는 직무환경뿐만 아니라 리더십이나 

개인태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직무만족, 이직의도, 직무몰입 등의 

연구변수뿐만 아니라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나 LMX차별성 등의 

논쟁적인 변수와도 같이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수준, 종단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셋째, 현재 심리적 웰빙은 주로 종속변수로 활용되며, 제한적으로 

독립변수로 활용된다. 공정성이나 변혁적 리더십, 핵심자기평가(core self-

evaluation) 등의 변수가 많은 연구들에서 중심변수들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조절변수로 활용되어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리적 웰빙도 조절변수나 매개변수로의 활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개별 논문 수준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단발성이고 횡단적이다. 실증연구가 단발성, 횡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해당 연구결과에 대한 외적 타당도가 떨어지게 된다. 심리적 

웰빙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이고 순환적인 연구가 

필수적임에도 소수의 연구(예: Kinnunen et al., 2004; Lyubomirsky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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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만이 성공적이었다.  

 둘째, 단일수준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심리적 웰빙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평가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타인이나 집단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Christakis & Fowler, 2009).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선행변수로 

연구되는 경우나 직무요구-통제-지원이론에 따라 연구된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면(예: Huang et al., 2015; Morrision et al., 2003), 심리적 웰빙의 

연구는 주로 개인수준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다 보니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차단이 어려웠고, 다양한 조직과 팀수준의 연구변수들이 

다뤄지지 않았다. 

 

3. 이론간 쟁점과 통합가능성 

 심리적 웰빙을 정의하는 방식과 학제간 전통에 따라 상충되는 이론들이 

있다. 대표적인 쟁점을 살펴보고 통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겠다. 첫째, 

정서적 측면에서의 심리적 웰빙이 특질(trait)인지 상태(state)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먼저 특질로 보는 관점에서 심리적 웰빙은 일정 기준점을 

지킨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원래 기준점을 회복한다. Brickman & 

Campbell(1971)의 쾌락적 쳇바퀴이론(hedonic treadmill theory)과 Headey & 

Wearing(1989)의 동적평형이론(dynamic equilibrium theory), Lykken & 

Tellegen(1996)의 쾌락적 적응이론(hedonic adaptation theory)이 대표적인 

이론들이다. 특질로 심리적 웰빙을 정의하는 경우의 실증논문들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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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회귀(autoregressive)한 경향을 보고한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도가 통제집단에 비해 높지 않다거나(Brickman, Coates, & Janoff-

Bulman, 1978),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 일부를 절단한 환자들의 심리적 

웰빙이 통제집단에 비해 낮지 않다는 연구결과(Tyc, 1992)가 대표적인 

실증논문들이다. 이 논의가 사실이라면 심리적 웰빙의 선행변수는 단지 

단기간의 감정과 기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조직행위론의 많은 연구들은 정서적 측면에서의 심리적 웰빙을 상태로 

정의한다. 즉, 기준점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적절한 선행변수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논의한 Fredrickson(2001)의 구축 및 

확장이론과 Lyubomirsky, Dickerhoof, Boehm, & Sheldon(2011)의 쾌락적 

적응방지이론(hedonic adaptation prevention model)과 Gilbert & 

Wilson(2007)의 정서추론(affective forecasting)이론 등이 대표적인 이론이다. 

다양한 선행변수에 의해 심리적 웰빙의 정서적 측면이 향상될 수도, 침체될 

수도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조직행위론의 대부분의 

실증논문들은 이 관점을 따르고 있다. 

 둘째, 심리적 웰빙의 원천에 대한 논쟁이 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의 관점에서 심리적 웰빙은 개인의 

내부에서 발현된다. 외부의 영향력은 개인에 의해 해석되거나 축적되어 

심리적 웰빙을 결정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직무환경에서 개인별로 심리적 웰빙이 다르게 된다. 정서적 사건 

반응이론이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이론들이 이 관점에 속한다. 반면, 

방법론적 전체주의(methodological holism)의 관점에서 개인의 심리적 웰빙은 

개인이 속한 사회적 구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외부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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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점에서 개인은 동등하며 차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자살에 대한 

Durkheim(1966)의 초기 연구에서부터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에 대한 

Christakis & Fowler(2009)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심리적 웰빙을 그 

사람이 속한 사회구조의 종속변수로 파악하는 관점이 꾸준히 연구되었다.  

 이런 이론적 쟁점은 통합의 가능성을 가진다. 심리적 웰빙의 일부는 

특질로, 일부는 상태로 파악할 수 있다. 특질적 측면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직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선행변수에 의해 상태적 

측면의 심리적 웰빙이 변화하며, 이를 통해 전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상태적 측면의 심리적 웰빙의 일부는 개인 외부의 요인에 의해, 일부는 

내부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긍정심리자본이 많은 구성원은 

높은 심리적 웰빙을 가지고 호의적인 직무환경에서 심리적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웰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특질적, 상태적 고려는 

필수적이며 변화를 일으키는 선행변수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4. 본 논문의 연구과제 

앞선 논의를 종합해보면 심리적 웰빙의 연구모형은 첫째, 심리적 웰빙을 

높이는 과정과 낮추는 과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광범위하게 

진행된 기존의 스트레스 연구와는 차별화되는 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조직상황에서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을 찾아야 한다. 넷째, 기존 문헌에서 다루지 않았던 지점뿐만 아니라 

서로 상충되는 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심리적 웰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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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도출된 한계점과 새로운 연구모형의 조건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심리적 웰빙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웰빙의 정서적 측면과 자아실현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기존의 연구는 스트레스 등 부정적 요인에 의한 심리적 

웰빙의 침해과정만을 다루거나, 리더십 등 긍정적 요인에 의한 심리적 

웰빙의 증진과정만을 다루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본 연구에서는 양 측면의 

증진과 침해과정을 모두 다룰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목표설정이론에 따른 동기부여가 심리적 웰빙, 특히 

정서적 웰빙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지적 자원의 손실을 중심으로 확인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리더의 역할을 확인하고, 조직구성원들의 행복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 받으며, 때로는 두 측면의 동시 증진이 어려울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셋째, 심리적 웰빙을 연구모형상의 매개변수 위치에서 연구함으로써 

종속변수로 주로 연구되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한다. 심리적 

웰빙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에서 가지는 정서적, 자아실현적 행복을 나타낸다. 

행복은 어떤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이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행동과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심리적 웰빙을 

매개변수의 위치에서 연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넷째, 기존의 단일수준 연구에서 벗어나 본 연구는 리더근접관리 변수를 

이용해 다수준 연구를 진행한다. 조직이나 리더가 구성원의 태도나 행동,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구 1에서 진행한 메타분석의 결과로 

잘 드러난다. 따라서 연구 2에서 진행하는 실증연구도 상위수준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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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어야 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변수를 리더와 부하직원으로 

측정원천을 구분하고, 측정시점을 분리하여 종단적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설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의 연구모형을 통해 조직행위론의 기존 심리적 웰빙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지점을 보강하고, 인지적 자원의 손실을 중심으로 기준 

연구간의 상충된 지점을 정리하고 확인하고자 한다.  

 

제 2 절 정서적 웰빙과 자아실현적 웰빙의 구분 

1. 정서적 웰빙과 자아실현적 웰빙의 의미공간 

앞선 논의에서 선행 연구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종합하여 심리적 웰빙은 

정서적 측면과 정신건강의 측면, 자아실현적 측면의 세가지 측면으로 

정의되고 측정되고 연구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 중 정신건강의 측면은 주로 

스트레스, 직무탈진(burnout), 감정노동과 같은 형태로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심리적 웰빙은 증진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회복의 대상이며,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자극에서 정신의 정상상태를 

지키는 것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연구 1에서 진행한 메타분석결과 

직무요구가 증가할 수록 정신적 건강이 낮았고( �̅�𝑟 =-.24, ρ=-.28), 리더의 

폭력적 관리와도 부적 관계를 가졌다(�̅�𝑟=-.26, ρ=-.32). 본 연구는 기존의 

스트레스와 직무탈진, 감정노동에서 다루지 못한 심리적 웰빙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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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다루며 따라서 심리적 웰빙의 세 측면 중 정서적 측면과 자아실현적 

측면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과정과 침해당하는 

과정을 다룰 것이다. 

첫째, 심리적 웰빙 중 감정적인 측면은 정서적 웰빙의 용어로 지칭된다. 

이 측면은 직무 상황에서 느끼는 즐거움(Daniels & Guppy, 1994)이나 

정서적인 기질(affective disposition, Wright & Staw, 1999)을 중심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 정서적 웰빙의 정의는 <표 1>에서 정리한 대로 

조직행위론 내에서도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Diener(2000)이나 Ryan & Deci(2000)등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적 경험의 정도로 정서적 웰빙을 정의하였다. 또한 Argyle(1987) 

이래로 많은 학자들(e.g. Diener & Larsen, 1993; Waterman, 2008)은 

정서(affect) 개념을 이용하여 긍정정서가 많고 부정정서가 적은 상태를 

정서적 웰빙이 높은 상태로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Warr(1990)의 정의를 받아들여 업무상황에서 

받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조합으로 정서적 웰빙을 정의한다. 주요 

실증논문들을 보면, 정서적 웰빙이 높을수록 높은 직무성과를 

보고하며(Wright & Staw, 1999), 직무갈등이 정서적 웰빙을 침해하기도 

한다(Lubbers, 2003). 문제대응방식이나 통제위치, 열정 등에 의해 정서적 

웰빙이 결정된다고 보기도 하였다(예: Daniels & Guppy, 1994; Reis & Hoppe, 

2015). 

둘째, 자아실현적 웰빙의 경우,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 

Ashfold & Mael, 1989)에 따르면 사람은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일치시킨다. 이 일치정도가 클수록 사회적 자아의 인정욕구가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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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으로서 조직에서 인정받고 승진 등을 통해 보상을 받으면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직무 만족의 중요한 

선행요인이다(Brunetto & Farr-Wharton, 2002). 조직 내에서 성장하고 그것을 

인지하는 구성원들은 그렇지 못한 구성원들에 비해 행복을 느끼게 된다. 

자아실현적 웰빙은 인지적 평가이다. 심리적으로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을 

심리적 웰빙으로 정의한 연구(Diener et al., 1985)나 삶의 기회와 도전에 

대한 참여와 몰입으로 정의한 연구(Keyes et al., 2002)들이 자아실현적 

측면에서 심리적 웰빙을 정의한 것이다. 이런 정의들은 업무상황이나 

사회활동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이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고 조직구성원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조직행위론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Ryff(1995)의 정의를 채택한다. 그는 개인의 잠재력의 실현과 완성으로 

심리적 웰빙을 정의하였다. 주요 실증논문들을 보면, 희망, 낙관성,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등의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구성원 수록 자아실현적 

행복이 높고(Pierce et al., 2016), 변혁적 리더십이 부하직원의 자아실현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Arnold et al., 2007). 또한 자아실현적 웰빙이 

높은 구성원이 직무몰입이 높고(Garg & Rastogi, 2009), 직무만족이 높고 

조직시민행동에 활발히 참여한다(Bygrave, 2011). 

 

2. 정서적 웰빙과 자아실현적 웰빙의 차이 

 연구 1에서 정리한 대로, 조직행위론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심리적 

웰빙의 연구는 정서적인 측면과 자아실현적 측면을 독립적으로 연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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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연구에 두 개 이상의 측면을 비교하거나 서로 다른 변화과정을 

연구한 경우가 없었다. 또한 정서적 웰빙과 자아실현적 웰빙을 놓고 서로 

다른 방향의 인과관계를 가설화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두 

개념은 서로 차지하고 있는 정의와 의미공간이 다르며, 측정하고 있는 

심리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증진과 침해로 이르는 과정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웰빙의 경우 자아실현적 웰빙에 비해 단기적이고 

감정적이다. 자아실현적 웰빙은 더 장기적이고 인지적이고 평가적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정서적 웰빙과 자아실현적 웰빙은 비례할 것이다. 

정서적 웰빙이 높으면 자아실현적 웰빙도 높고 더 큰 범위의 행복이 크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특정 상황이나 과정에 따라서는 두 개념은 

반비례하거나 어느 한쪽의 추구가 다른 한쪽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자원보존이론이나 구축 및 확장이론으로 보면 그렇다. 조직 내에서 

자아실현적 웰빙이 높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기회나 위기, 목표에 잘 

대응하고 성과를 내어 성장해야 한다.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에 

의하면 목표가 달성가능한 수준에서 높을수록 목표달성에 동기부여 되고 큰 

성장과 큰 자아실현적 웰빙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곧 인지적 자원의 많은 

소모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원보존이론에 의하면 인지적 자원의 소모는 

개인에게 위협이며 자원을 소모하다 보면 자아에 위협을 느끼고 결국 

정서적 웰빙이 침해되게 된다. 이 침해과정은 많은 스트레스 연구들과 

직무요구-통제-지원이론에 기반한 실증연구에서 입증되었다. 조직 상황에서 

주어지는 많은 어려운 목표를 달성해야 자아실현적 웰빙이 증대되는데, 

이를 위해 인지적 자원을 크게 소모하면 정서적 웰빙이 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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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서적 웰빙과 자아실현적 웰빙의 관계 

 

 

<그림 3>에 표시한대로 기존의 심리적 웰빙은 두 개념을 정비례로만 

보았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다시 말해 정서적 

웰빙과 자아실현적 웰빙은 서로 정의와 차지하고 있는 의미공간과 

측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거나 차별적 증진의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지점을 연구해보겠다. 

 

제 3 절 이론 및 주요 문헌 연구 

1. 자기규제이론(Self-Regulation Theor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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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 

자기규제(self-regulation)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신의 인지, 행동, 정서를 

활성화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Zimmerman, 1989, 1995). 자기규제에 

관한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of self-regulation, Kanfer & 

Ackerman, 1989)에 의하면 자기규제는 자기관찰(self-observation)과 

자기판단(self-judgment), 자기반응(self-reaction)의 세 과정으로 구성된다. 

먼저 자기관찰과정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양적, 질적 판단이다. 이를 

기억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자기규제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현재 상태와 

목표와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둘째, 자기판단과정에서는 성공의 기준을 

세우고 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 과정에서 자기규제를 위해 

필요한 동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셋째, 자기반응과정에서는 목표달성시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 평가하고 목표달성까지의 남은 거리를 인지한다. 이 

과정을 통해 동기를 유지시킬 수 있다.  

 자기규제는 조직구성원이 처한 상황이나 개인적 요인들과 그들의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Kuhl, 1985; Pintrich, 2000). 특히 자기규제는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의 핵심 중 하나이다. 목표는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추구하고 헌신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따라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와의 차이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노력을 늘리거나 

줄이게 된다(Carver, & Scheier, 1982). 목표설정에 실패할 경우 자기규제를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게 되고, 노력을 줄이게 되어 결국 자기규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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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게 된다(Mann, De Ridder, & Fujita, 2013). 이 경우 목표 달성에 

실패하게 되고 조직에서 성장을 하거나 성과를 내기 어려워진다. 

목표설정이론에 의하면,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가 제시되었을 때,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낸다. 목표를 받아들인 구성원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경주하게 된다(Locke, Shaw, Saari & 

Latham, 1981). 

자기규제의 핵심 이론 중 하나는 조절초점이론(regulatory focus theory, 

Higgins, 1997)이다. 조절초점(regulatory focus)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열망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어떻게 스스로의 행동을 규제하는지를 개념화 

한 것이다.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 성장초점(promotion 

focus)을 취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결과물을 피하기 위해 

방지초점(prevention focus)를 취하기도 한다. 성장초점을 취하는 사람은 

목표의 달성을 추구하고 보상을 얻는데 관심이 크다. 그러므로 조직에서의 

그들의 우선순위는 성과의 향상이고 이를 통한 승진이나 금전적 보상의 

획득이다. 한편 방지초점을 취하는 사람은 현재의 위치를 지키는 것에 주로 

관심을 가진다. 손실을 보는 것을 피하고자 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을 

싫어한다. 이 두 초점은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의 인과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예: Andrew, Kacmar, & Valle, 2016; Shin, Kim, Choi, Kim, 

& Oh, 2017). 이 두 전략 모두 직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 

과정을 다루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Higgins, Friedman, Harlow, Idson, Ayduk, 

& Taylor, 2001). 이런 경향은 초기에는 개인의 특질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심리적 웰빙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태적인 측면 또한 연구되고 있다(Wallace, 

Johnson, & Frazier, 2009). 이 두 초점은 자원소모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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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향을 예측한다. Wallace & Chen(2006)은 이 두 전략이 기본적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직이나 직무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자기규제를 위해 어떤 조절초점을 사용할지, 얼마나 

사용할지가 결정된다(Brockner & Higgins, 2001). 성장초점의 경우 자신의 

자원을 성과나 성장,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방지초점의 경우 

자원을 보존하고 현재의 상태를 보호하고자 한다.  

 

2. 자원보존이론과 구축 및 확장이론, 정서적 

사건반응이론 

조직구성원들은 조직에서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구성원들은 그 

요구에 대응하여 목표를 성취할 동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장이나 기계, 설비 등 물리적인 자원 혹은 경제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경험, 지식과 능력 등의 인적자원도 

핵심적이다. 이런 인적자원 간의 연결로 구성되는 사회적 자원은 

구성원들이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과 지식, 문제해결방식 등을 조달하는 

주요 원천이 된다.  

조직의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한 많은 방법이 있다. 기술적 장벽이나 

특허보호환경, 정부의 규제 등은 조직 외부에서 조직의 경쟁력을 보호해 

준다. 조직 내부에서는 전통적으로 공장이나 설비 등의 시설자본과 

금융자본을 포함한 경제적 자본이 주요한 선행 요인으로 연구되었다. 

경제적 자본이 풍부하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소모되는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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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고 생산과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20세기 들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에서 기술, 경험, 지식 등의 인적자원이 점차 

중요해졌다. 인적자원이 풍부한 조직은 조직의 전략과 인적자원을 

일치시키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조직의 경쟁력을 유지시키거나 

제고시킬 수 있다. Harter & Schmidt, Hayes(2002)의 메타분석은 

조직수준에서 인적자원과 성과와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고한다. 마찬가지로 

Oxman(2002)는 기업의 장부상 가치보다 인적자원이 성과를 더 잘 

예측했음을 보고하였다. 인적자원은 서로 연결되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 

사회적 자본은 문제 발생시 조직 내부에서 누가 문제 해결의 적임자인지 

알려주고, 조직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나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최근의 경영환경은 조직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감정노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있어 긍정심리자본과 

같은 새로운 인지적 자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Luthans, 2002). 이런 

자원들은 심리적 웰빙과 정적으로 연구된다. 먼저 인적자원에 있어서 

고성과작업시스템을 가진 조직은 구성원의 교육훈련에 활발하게 

투자함으로써 인적자원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심리적 웰빙을 

상승시킨다(Huselid, 1995; Pfeffer, 1998). 

인적자원관리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구성원일수록 심리적 웰빙이 

높았다(Peccei, 2004). 그리고 사회적 자본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웰빙의 대표적인 선행변수이다(예: Makowska, 1995, Noblet, Rodwell, & 

McWilliams, 2006). 또한 리더는 직무정보와 문제해결방식의 원천이 된다. 

자애적 리더십(Erkutlu & Chafra, 2014)이나 임파워링 리더십(Joo, Park, & 

Lim, 2016), 변혁적 리더십(Kelloway et al., 2013)이 높은 리더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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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은 높은 심리적 웰빙을 보고한다.  

 

<그림 4> 조직 내 주요 자원의 시대적 확장 

 

Source. Luthans, Luthans, & Luthans, 2004, p. 46 

 

이런 연구들은 주로 Hobfoll(1989)의 자원보존이론에 기반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혹은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을 획득, 유지,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원의 손실이 있다면 행복이 

저해된다고 여겼다. 직무 상황에서 닥치는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대응할 

충분한 자원이 있거나 획득이 가능하다면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유지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자원 손실이 있다면 조직구성원들은 위협을 느끼고 

심리적 웰빙을 침해 당하게 된다. Fredrickson의 구축 및 확장이론(2001)에 

의하면 자원을 획득, 구축하고 보존하여 확장하기 위한 경향은 정서적 웰빙 

쪽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정서적 웰빙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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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보존한다. 이렇게 

확장된 자원들은 외부의 어려움이나 목표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성공적으로 대처할 경우 다시 정서적 웰빙이 증진된다. 그녀는 이런 순환적 

현상을 나선형 성장효과(upward spiral effect)로 지칭하였다. 그러나 자원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는 이 나선은 반대방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즉, 자원의 

상실이 정서적 웰빙의 침해로 이어지고, 이 침해가 자원구축 및 확장을 

방해하여 다시 정서적 웰빙의 침해를 일으킨다. 다시 말해 나선형 

쇠퇴효과(downward spiral effect)가 발생한다. 정서적 사건반응이론(Weiss & 

Cropanzano, 1996)은 더 직접적으로 정서적 웰빙의 저하를 다룬다. 

직무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적 판단이 발생하면 정서적 웰빙이 

즉각적으로 악화된다. 즉, 자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적 웰빙 변화가 일어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직무상황에서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의 자원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나 불확실한 목표는 자원의 손실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정서적 웰빙은 악화될 것이다.  

 

제 4 절 연구모형 및 가설 

버틀런드 러셀은 그의 글 게으름에 대한 찬양(In praise of idleness and other 

essays, Russell, 1960) 에서 능률과 성장, 생산 지향적인 현대사회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과거에는 속 편하게 노는 것에 대한 수용력이 있었다. 그러나 능률숭배로 인해 

그러한 부분은 사라져 버렸다. 현대의 인간은 모든 일이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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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일하는 법이 없다. (중략) 이익을 

가져오는 것만이 바람직한 행위라는 관념이 모든 것을 뒤바꿔 버렸다. 당신에게 

고기를 제공해주는 정육점이나 빵을 제공하는 빵집 주인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제공해 준 음식을 즐길 때의 당신은, 

일하는데 필요한 힘을 내기 위해 먹지않는 한 불성실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버는 것은 선이고 돈을 쓰는 것은 악이란 얘기다. (중략) 

현대의 생산방식은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쪽 사람들에겐 과로를, 다른 편 사람들에겐 굶주림을 주는 방식을 

선택해 왔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기계가 없던 예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정력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어리석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음을 영원히 

이어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    

또한 좀 더 급진적으로 폴 라파르그는 그의 글 게으를 권리(The right to be 

lazy, Lafargue, 1883) 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자본주의 문명이 지배하는 국가의 노동자들은 기묘한 환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것은 

여러 세기에 걸쳐 불쌍한 인류를 괴롭혀온 개인적, 사회적 재앙을 줄줄이 몰고 

다니는 환각이다. 그것은 일에 대한 애착 또는 노동에 대한 처절한 열정인데 각 

개인과 그 후손의 생명력을 고갈시킬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성직자와 경제학자와 

도덕가들은 이러한 정신적 이상상태에 반대하기는커녕 노동에 거룩한 후광을 씌웠다. 

어리석고 눈먼 인류는 신보다 더 현명해지고자 했다. 나약하고 하찮은 인류가 신이 

저주한 것을 자기들이 다시 살려냈다고 감히 생각했다. 나는 기독교인도 경제학자도 

도덕가도 아니지만, 자본가들의 심판에 호소하기보다는 그들이 믿는 신의 심판에 

호소하려고 한다. 아울러 종교와 경제와 자유사상에 대해 자본가들이 늘어놓는 

윤리에 주목하기 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초래하는 끔찍한 결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은 모든 지적인 퇴화에 원인이 되고, 모든 유기체를 기형으로 

만든다. 로스차일드의 마구간에서 사람의 시중을 받는 순종 경주마와 노르망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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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농장에서 땅을 일구고 짐수레로 퇴비와 곡식을 나르는 소를 비교해보라. 

장사꾼 같은 선교사들과 선교사 같은 장사꾼들이 기독교와 매독과 ‘노동의 교리’로 

타락시키지 못한 고귀한 미개인들을 보라. 그리고 기계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가련한 노동자들을 보라  

이상의 두 철학자는 근본적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즉, 자신이 가진 

자원을 소모하는것이 근면함, 성실함으로 불리며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악덕으로 여겨지는 게으름이 행복이나 

궁극적 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어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높은 성적을 얻는가? 왜 어떤 운동선수들은 다른 선수들 보다 좋은 기록을 

얻는가? 왜 어떤 조직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들보다 빨리 승진하는가? 

그들은 그 과정에서 행복할 것 인가? 본 연구는 목표와 직무에 쏟는 노력을 

기준으로 이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정서적 웰빙과 자아실현의 웰빙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그림 5> 이론의 통합 

 

<그림 5>에 기존 이론을 통합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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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 하였다. 직무 상황에서 목표를 인식하고 이 목표를 내재화 함으로써 

자신의 노력과 자원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와, 그렇지 못하고 목표를 

피상화하고 자신의 노력과 자원을 보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심리적 웰빙의 

양 측면인 자아실현적 웰빙와 정서적 웰빙이 차별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밝힌다. 이에 따라 연구모형을 도식화 하여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6> 연구모형 

 

 

1. 목표와 자기규제와 심리적 웰빙 

어려운 목표가 주어질 때 조직구성원들은 이 목표를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현 가능하다고 느껴지거나 달성할 자원이 있을 경우에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목표는 성장초점 자기규제에 

다음의 네 가지 과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첫째, 목표는 성장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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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향을 명확하게 한다. Rothkopf & Billington(1979)의 

학생 연구에서 목표지향적 학습을 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성적 증가폭이 높았다. 조직에서도 목표달성 여부는 구성원의 평가의 

핵심이다. 둘째, 높게 설정된 목표는 더 큰 노력을 유발시킨다. 낮게 

설정되어 쉽게 달성되는 목표보다 현실적으로 높게 설정된 목표는 달성 

욕구를 자극시키고 목표와 현실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유발한다. 

셋째, 목표는 지속성에 영향을 준다. 목표는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보상을 

기대하게 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동기가 부여되고 행동의 지속성이 

강화된다(LaPorte & Nath, 1976). 넷째, 목표는 달성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회, 능력을 발전시킨다. 구성원들이 목표와 현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게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창의성이 발휘된다. 관련하여, 80년대 초기부터 목표의 어려움과 

자기규제와의 관계가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Garland(1985)와 Locke, 

Frederick, Lee & Bobko(1984)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려운 

목표를 지정한 학생들일수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목표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Latham & Locke(1991)은 어려운 

목표는 높은 성과로 이어지는데, 자기규제가 이를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Andrew et al.(2016)의 연구는 성장초점 자기규제와 직무참여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목표의 어려움이 

클수록 성장초점 자기규제를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가설 1. 목표의 어려움은 성장초점 자기규제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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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목표가 주어질 때의 성장초점 자기규제는 목표를 받아들이고, 

목표와 현재와의 차이를 인식하며,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그 방법에 최선을 다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 구성원들은 조직의 목표에 몰입하여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즉 자신의 

경제적, 인지적, 사회적 자원을 목표달성을 위해 소비하게 된다. Porath & 

Bateman(2006)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학습목표지향성(learning goal 

orientation)과 성과증명목표지향성(performance-prove goal orientation)과 

성과와의 관계를 피드백 요구(feedback seeking), 감정조절(emotional 

control)과 같은 자기규제가 매개한다. 즉 성과를 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거나, 목표달성과정에서 새로운 능력을 학습하고 싶은 경향을 

가진 조직구성원들은 성장초점 자기규제를 더 많이 하고 그 결과 높은 

성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만약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혹은 

목표달성과정에서 인정받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면 

자신이 성장한다고 느낄 것이고 자아실현적 웰빙이 증가할 것이다. 

관련하여, 학습목표지향성과 성과목표지향성은 성장초점 자기규제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보고된다(Wallace et al., 2009). 또한 이들과 직무성과(Wallace et 

al., 2009), 조직시민행동(Shin et al., 2017)과의 정적인 관계도 보고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장초점 자기규제를 많이 하는 조직구성원일수록 

자아실현적 웰빙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설 2. 성장초점 자기규제는 자아실현적 웰빙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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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성장초점 자기규제는 목표의 어려움과 자아실현적 웰빙의 관계를 

매개한다. 

 

 어려운 목표가 주어지면 가장 먼저 목표를 내재화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나 목표달성 후의 보상이 구성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을 고통스럽게 

느끼기도 한다.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효과적인 자원배분이 

아닐 수 있다. 명확하지 않은 목표를 설정하거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목표를 설정할 경우에 목표달성에 소모되는 노력과 자원은 가치를 

찾지 못한다(Mann et al., 2013). 자원보존이론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장초점 자기규제로 인한 지속적인 인지적 자원의 손실은 정서적인 행복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Csikszentmihalyi(2000)도 이 과정을 언급하며 

자아실현적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과정에서는 인지적 자원이 

소모되는데, 오직 몰입(flow)을 통해서만 이 인지적 자원을 재생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몰입은 자아실현적 웰빙으로 인한 고양감이 정서적 웰빙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실제 조직현장에서 인지적 자원 

소비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자아실현을 인지할 수 있는 

승진이나 인정, 권한상승, 능력향상 등의 사건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워커홀릭에 관한 실증연구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자신이 하루 혹은 

일정기간동안 재생성할 수 있는 인지적 자원 이상의 소비활동을 하는 

조직구성원의 경우 지속적인 자원상실이 있고 이는 결국 심리적 탈진으로 

이어지게 된다(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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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어려운 목표에 대한 성장초점 자기규제는 

행복에 양면적 영향을 주게 된다. 자기규제에 더욱 참여할수록 자아실현적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노력소모와 인지적 

자원상실은 자아소진(ego depletion)을 일으킬 수 있다(Baumeister & Vohs, 

2007).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장초점 자기규제는 정서적인 측면에 

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정서적 사건반응이론에 의하면 비록 그것이 

목표달성을 위한 일일지라도 인지적 자원의 지속적 상실은 정서적 웰빙을 

악화시킨다. 자원의 손실이 정서적 웰빙을 악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자원의 

구축 및 확장을 막는 정서적 웰빙의 나선형 쇠퇴효과(downward spiral 

effect)가 발생한다. 또한 조절초점이론에 기반한 연구(Wallace et al., 2009) 

에서도 걱정, 자기의심 등의 부정적인 정서와 자기규제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성장초점의 자기규제가 직무상황이 아닐 때 직무에 관련된 걱정을 

발생시켜 자원의 재생산과 재조정을 막기 때문이다(Kanfer & Heggestad, 

199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장초점 자기규제는 조직구성원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직무 관련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시켜 정서적 웰빙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가설 4. 성장초점 자기규제는 정서적 웰빙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가설 5. 성장초점 자기규제는 목표의 어려움과 정서적 웰빙 사이의 관계를 

매개한다. 

 

 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동기의 핵심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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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이론(expectancy theory, Vroom, 1964)이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행동의 결과나 보상에 따라 동기를 조절하게 된다. 즉, 자신의 기여나 

노력이 주변에서 인정받거나, 스스로에게 만족스럽거나,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전체 조직의 목표에 도움이 된다면 성장초점 자기규제를 통해 

노력을 조절하게 되고, 그렇지 않거나 보상이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동기를 잃게 된다(Colquitt et al., 2001). 따라서 목표가 

불확실하다면 노력을 기울일 동기를 상실하게 된다. 목표 불확실성(goal 

ambiguity)은 성과기준, 목표, 권한과 책임, 직무 조건, 의무 등 직무 정보의 

부족으로 정의된다(Yun, Takeuchi, & Liu, 2007). Chun & Rainey(2004)는 

설정된 목표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큰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런 직무 관련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 조직구성원들은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해도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 어떤 노력이 최선의 노력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역할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논문의 메타분석에서 역할 갈등은 

자아실현적 웰빙과 부적 관계를 가졌다(�̅�𝑟=-.23, ρ=-.26).  목표 불확실성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의 동기와 개성을 상실시킨다. 불명확한 일을 담당하는 

구성원들은 첫째, 자신의 기여를 확인할 수 없고, 둘째, 다른 구성원들의 

기여 또한 확인할 수 없으며, 셋째, 다른 동료로부터의 인정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자신의 자원을 소모해야 할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회적 태만을 일으키거나 자신의 현재 위치를 지키는데 더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목표 불확실성이 방지초점 자기규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한다.  

 

가설 6. 목표 불확실성은 방지초점 자기규제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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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초점의 자기규제를 하거나 사회적 태만이 일어나면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된다.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애쓰지 않는다. Elliot & Thrash(2002)는 목표지향성을 

설명하며 학습목표지향성과 성과증명목표지향성을 가진 조직구성원은 

목표의 성공 가능성에 집중하며 이를 달성하기위해 노력하고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방법을 습득하여 학습과 

성장하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성과회피목표지향성(performance-avoid goal 

orientation)을 가진 구성원은 실패의 가능성에 더 집중하며 목표 실패시에 

겪게 될 자원의 상실과 자아의 위협, 기회비용을 먼저 생각한다고 보았다. 

목표 불확실성으로 인한 방지초점 자기규제는 일종의 자기보호 전략의 

일환이다. 자원의 비효율적 상실을 막고 실패감으로 인한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의 발현을 막는다. 따라서 정서적 웰빙에는 긍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회의 도전을 못하게 되고 성과를 증명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여 성장하게 될 기회는 놓치게 된다. 따라서 

자아실현적 웰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가설 7. 방지초점 자기규제는 정서적 웰빙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가설 8. 방지초점 자기규제는 목표 불확실성과 정서적 웰빙 사이의 관계를 

매개한다. 

가설 9. 방지초점 자기규제는 자아실현적 웰빙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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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0. 방지초점 자기규제는 목표 불확실성과 자아실현적 웰빙 사이의 

관계를 매개한다.  

 

2. 리더근접관리의 조절효과 

 목표에 최선을 다해 헌신할지 혹은 노력을 줄이고 정서적 행복을 찾을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온전히 자신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직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으며 이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자신의 

노력량을 결정하게 된다. 타인의 사회적 태만을 인지하게 되면 자신의 

노력량을 줄이게 된다는 실증연구결과가 있다(Hung, Chi, & Lu, 2009). 

리더의 특질이나 리더십, 행동은 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준다(Judge & 

Piccolo, 2004; Lowe, Kroeck & Sivasubramaniam, 1996).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전략이나 계획을 설명하고, 그들의 목표를 설정해 주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피드백 해주며 독려한다(Scandura & 

Schriesheim, 1994). 리더근접관리(supervisor close monitoring)는 리더가 

부하직원들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는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지를 관찰하는 행동을 의미한다(George & Zhou, 2001; 

Zhou, 2003). 리더가 이 행동에 적극적일수록 구성원들은 자신이 관찰과 

평가, 관리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George & Zhou, 2001; Ryan & 

Grolnick, 1986). 이런 압박감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기를 악화시킨다(Ryan 

& Deci, 2001). 그들은 새로운 행동을 하려하지 않고, 주어진 절차를 지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Zhou, 2003). 이런 상황에서는 목표나 

직무성과를 달성하고자 성장초점 자기규제를 늘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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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규제과정에서 부정적인 일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일을 발생시키는 

리더의 역할은 많은 연구가 되지 않았다. 소수의 연구(예: Neubert, Kacmar, 

Carlson, Chonko, & Roberts, 2008; Shin et al., 2017)만이 이루어졌다. 

Neubert와 동료들(2008)에 따르면, 리더는 조직구성원의 자기규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기규제를 강화시키고, 그 결과 직무성과, 창의적 

성과, 도움행동 등을 높이고, 일탈행동을 막는다. 리더근접관리하에 있는 

구성원들은 자신의 노력을 줄이기 힘들다. 그들은 어려운 직무에 따라 더욱 

성장초점 자기규제에 참여하도록 독려받는다. 그들은 또한 방지초점 

자기규제에 참여하는 경향이 줄어들 것이다. 그들은 리더가 항상 관리, 감시, 

감독을 하고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조절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더근접관리가 목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성장초점 자기규제 자기규제를 늘리고, 직무불확실성에 따른 

방지초점 자기규제를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  

 

가설 11. 리더근접관리는 목표의 어려움과 성장초점 자기규제 사이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한다. 

가설 12. 리더근접관리는 목표 불확실성과 방지초점 자기규제 사이의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한다. 

 

 리더의 이런 관리 활동은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유능감(competence)를 

해치기 때문에 자기결정이론에 의한 내적 동기가 크게 침해당한다. 마치 

빅브라더(Orwell, 1949)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처럼 차츰 피동적이 되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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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유리된다. 목표 달성에서의 성취감이나 성장을 느낄 수 없고, 

정서적으로도 부정적인 정서가 확대된다. 구성원들은 리더의 이런 활동들을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의 창의성은 줄어들고 동시에 그들은 

자아실현이나 정서적 웰빙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비난 당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하려 할 것이다(Choi, Anderson, & Veillette, 2009). 즉 

자신의 의지로 성장초점 자기규제를 하고 자아실현적 웰빙을 증대 시킨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잦은 리더근접관리 하의 구성원들은 

자아실현적 웰빙을 증대 시킬 수 없다. 또한 이런 리더를 가진 구성원들은 

정서적 웰빙의 침해 또한 확대될 것이다. 또한 목표가 불확실해도 노력을 

줄이거나 자원보존행동을 하기 어렵다. 비자발적인 노력확대는 비자발적 

자원소모로 이어진다. 방지초점 자기규제를 하기 어려워지고 정서적 웰빙을 

증가시킬 수도 없다. 자아실현적 웰빙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줄어든다.  

 

가설 13. 목표의 어려움과 자아실현적 웰빙 사이의 성장초점 자기규제의 

매개효과를 리더근접관리가 부적으로 조절한다(매개된 조절효과). 

가설 14. 목표의 어려움과 정서적 웰빙 사이의 성장초점 자기규제의 

매개효과를 리더근접관리가 부적으로 조절한다(매개된 조절효과). 

가설 15. 목표 불확실성과 자아실현적 웰빙 사이의 방지초점 자기규제의 

매개효과를 리더근접관리가 부적으로 조절한다(매개된 조절효과). 

가설 16. 목표 불확실성과 정서적 웰빙 사이의 방지초점 자기규제의 

매개효과를 리더근접관리가 부적으로 조절한다(매개된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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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규제와 심리적 웰빙, 성과 

성과는 의무성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직무성과(job 

performance; in-role performance)는 직무기술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성과평과 기준이 되는 필수적인 행동을 의미한다(Williams & Anderson, 1991). 

직무성과기준은 조직이나 리더에 의해서 구성원에게 주어지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된다. 직무성과는 구성원이 조직과 

맺고 있는 사회적 교환관계의 핵심이다(social exchange theory; Adams, 1965). 

조직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의 대가로 직무성과를 제공하게 

되므로 구성원들은 자의에 의해 이를 방기하기 힘들다. 둘째, 

직무외성과(extra-role performance)는 의무가 아니다. 흔히 

조직시민행동으로 연구되는 직무외성과는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행하는 경우 조직에 이롭거나 팀웍향상에 도움이 된다.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돕거나, 감정적 지지를 해주거나, 조직유지에 도움이 

되는 비공식적 규정을 준수하는 행동들이 조직시민행동에 포함된다. 한국 

등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나라에서는 이런 직무외성과를 명시적이지 않은 

의무행동으로 규정하여 수행하지 않는 경우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직무평가에는 직무성과와는 달리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직무성과와 차별화된다.  

연구 1에서 진행한 선행 연구의 정성적 정리와 메타분석에 따르면 직무에 

몰입하고 참여를 많이 하는 구성원일수록 높은 성과를 내고(Brunetto et al., 

2012; Garg & Rastogi, 2009) 조직시민행동에 더욱 참여한다(Alfes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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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é et al., 2005; Donovan, 2000). Cropanzano & Wright(1999)는 5년간의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여 자아실현적 웰빙과 성과와의 상호증진효과를 

밝혔다. 반면 정서적인 측면의 웰빙에 있어서는 복합적인 연구결과가 

나온다. Wright & Staw(1999)의 연구에 의하면 정서적 측면의 웰빙의 경우 

유전적인 측면(dispositional affect)이 상태적인 측면(state affective well-

being)보다 상사측정 성과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연구 1에서 진행한 

전반적인 메타분석결과 상태적 측면의 정서적 웰빙이 자아실현적 웰빙이나 

정신건강보다 성과나 몰입, 금전적 보상 등의 종속변수와의 평균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음을 볼 때, Wright & Staw(1999)의 연구는 정서적 웰빙과 

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다른 요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논의에서 성과초점 자기규제와 방지초점 

자기규제를 할 때 각각 서로 다른 심리적 웰빙의 측면을 증진하고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성장초점 자기규제의 경우 타인에 의해 

인정받고 싶어하고, 조직에서 성장하고 싶어하는 구성원은 자신이 가진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어려운 목표를 달성해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런 성장초점 자기규제는 높은 성과로 

이어진다. 한편 자신이 가진 자본을 보존하고, 현재 상태에서 멀어지는 것을 

기피하는 방지초점 자기규제를 하는 사람들은 추가적인 노력을 하거나 

인정받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는 상대적으로 성과를 높이는데 

불리하다.  

성장초점 자기규제로 인해 자아실현적 웰빙이 높아진 사람들은 높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자신감과 새로운 

지식의 습득, 성장으로 인한 고양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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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몰입하고 직무에 참여하여 직무성과가 높고 조직과의 교환관계에서 

자신의 성장만큼 초과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조직시민행동에 더욱 참여하게 된다. 반대로 

성장초점 자기규제로 인해 정서적 웰빙이 낮아진 사람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직무로 인해 상실되는 것에 감정적으로 부정적이다. 이들은 직무에 

더 참여해서 성과를 내거나 추가적인 조직시민행동에 참여하는데 부정적일 

것이다.  

방지초점 자기규제로 인해 정서적 웰빙이 높아진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이 

가진 자본을 불확실하고 어려운 직무목표를 달성하는데 소모하지 않고 

지킴으로써 정서적으로 행복해 질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자본을 

지키는데 더 적극적일 것이다. 그들은 직무성과를 높이는데 불리하고 

조직시민행동에 참여할 동기를 잃게 된다. 방지초점 자기규제로 인해 

자아실현적 웰빙이 낮아진 조직구성원의 경우 스스로 성장하거나 

조직성과에 기여함으로써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적어 직무성과를 내기 

어렵다. 또한 의무가 아닌 추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자본을 

소모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자아실현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심리적 웰빙은 자기규제와 성과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17. 자아실현적 웰빙은 성장초점 자기규제와 a) 직무성과, b)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한다. 

가설 18. 자아실현적 웰빙은 방지초점 자기규제와 a) 직무성과, b)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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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9. 정서적 웰빙은 성장초점 자기규제와 a) 직무성과, b)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한다. 

가설 20. 정서적 웰빙은 방지초점 자기규제와 a) 직무성과, b)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한다. 

 

4.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자원보존이론에 따르면 조직구성원들은 조직내의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요구에 맞추어 자신의 자원을 소비한다. 이 과정에서의 자원손실은 

그들에게 위협이나 스트레스로 여겨지고 충분한 자원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큰 손실이 있을 때 심리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도 

조직구성원에게 주요한 자원의 하나로 인식된다(Culbertson et al, 2010). 

긍정조직행위론에서는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을 

핵심적인 자원으로 파악한다(Avey, Luthans, Smith, & Palmer, 2010). 

긍정심리자본은 Seligman(2002)으로부터 시작된 긍정심리학에서 처음 

주목받았다. Seligman & Csikszentmihalyi(2000)는 몰입을 통해 

긍정심리자본을 축적할 수 있음을 밝혔다. 긍정조직행위론은 이 개념을 

받아들여 측정 가능하고, 계발 가능하고, 주변 요인들에 의해 변화가 

가능해서 관리가 가능한 심리적 자본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Luthans, Luthans, & Luthans, 2004). 긍정조직행위론에서 

긍정심리자본은, Stajkovic(2003)의 핵심자신감요인(core confidence factor)이 

수용·확장되어,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 낙관주의(opti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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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력성(resilience)의 네 가지로 정리되었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Stajkovic & Luthans(1998)의 정의에 의하면 주어진 환경에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정을 이해하고, 인지적 자원을 활용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개인적 믿음이다. Bandura(1997)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을 즐기고, 업무에 몰입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매진한다. 그들은 실패나 장애물을 더 쉽게 극복한다. 자기효능감과 

성과와의 상관관계는 직무만족이나 성격요인, 목표설정, 피드백 등 전통적인 

조직행위론의 변수들보다 더 크게 보고된다(Luthans, 2002). 자기효능감은 

첫째, 성과나 능력향상을 인지할 때, 둘째, 자신의 역할모델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성장가능성을 인지할 때, 셋째,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넷째, 과업 수행 중에 심리적인 각성을 느낄 때 향상된다. 

 둘째, 희망은 Snyder(2000)의 정의에 의하면 목표지향적 자원(willpower)과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waypower)에서 기인하는 긍정적인 심리상태이다. 

희망은 업무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Adams, Snyder, Rand, King, Sigmon, 

& Pulvers, 2003; Peterson & Luthans, 2003). 또한 Snyder, Irving, & 

Anderson(1991)의 연구에 의하면 희망은 정신적 건강과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Snyder(2000)와 Luthans & Jensen(2002)은 

희망은 다음의 일곱 단계를 거치며 점차 증대된다고 보았다. 첫째,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둘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각 단계를 

구분한다. 셋째, 각 단계별로 대안을 설정한다. 넷째, 목표의 달성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다섯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다. 여섯째, 문제 발생 시 대안 경로를 탐색한다. 일곱째,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으면 목표를 재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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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는 낙관주의이다. Seligman(2002)은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을 

활용하여 낙관주의를 정의하였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원인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귀인하고, 결과를 낙관적으로 예상한다. 즉, 실패, 

불운 등의 부정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낙관주의가 강한 사람은 그 사건의 

원인을 외부로 귀인하고 그 사건의 영향이 단기간이고 해당 문제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상한다. Seligman(2002)과 Luthans et al.(2004)에 따르면 

낙관주의는 좋은 리더의 핵심 요건이고, 낙관적인 사람은 좀 더 만족하고, 

높은 도덕기준을 가지고,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좌절에서 빠르게 벗어난다. 

Schulman(1999)은 낙관주의 계발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넷째는 회복탄력성이다. 회복탄력성은 정신병리학에서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초기에는 소수의 사람들 만이 정신병이나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질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태로 

여겨지고 있다(Masten, 2001). Stewart, Reid, & Mangham(1997)에 의하면 

회복탄력성은 변화와 역경, 위험에 직면한 개인의 대처능력으로 정의된다. 

긍정조직행위론에서는 역경, 불확실성, 갈등, 실패, 책임증가, 심지어 

긍정적인 변화에서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능력으로 정의된다(Luthans, 

2002). Coutu(2002)에 의하면 회복탄력성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현실을 더 

명확하게 받아들이며,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변화에 더 쉽게 적응한다. Reivich & Shatte(2002)에 의하면 

회복탄력성은 문제상황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극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증대된다. 

 이런 네 종류의 긍정심리자본은 단일 차원으로 통합되어 연구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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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Avey et al.,  2010; Culbertson et al., 2010), 개별 차원으로 나누어 

연구되기도 한다(Youssef & Luthans, 2007). 결국 조직 내에 다양한 자원 

요구에 대해 부응하지 못하면 구성원은 심리적 안정성을 잃고 스트레스를 

인식하며 심리적 웰빙이 저하된다. 그러나 이에 대응할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조직 내 성공을 기대하게 되며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더욱 느끼고 심리적 웰빙이 증대된다. 

자기규제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은 주요 변수로 연구된다(Schunk, & Ertmer, 

2000).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목표가 주어질 때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를 느끼게 된다. 또한 과정이 성공적이지 않다고 해도 

쉽게 목표를 포기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성장초점 

자기규제와 방지초점 자기규제를 더욱 많이 한다(Wallace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희망과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된다고 본다. 즉, 희망이 높은 사람은 목표달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수립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낙관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어려운 목표를 달성 가능하다고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실패로 인한 좌절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노력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회복탄력성도 마찬가지이다. 목표가 

어려울 때 이를 해결해야할 과제로 인식하고 대처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즉 희망,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주의 등 긍정심리자본이 많은 

조직구성원은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성장초점 자기규제를 수행할 수 있어 

자아실현적 웰빙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원이 많기 때문에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자원 손실에 의한 부정적 영향도 적을 것이다. 

방지초점 자기규제를 수행할 때도 긍정심리자본이 많으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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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남은 자원을 이용해 정서적 웰빙을 높일 수 있다. 

직무성과를 내기에 유리하므로 자아실현적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즉, 긍정심리자본은 자기규제와 심리적 웰빙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바탕이 된다.    

 

가설 21a. 긍정심리자본은 성장초점 자기규제와 자아실현적 웰빙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한다.  

가설 21b. 긍정심리자본은 성장초점 자기규제와 정서적 웰빙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한다.   

가설 22a. 긍정심리자본은 방지초점 자기규제와 자아실현적 웰빙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한다. 

가설 22b. 긍정심리자본은 방지초점 자기규제와 정서적 웰빙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한다.  

 

제 5절 연구방법 

1. 자료수집과 연구대상 

실증분석의 가설검증을 위한 자료수집은 연구결과의 외적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분석은 표본을 분석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한다. 따라서 표본의 무선화가 중요하다.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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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유통업 등, 기업조직과 정부출연 연구소 등 12개 조직에서 

측정되었다. 동일방법편의를 방지하고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한달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 설문지를 배포하였다(Podsakoff, MacKenzie, Lee, & Podsakoff, 

2003). 상사-부하쌍의 형태로 총 450부가 배포되어 1차 설문에서 382부가 

회수되어 응답률이 84.8%였다. 2차 설문에서도 같은 대상으로 450부가 

배포되어 366부를 회수하였다. 응답률이 81.3%였다.  

 

<표 9>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구분 범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34 70.3% 

여 99 29.7% 

결혼여부 
기혼 240 72.1% 

미혼 93 27.9% 

연령 

25세 이하 6 1.8% 

26세 ~ 30세 64 19.2% 

31세 ~ 35세 63 18.9% 

36세 ~ 40세 93 27.9% 

41세 ~ 45세 65 19.5% 

45세 이상 42 12.6% 

학력 

고졸 미만 28 8.4% 

고졸 41 12.3% 

초대졸 46 13.8% 

대졸 172 51.7% 

대학원졸 46 13.8% 

직종 

사무관리 134 40.2% 

영업 84 25.2% 

연구개발 48 14.4% 

생산기술 28 8.4% 

기타 39 11.7% 

 

시점을 나누어 측정하고, 상사가 부하에 대해, 부하가 상사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설문지 구성상 개인간 식별이 중요하다. 개인간 1차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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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을 대응시키고, 상사-부하를 대응시키기 위해 각자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의 가운데 4자리 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전체 표본 중 

중복은 없었다. 설문결과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사와 부하 모든 

개별 설문지는 개별 봉투에 담아 배부되었고 응답이 완료된 후 양면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밀봉하여 팀별 봉투에 담아 역시 밀봉하여 회수되었다. 

상사나 차상위 상사가 설문지 응답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1차 설문에서 회수된 382부의 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이 3부, 

상사와 부하간 번호 대응이 안되는 응답이 11부가 있었고 최종 

분석자료에서 제외되었다. 2차 설문에서 회수된 366부 중 불성실한 응답이 

7부, 상사와 부하, 그리고 1차 설문과 번호 대응이 안되는 응답이 26부가 

있었다. 최종 분석표본 수는 333이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2. 변수의 측정 

각 연구변수와 관련하여 모든 측정도구는 기존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는 

측정도구를 사용한다. 정서적 웰빙은 6점 기준의 Likert 척도를, 그 밖의 

다른 모든 변수는 7점 기준의 Likert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목표의 어려움 본 논문은 목표의 어려움을 달성하는 데 큰 노력과 기술, 

노하우가 필요한 정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본 논문은 목표의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직접 측정법을 사용한다. 

조직행위론에서 실험연구를 제외하고 목표의 어려움은 주로 직접적으로 

현재 담당하는 일의 목표의 달성가능성 여부를 질문하여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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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rs(1973)가 개발하고 Whittington, Goodwin, & Murray(2004) 등에서 

사용된 4문항의 설문을 사용하였다. “나의 직무목표는 큰 노력을 필요로 

한다”, “나의 직무목표는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1차 설문에서 측정되었다. 측정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사와 부하 모두에게 측정하였고, 상사의 응답은 “그/그녀는”으로 주어를 

바꾸어 측정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부하의 측정치를 이용하였고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1이다. 

목표불확실성 본 논문은 목표 불확실성을 목표달성의 방법, 일정, 기준의 

불확실함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Breaugh & Colihan(1994)가 개발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업무방식의 불확실함, 목표일정의 불확실함, 

목표달성기준의 불확실함의 세부차원을 가진 9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Breaugh & Colihan(1994)가 개발할 때의 의도대로 역코딩(reverse-cording)을 

한 문항만을 사용한다. 각각 “나는 직무완수에 최적인 접근방식을 안다”, 

“나는 직무의 완료 순서에 대해 안다”, “나는 상사가 바라는 성과기준을 

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1차 설문에서 측정되었다. 측정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사와 부하 모두에게 측정하였다.  상사의 응답은 

“그/그녀는”으로 주어를 바꾸어 측정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부하의 

측정치를 이용하였고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6이다. 

리더근접관리 본 논문은 리더근접관리를 부하직원을 관찰, 관리, 감독하는 

상사행동의 빈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Niehoff & Moorman(1993) 이 

개발하고, Choi et al.(2009) 등에서 사용한 5개 문항을 리더근접관리 측정을 

위해 사용한다. “나의 상사는 자주 나의 업무를 관찰한다”와 “나의 상사는 

자주 내가 효과적으로 일하는지 확인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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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서 측정되었다. 부하가 상사에 대해 평가한 후 팀 수준으로 

통합(aggregation)하였다.  

자기규제 본 논문은 자기규제를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의 인지, 행동, 정서를 

조절하는 행동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자기규제를 측정하기 위해 

Wallace et al.(2009)의 Regulartory Focus at Work Scale을 이용한다. 

성장초점(promotion focus)과 방지초점(prevention focus)의 두개의 차원으로 

구성되며 각각 “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동에 주로 집중한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의 직무를 완성한다”와 “나는 직무규정과 절차를 지키는데 

집중한다”, “나는 직무관련 책임에 집중한다” 등 6개 문항씩 1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1차 설문에서 측정되었다. 부하직원이 스스로에 대해 응답하였다.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성장초점의 경우 .78, 방지초점의 경우 .75이다. 

가설 검증을 위한 세부차원의 논의는 후술하겠다.  

긍정심리자본 본 논문은 긍정심리자본을 자기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학적 상태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긍정심리자본은 PCQ-12(Luthans et 

al., 2007)를 통해 측정된다. 희망,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주의의 

세부차원을 가지며 각 차원별로 3문항씩 측정한다. “나는 조직의 전략에 

기여할 자신이 있다”, “나는 현재 직무에서 꽤 성공적인 편이다”, “나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안정적으로 해결한다”, “나는 항상 직무의 밝은 면을 

본다” 등의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차 설문에서 측정되었다. 

부하직원이 스스로에 대해 응답하였다. 통합차원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9이다. 가설 검증을 위한 세부차원의 논의는 후술하겠다. 

자아실현적 웰빙 본 논문에서는 자아실현적 웰빙을 자신의 잠재력의 실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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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자아실현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Ryff & Keyes(1995)의 측정도구를 이용한다. 1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나는 내 삶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와 

“나는 내 인생의 성취에 대해 실망스럽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2차 

설문에서 측정되었다. 부하직원이 스스로에 대해 응답하였다.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5이다. 가설검증을 위한 세부차원의 논의는 

후술하겠다.  

정서적 웰빙 본 논문에서는 정서적 웰빙을 업무상황에서 겪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조합으로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서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Warr(1990, 1992)의 12문항 측정도구를 

이용한다. 이 측정도구는 “지난 2주간, 당신의 업무가 얼마나 당신을 다음과 

같은 정서를 가지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한 후 다음의 12개의 

감정상태의 빈도를 조사한다. 그것은 편안함(relaxed), 걱정됨(worried), 

침체된(depressed), 침착함(calm), 충실함(contented), 우울함(gloomy), 

낙관적인(optimistic), 긴장된(tense), 열정적인(enthusiastic), 쾌활한(cheerful), 

비참한(miserable), 불안함(uneasy) 이다. 2차 설문에서 측정되었다. 

부하직원이 스스로에 대해 응답하였다. 통합차원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5이다. 가설 검증을 위한 세부차원의 논의는 후술하겠다. 

직무성과 본 연구에서는 직무성과를 구성원에게 주어진 역할의 성취정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심리적 웰빙의 종속변수로서 직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을 연구한다. 직무성과의 경우 Williams & Anderson(1991)의 

7문항의 직무성과 측정도구로 측정하였다. 2차 설문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응답하였다. “그/그녀는 직무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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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녀는 공식적인 성과기준들을 달성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0이다. 

조직시민행동 본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을 조직의 생존과 기능향상을 

위한 구성원의 자발적 행동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조직시민행동의 경우 

직무성과와 마찬가지로 Williams & Anderson(1991)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경우 조직시민행동을 개인과 조직대상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2차 설문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 대해 평가하였다. 개인대상 

조직시민행동의 경우 “그/그녀는 업무가 많은 동료의 일을 돕는다” 등 7개 

문항으로 측정하고, 조직대상 조직시민행동의 경우 “그/그녀는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규칙들을 준수한다” 등 7개 문항으로 

측정한다. 신뢰도(Cronbach’s alpha)는 개인대상 조직시민행동의 경우 .84, 

조직대상 조직시민행동의 경우 .72이다. 가설 검증을 위한 세부차원의 

논의는 후술하겠다.  

통제변수 각 통계분석을 수행할 때 성별, 나이,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함께 직무만족, 직무열의, 직무부담의 직무관련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연구 1에서 진행한 메타분석결과 해당 변수들은 심리적 웰빙에 큰 영향을 

준다. 연구효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어 통제하였다. 

직무만족은 종합적인 직무의 만족도에 대해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직무열의의 경우 Schaufeli, Bakker, & Salanova(2006)의 9문항 측정도구를 

이용하였고, 이때 신뢰도는 .82이다. 직무부담의 경우 Fisher(2014)의 4문항 

측정도구를 이용하였고, 이때 신뢰도는 .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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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연구결과 

1. 기초분석 

1.1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분석에서 사용될 연구변수의 

세부차원을 확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R의 

3.4.2버전, SPSS의 18버전, AMOS의 18버전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1.1.1 자기규제 

자기규제는 총 1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측정방식은 각각 6문항씩 

방지초점 자기규제와 성장초점 자기규제로 나뉜다. 12개 문항을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요인을 확실하게 하기위해 요인회전을 하였다. 

자기규제의 세부차원들 이므로 각 요인들은 독립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중 oblimin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요인적재량을 <표 10>에 

나타내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원래의 의도대로 성장초점 자기규제와 

방지초점 자기규제로 요인이 추출되었다. 2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χ2는 139.59, df는 53, CFI(comparative fit index)는 .91, 

TLI(Tucker-Lewis index)는 .89,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7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도 2요인 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임을 보여준다(Hu & Bentler, 1999). 따라서 자기규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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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가 개발된 방식대로 성장초점과 방지초점으로 세부차원을 나누어 

가설검증을 수행한다.  

 

<표 10> 자기규제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2요인 

1 2 

1. 나는 직무규정과 절차를 지키는데 집중한다. -.30 .47 

2. 나는 직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는데 집중한다. -.34 .58 

3. 나는 직무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는데 집중한다. -.31 .62 

4. 나는 직무관련 책임에 집중한다. -.31 .64 

5. 나는 직무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한다.  -.40 .61 

6. 나는 직무의 세세한 부분에 집중한다.  -.29 .56 

7. 나는 많은 양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집중한다. .56 -.37 

8.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의 직무를 완성한다.  .67 -.39 

9. 나는 짧은 시간에 많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집중한다. .59 -.30 

10. 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동에 주로 집중한다.  .63 -.33 

11. 나는 나의 직무 성취도에 집중한다. .63 -.45 

12. 나는 많은 종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집중한다.  .60 -.28 

고유값 4.06 1.55 

설명된 개별분산 33.81 12.90 

설명된 누적분산 33.81 46.71 

χ2 124.58 

df 43 

p-value < .01 

RMSEA .07 

df = degree of freedom;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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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의 경우 PCQ-12로 측정되었다. Luthans et al.(2007)의 원래 

측정도구인 PCQ-24을 12문항으로 축약한 것으로 이 측정방식의 경우 희망,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의 4개의 세부차원으로 연구되기 보다는 

이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4개 요인과 1개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4개 차원으로 요인을 잡은 경우 3번째, 4번째 요인부터는 고유값이 

기준치인 1에 미달하였다. 또한 가장 큰 고유값을 가지는 1번 요인의 경우 

11번째 문항 하나만이 적재되었다. 그 밖에 대부분의 문항은 두번째 요인에 

적재되었다. 1개 요인으로 적재한 경우에 RMSEA값이 .05로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으나, 9번 문항에서 요인적재값이 .34로 낮았다. 

이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면, 1요인 모형의 χ2는 101.95, 

df는 54, CFI(comparative fit index)는 .93, TLI(Tucker-Lewis index)는 .91,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5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도 1요인 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임을 보여준다. 이때 9번 

문항의 요인적재량이 .32로 낮았다. 이 문항을 제거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χ2는 81.64, df는 44, CFI는 .94, TLI는 .94, RMSEA는 .05로 

모형적합도가 개선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측정도구를 개발한 

Luthans et al.(2007)과 긍정심리자본이론, 24문항 설문과 12문항 설문의 

요인을 분석한 Rus, Baban, de Jesus, & Andrei(2012)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단일 차원으로 긍정심리자본을 분석하되, 변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9번 

문항을 제거한 후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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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긍정심리자본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1요인  4요인 

1  1 2 3 4 

1. 나는 내 업무에 관해 경영진과도 회의할 수 

있다. 
.48 

 
.33 .35 .33 -.40 

2. 나는 조직의 전략에 기여할 자신이 있다. .61  .22 .52 .38 -.61 

3. 나는 동료에게 정보를 제공할 자신이 있다. .55  .18 .44 .33 -.67 

4. 나는 어려운 업무를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54 

 
.23 .59 .24 -.45 

5. 나는 현재 직무에서 꽤 성공적인 편이다. .50  .19 .55 .31 -.34 

6. 나는 직무목표를 달성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57 

 
.25 .62 .31 -.41 

7. 지금 나는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42 

 
.19 .27 .45 -.36 

8.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스스로 해결한다. .47  .14 .40 .39 -.39 

9. 나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안정적으로 해결한다. .34  .25 .16 .44 -.20 

10. 나는 과거에 겪은 어려움을 바탕으로 현재의 

어려움에 잘 대처할 수 있다. 
.43 

 
.14 .38 .51 -.23 

11. 나는 항상 직무의 밝은 면을 본다. .54  .99 .39 .48 -.31 

12. 나는 직장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긍정적이다. 
.44 

 
.35 .23 .53 -.30 

고유값 3.70  3.70 1.20 .95 .87 

설명된 개별분산 30.83  30.83 10.00 7.90 6.92 

설명된 누적분산 30.83  30.83 40.84 48.75 55.98 

χ2 99.96  18.21 

df 54  24 

p-value < .01  .79 

RMSEA .05  - 

df = degree of freedom;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1.1.3 정서적 웰빙 

Warr의 정서적 웰빙 측정도구는 편안함, 침체됨, 충실함, 낙관적, 열정적, 

비참함, 걱정됨, 침착함, 우울함, 긴장감, 쾌활함, 불안함의 12개 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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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정서적 웰빙을 측정한다.  

 

<표 12> 정서적 웰빙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3요인 

1 2 3 

1. 편안함 .57 .18 .23 

2. 걱정됨 .43 .54 -.27 

3. 침체됨 .55 .10 -.37 

4. 침착함 .53 .09 -.38 

5. 충실함 .55 -.22 -.11 

6. 우울함 .57 .01 .15 

7. 낙관적 .64 -.10 -.03 

8. 긴장감 .16 .74 .40 

9. 열정적 .50 -.27 .06 

10. 쾌활함 .42 -.32 .61 

11. 비참함 .60 -.23 -.20 

12. 불안함 .60 .04 .25 

고유값 3.30 1.17 1.08 

설명된 개별분산 27.46 9.73 9.00 

설명된 누적분산 27.46 37.19 46.19 

χ2 39.32 

df 33 

p-value .21 

RMSEA .02 

df = degree of freedom;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정서적 웰빙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표 12>에 나타내었다. 요인분석 

결과 대부분이 요인 1에 적재되었다. 문항 2와 8과 10만이 요인 2와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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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되었다. 이때의 RMSEA값이 .02으로 적합하게 나왔다. 이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면, χ2는 86.13, df는 54, CFI는 .94, TLI는 .92, 

RMSEA는 .04로 단일 요인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임을 보여준다.  

또한, 마찬가지의 문항에서 요인적재값이 .36, .13, .36으로 낮았다. 이들을 

제거한 모형의 경우 χ2는 34.69, df는 27, CFI는 .98, TLI는 .97, 

RMSEA는 .03으로 모형적합도가 개선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서적 웰빙을 

해당 문항을 제거한 단일차원으로 연구하겠다. 

 

1.1.4 자아실현적 웰빙 

Ryff의 자아실현적 웰빙 측정도구는 원래 54문항으로 개발되어 6개 

세부차원을 가진다. 그러나 축약된 버전인 18문항 측정도구는 세부차원을 

나누지 않고 단일 차원으로 자아실현적 웰빙을 연구한다. 자아실현적적 

웰빙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표 13>에 나타내었다.  

요인분석 결과 대부분이 요인 1에 적재되었다. 문항 1과 5, 8, 17만이 요인 

2와 3에 적재되었다. 이때의 RMSEA값이 .06으로 다소 높게 나왔다. 이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면, χ2는 292.23, df는 135, CFI는 .87, 

TLI는 .86, RMSEA는 .06로 다소 부적합한 적합도를 보였다. 문항 1과 5, 8, 

15, 17이 요인적재값이 .09, .26, .30, .36, .23으로 낮았다. 이들을 제거한 

모형의 경우 χ2는 146.06, df는 65, CFI는 .92, TLI는 .91, RMSEA는 .05으로 

모형적합도가 개선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아실현적 웰빙을 단일차원으로 

연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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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자아실현적 웰빙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4요인 

1 2 3 4 

1. 나는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득되곤 한다.  .12 .60 .38 -.06 

2. 일반적으로, 나는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68 -.12 -.27 .04 

3. 나는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1 -.31 .17 .22 

4. 누군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나에게 어렵다. .48 .30 -.15 .47 

5. 나는 지금 현재를 사는 것이지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다. 
.31 -.35 .55 .10 

6. 내 삶에 일어난 다양한 일들이 즐겁다. .62 -.03 -.11 -.10 

7. 일반적인 의견과 다를 때도 나는 내 의견에 자신이 

있다. 
.57 -.06 .31 -.23 

8. 일상에서의 의무들이 나를 지치게 한다. .34 .52 -.01 -.44 

9. 인생은 지속적인 배움과 변화, 성장이다. .58 -.15 .13 -.15 

10. 다들 나를 기꺼이 타인을 위해 시간을 쓰는 호혜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  
.52 -.14 .06 .22 

11. 나는 목적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62 -.12 -.11 .18 

12. 나는 내 성격의 많은 부분을 좋아한다. .72 -.07 -.20 -.11 

13. 나는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보다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49 -.24 .29 -.40 

14. 나는 하루하루의 삶의 대부분의 의무를 잘 수행한다. .65 -.09 -.26 -.14 

15. 나는 내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예전에 

그만뒀다. 
.42 .37 .29 .01 

16. 나는 따뜻하고 신뢰 깊은 관계를 많이 갖지 않는다.  .58 .30 -.27 .12 

17. 나는 내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을 대부분 했다고 느낀다. .28 .25 .43 .39 

18. 나는 내 인생의 성취에 대해 실망스럽다.   .59 .17 -.21 -.04 

고유값 5.08 1.39 1.28 1.01 

설명된 개별분산 28.24 7.73 7.10 5.62 

설명된 누적분산 28.24 35.97 43.07 48.69 

χ2 288.23 

df 135 

p-value .06 

RMSEA .06 

df = degree of freedom;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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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성과와 조직시민행동 

본 논문에서는 부하직원의 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을 Williams & 

Anderson(1991)의 21문항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상사로 하여금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직무성과와 개인대상 조직시민행동, 조직대상 

조직시민행동의 3가지 세부차원을 가진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표 

14>에 표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RMSEA값이 .04로 적합하게 

나왔다. 이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겠다.  

분석결과 χ2는 331.46, df는 186, CFI는 .92, TLI는 .91, RMSEA는 .05로 

3요인 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와 더불어 조직시민행동을 개인대상 조직시민행동과 조직대상 

조직시민행동으로 나누어 검증하겠다. 

 

1.1.6 측정원천 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논문의 자료는 조직구성원과 그들의 상사의 두 측정원천에서 

측정되었다. 연구모형에 있는 변수들을 측정원천별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표 15>, <표 16>에 표시하고 측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원으로부터 측정한 자료의 경우 연구모형에 포함된 8개 

요인모형의 경우 가장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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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성과와 조직시민행동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3요인 

1 2 3 

1. 그/그녀는 부재중인 동료의 일을 돕는다. .64 .15 .14 

2. 그/그녀는 업무가 많은 동료의 일을 돕는다. .61 .15 .09 

3. 그/그녀는 나(상사)의 요청이 없어도 나를 돕는다. .69 .01 .11 

4. 그/그녀는 동료의 문제나 걱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64 .09 .11 

5. 그/그녀는 신입사원을 도우려 특별히 노력한다. .61 .16 .12 

6. 그/그녀는 동료들을 개인적으로 신경을 써주고 챙겨준다. .65 .19 .00 

7. 그/그녀는 동료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준다. .56 .17 .12 

8. 그/그녀는 직무의무를 정확하게 완료한다. .12 .59 .15 

9. 그/그녀는 직무기술서의 세세한 조건들을 이행한다.  .22 .59 .12 

10. 그/그녀는 그/그녀에게 기대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13 .56 .34 

11. 그/그녀는 공식적인 성과 기준들을 달성한다.  .24 .60 .15 

12. 그/그녀는 자신의 성과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에 

주로 참여한다. 

.00 .46 .06 

13. 그/그녀는 필수적인 직무들을 방치한다. .12 .55 .23 

14. 그/그녀는 꼭 수행해야하는 직무의무를 달성하지 못한다.  .26 .57 .13 

15. 그/그녀는 통상적인 기준보다 더 업무에 참여한다. .03 .15 .42 

16. 그/그녀는 출근할 수 없을 때는 사전에 연락을 취한다.  .07 .34 .42 

17. 그/그녀는 근무시간 중에 불필요한 휴식을 취한다. .06 .10 .57 

18. 그/그녀는 근무시간에 사적인 통화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11 .13 .55 

19. 그/그녀는 업무의 사소한 부분에 대해 불평한다. .13 .07 .45 

20. 그/그녀는 조직의 물품을 소중히 여긴다. .16 .06 .62 

21. 그/그녀는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위한 비공식적인 규칙을 

준수한다.  

.01 .20 .43 

고유값 5.51 2.36 1.70 

설명된 개별분산 26.24 11.25 8.09 

설명된 누적분산 26.24 37.49 45.57 

χ2 252.75 

df 150 

p-value < .01 

RMSEA .04 

df = degree of freedom;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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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로부터 측정된 변수들의 경우 가설에 포함된 3개 요인모형의 경우에 

가장 통계적으로 우월한 모형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측정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표 15> 조직구성원으로부터 측정된 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구분 χ2 df CFI TLI RMSEA 

가설에 포함된 8요인 모형 2963.68 1862 .92 .91 .04 

5요인 모형 3917.57 1880 .66 .65 .06 

3요인 모형 4863.91 1887 .50 .49 .07 

1요인 모형 5680.09 1890 .37 .35 .08 

 

<표 16> 상사로부터 측정된 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구분 χ2 df CFI TLI RMSEA 

가설에 포함된 3요인 모형 331.46 186 .92 .91 .04 

2요인 모형 603.52 188 .77 .74 .08 

1요인 모형 830.41 189 .64 .60 .10 

 

1.2 신뢰도와 상관관계 분석결과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응답방식으로 각 연구변수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사용된 측정도구 별로 측정결과가 어느정도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먼저 내적 일관성 측정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신뢰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각 연구변수 별로 신뢰도 

계수는 .7 이상이면 적정한 수준으로 받아들인다. 본 연구에서는 <표 17>에 

기술통계, 상관관계와 함께 각 변수의 신뢰도 계수를 표시하였다. 모든 

연구변수에서 신뢰도 계수가 기준치 이상을 나타내었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대부분의 변수에서 가설과 같은 방향의 상관관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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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신뢰도와 기술통계, 상관관계 

 변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성별  .28 .45  -                             

2 나이  37.21 6.78  -.19 ** -                           

3 학력  3.50 1.13  -.10  -.02  -                         

4 직무만족  4.78 1.71  -.24 ** .04  .25 ** -                       

5 직무열의  4.48 1.06  -.16 ** .03  .21 ** .31 ** (.82)                     

6 직무부담  3.52 1.05  .14 * -.03  -.20 ** -.31 ** -.07  (.75)                   

7 목표의 어려움  4.82 1.09  -.26 ** .07  .08  .25 ** .47 ** .02  (.71)                 

8 목표 불확실성  2.80 .96  .03  .02  -.29 ** -.36 ** -.06  .47 ** .02  (.86)               

9 성장초점 자기규제  4.81 1.03  -.15 * -.09  .18 ** .34 ** .41 ** -.29 ** .32 ** -.31 ** (.78)             

10 방지초점 자기규제  3.01 1.13  .16 * .16 ** -.30 ** -.41 ** -.42 ** .40 ** -.30 ** .45 ** -.45 ** (.75)           

11 긍정심리자본  4.87 .91  -.02  .12 * .18 ** .23 ** .23 ** -.47 ** -.12 * -.43 ** .15 * -.21 ** (.79)         

12 자아실현적 웰빙  4.64 .95  -.11 * -.02  .19 ** .24 ** .42 ** -.08  .46 ** -.05  .42 ** -.40 ** .22 ** (.85)       

13 정서적 웰빙  4.01 .74  -.04  .14 * .06  .11 * .13 * -.14 * .03  -.08  -.01  .05  .30 ** .18 ** (.75)     

14 직무성과  4.60 1.16  -.12 * -.06  .30 ** .26 ** .43 ** -.32 ** .24 ** -.32 ** .36 ** -.49 ** .33 ** .39 ** .08  (.80)   

15 조직시민행동-개인  4.99 1.13  -.02  .04  .12 * .10  .39 ** .03  .21 ** .17 ** .17 ** -.16 ** .09  .47 ** .11 ** .39 ** (.84)  

16 조직시민행동-조직  5.01 .97  -.03  -.06  .18 ** .21 ** .20 ** -.23 ** .03  -.36 ** .21 ** -.25 ** .41 ** .32 ** .28 ** .45 ** .28 ** (.72) 



111 

 

1.3 상사와 부하응답의 비교 

동일방법편의의 영향과 측정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목표의 어려움, 

불확실함에 대하여 상사와 부하로부터 모두 측정하였다. Spearman-Brown의 

보정공식(Eisinga, Te Grotenhuis, & Pelzer, 2013)을 이용하여 각 변수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표 18> 상사와 부하응답의 신뢰도 

변수 상관계수 
신뢰도 

(상사측정) 

신뢰도 

(부하측정) 

Spearman-Brown 

신뢰도 

목표의 어려움 .45 .74 .71 .62 

목표불확실성 .18 .89 .86 .31 

  

독립변수인 목표의 어려움과 목표 불확실성 모두 상사와 부하측정 간의 

Spearman-Brown 의 신뢰도가 기준치를 넘지 못했다. 이는 두 측정치가 

통계적으로 서로 충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이 측정한 목표의 어려움과 목표불확실성이 더 정확한 측정치를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부하직원이 스스로 평가한 두 변수를 독립변수로 

활용한다.  

 

1.4 리더근접관리의 데이터 통합 

리더근접관리의 경우 다수의 부하직원들이 자신의 상사에 대해 

응답하였다. 이 경우 다수준 분석을 위해 리더근접관리를 팀수준으로 

통합하는데, 그 경우 Rwg(within-group similarity or agreement index)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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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의 확인이 필요하다. <표 19>에 

표시하였다.  

 

<표 19> 리더근접관리의 팀수준 통합 

 rWG(J).uniform  rWG(J).measure-specific      

Measure Mean SD  Shape S2E Mean SD  F ratio p-value ICC(1) ICC(2) 

리더근접관리 .79 .26  Moderate skew 2.14 .52 .38  4.35 <.01 .41 .77 

 

Rwg와 ICC(2)가 기준치인 .7 보다 커서 상위수준으로의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다(Bliese, 2000).   

 

2. 가설검증 

2.1 목표와 자기규제와 심리적 웰빙 

목표와 자기규제의 직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선형모형은 통제변수의 

변량과 상위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회귀계수의 유의도를 측정할 수 

있어 조직행위론에서 많이 쓰이는 통계분석방법이다. 분석결과를 <표 20>에 

표시하였다. 주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성장초점 자기규제에 대한 목표의 

어려움의 계수가 .16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1 은 

지지되었다. 이 주효과는 목표 불확실성을 통제한 후에도 .15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방지초점 자기규제에 대한 복표 불확실성의 



113 

 

계수는 .33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6 은 지지되었다. 이 

주효과는 목표의 어려움을 통제한 후에도 .32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20> 가설 1, 6: 목표와 자기규제 

Outcome 성장초점 자기규제  방지초점 자기규제 

Predictor Coeff SE t-ratio p-value  Coeff SE t-ratio p-value 

상수항(β0)          

  상수항(γ00) 4.82 .07 65.71 < .01  3.02 .08 35.93 < .01 

성별(β1)          

  상수항(γ10) -.02 .11 -.18 .86  .05 .09 .60 .55 

나이(β2)          

  상수항(γ20) -.01 .01 -2.08 .03  .02 .01 3.25 < .01 

학력(β3)          

  상수항(γ30) .02 .04 .55 .58  .05 .04 1.29 .19 

직무만족(β4)          

  상수항(γ40) .08 .03 2.28 .02  -.05 .02 -2.24 .03 

직무열의(β5)          

  상수항(γ50) .21 .07 3.14 < .01  -.20 .05 -3.80 < .01 

직무부담(β6)          

  상수항(γ60) -.20 .05 -3.67 < .01  .10 .05 2.15 .03 

목표의 어려움(β7)          

  상수항(γ70) .16 .05 2.98 < .01      

목표 불확실성(β7)          

  상수항(γ70)      .33 .07 4.49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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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와 4 를 위계선형모형으로 검증하여 <표 21>에 표시하였다. 

주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자아실현적 웰빙에 대한 성장초점 자기규제의 

계수가 .09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2 는 지지되었다.  

 

<표 21> 가설 2, 4: 성장초점 자기규제와 심리적 웰빙 

Outcome 자아실현적 웰빙  정서적 웰빙 

Predictor Coeff SE t-ratio p-value  Coeff SE t-ratio p-value 

상수항(β0)          

  상수항(γ00) 4.62 .07 65.33 < .01  4.00 .05 85.32 < .01 

성별(β1)          

  상수항(γ10) -.01 .07 -.15 .88  .01 .09 .04 .97 

나이(β2)          

  상수항(γ20) -.01 .01 -1.74 .08  .01 .01 1.63 .10 

학력(β3)          

  상수항(γ30) -.01 0.3 -.01 .99  .03 .04 .65 .51 

직무만족(β4)          

  상수항(γ40) -.01 .02 -.03 .75  .03 .03 1.10 .28 

직무열의(β5)          

  상수항(γ50) .35 .04 8.85 < .01  .11 .05 2.15 .03 

직무부담(β6)          

  상수항(γ60) -.08 .04 -1.8 .07  -.09 .05 -2.05 .04 

성장초점 자기규제(β7)          

  상수항(γ70) .09 .03 2.64 < .01  -.09 .05 -2.08 .04 

 

이 주효과는 방지초점 자기규제와 목표의 어려움, 목표 불확실성을 

통제한 후에도 .07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정서적 웰빙에 대해 

계수가 -.09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4 는 지지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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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효과는 성장초점 자기규제와 목표의 어려움, 목표 불확실성을 통제한 

후에는 -.08 이고 이때 유의도가 .08 로 90% 신뢰구간에서 유의하였다. 

가설 3, 5 는 매개가설로서 회귀분석을 이용해 직접, 간접 효과의 형태를 

확인하고 Bootstrapping 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표 22>, <표 

23>, <표 24>에 나타내었다.   

 

<표 22> 가설 3: 목표의 어려움과 성장초점 자기규제, 자아실현적 웰빙 

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p 

1 목표의 어려움 
성장초점 

자기규제 
.16 .05 .17 3.10 < .01 

2 
성장초점 

자기규제 
자아실현적 웰빙 .13 .04 .15 3.26 < .01 

3 

목표의 어려움 자아실현적 웰빙 .13 .04 .15 3.45 < .01 

성장초점 

자기규제 
자아실현적 웰빙 .11 .04 .12 2.68 < .01 

 

<표 23> 가설 5: 목표의 어려움과 성장초점 자기규제, 정서적 웰빙 

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p 

1 목표의 어려움 
성장초점 

자기규제 
.16 .05 .17 3.10 < .01 

2 
성장초점 

자기규제 
정서적 웰빙 -.09 .05 -.13 -1.97 .04 

3 

목표의 어려움 정서적 웰빙 -.02 .04 -.03 -.04 .69 

성장초점 

자기규제 
정서적 웰빙 -.09 .05 -.12 -1.88 .05 

 

이 모형을 Bootstrapping 으로 확인하면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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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가설 3, 5: 목표의 어려움과 성장초점 자기규제, 심리적 웰빙 

Predictor: 목표의 어려움 

Mediator: 성장초점 자기규제 
  

Bias corrected bootstrap  

95% confidence interval 

Outcome: 
Indirect 

Effect 
Boot SE Lower Upper 

자아실현적 웰빙 .084 .022 .047 .140 

정서적 웰빙 -.014 .010 -.040 -.001 
Note. Bootstrapping based on n=20000 subsamples. 

 

목표의 어려움이 성장초점 자기규제에 의해 자아실현적 웰빙과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95%신뢰구간이 0 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표 25> 가설 7, 9: 방지초점 자기규제와 심리적 웰빙 

Outcome 자아실현적 웰빙  정서적 웰빙 

Predictor Coeff SE t-ratio p-value  Coeff SE t-ratio p-value 

상수항(β0)          

  상수항(γ00) 4.63 .07 64.87 < .01  4.00 .04 89.99 < .01 

성별(β1)          

  상수항(γ10) -.01 .07 -.21 .84  .01 .09 .08 .93 

나이(β2)          

  상수항(γ20) -.01 .01 -.16 .10  .01 .01 1.39 .17 

학력(β3)          

  상수항(γ30) .01 .03 .11 .92  .03 .04 .81 .42 

직무만족(β4)          

  상수항(γ40) -.01 .02 -.21 .84  .03 .03 1.31 .19 

직무열의(β5)          

  상수항(γ50) .35 .04 8.69 < .01  .12 .05 2.30 .02 

직무부담(β6)          

  상수항(γ60) -.09 .04 -1.98 .04  -.11 .05 -2.51 .01 

방지초점 자기규제(β7)          

  상수항(γ70) -.07 .04 -1.51 .13  .13 .04 .31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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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설 3, 5 는 지지되었다. 가설 7 과 9 를 위계선형 모형으로 

검증하여 <표 25>에 표시하였다.  

주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자아실현적 웰빙에 대한 방지초점 자기규제의 

계수가 -.07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9는 기각되었다. 

또한 정서적 웰빙에 대해 계수가 .13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7 은 지지되었다. 이 주효과는 성장초점 자기규제와 목표의 어려움, 

목표 불확실성을 통제한 후에도 .13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26> 가설 8: 목표 불확실성과 방지초점 자기규제, 정서적 웰빙 

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p 

1 목표 불확실성 
방지초점 

자기규제 
.31 .06 .27 5.41 < .01 

2 
방지초점 

자기규제 
정서적 웰빙 .14 .05 .22 3.18 < .01 

3 

목표 불확실성 정서적 웰빙 -.06 .05 -.07 -1.07 .29 

방지초점 

자기규제 
정서적 웰빙 .16 .05 .24 3.35 < .01 

 

<표 27> 가설 10: 목표 불확실성과 방지초점 자기규제, 자아실현적 웰빙 

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p 

1 목표 불확실성 
방지초점 

자기규제 
.31 .06 .27 5.41 < .01 

2 
방지초점 

자기규제 
자아실현적 웰빙 -.10 .04 -.12 -2.35 .02 

3 

목표 불확실성 자아실현적 웰빙 .06 .05 .06 1.31 .19 

방지초점 

자기규제 
자아실현적 웰빙 -.11 .04 -.14 -2.63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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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8, 10 은 매개가설로서 회귀분석을 이용해 직접, 간접 효과의 형태를 

확인하고 Bootstrapping 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표 26>, <표 

27>에 나타내었다.  이 모형을 Bootstrapping 으로 확인하면 <표 28>과 같다. 

목표의 어려움이 자아실현적 웰빙과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성장초점 

자기규제에 의해 95%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8, 10 은 지지되었다.  

 

<표 28> 가설 8, 10: 목표 불확실성과 방지초점 자기규제, 심리적 웰빙 

Predictor: 목표 불확실성 

Mediator: 방지초점 자기규제 
  

Bias corrected 

bootstrap  

95% confidence 

interval 

Outcome: 
Indirect 

Effect 
Boot SE Lower Upper 

자아실현적 웰빙 -.036 .016 -.071 -.008 

정서적 웰빙 .050 .017 .021 .091 
Note. Bootstrapping based on n=20000 subsamples. 

 

2.2 리더근접관리의 조절효과 

리더근접관리의 경우 팀수준으로 통합하여 분석한다. 따라서 다수준 

분석이며 위계선형모형 방법을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리더근접관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Gavin & Hofmann(2002)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Slopes-as-outcomes 모형으로 위계선형모형을 분석한다. 통제변수를 제외한 

상세 공식은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표 29>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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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가설 11, 12: 리더근접관리의 조절효과 

Outcome 성장초점 자기규제  방지초점 자기규제 

Predictor Coeff SE t-ratio p-value  Coeff SE t-ratio p-value 

상수항(β0)          

  상수항(γ00) 4.80 .08 58.02 < .01  3.03 .08 39.14 < .01 

  리더근접관리(γ01) -.39 .11 -3.61 < .01  .61 .09 6.61 < .01 

  통합_목표의 어려움(γ02) .05 .14 .35 .73      

  통합_목표 불확실성(γ02)      .37 .14 2.58 .01 

  팀원 수(γ03) -.38 .18 -2.15 .04  .23 .24 .96 .34 

성별(β1)          

  상수항(γ10) -.01 .11 -.08 .93  .01 .08 .17 .87 

나이(β2)          

  상수항(γ20) -.01 .01 -1.35 .18  .02 .01 2.50 .01 

학력(β3)          

  상수항(γ30) .01 .05 .30 .77  .11 .04 2.73 < .01 

직무만족(β4)          

  상수항(γ40) .08 .04 2.09 .04  -.04 .02 -1.90 .06 

직무열의(β5)          

  상수항(γ50) .15 .08 1.95 .05  -.12 .06 -2.11 .04 

직무부담(β6)          

  상수항(γ60) -.18 .06 -2.92 < .01  .06 .05 1.18 .24 

목표의 어려움(β7)          

  상수항(γ70) .15 .06 2.50 .01      

  리더근접관리(γ71) -.06 .09 -.76 .45      

목표 불확실성(β7)          

  상수항(γ70)      .25 .09 2.75 < .01 

  리더근접관리(γ71)      -.21 .09 -2.2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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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자기규제 ij = b0j + b1j(목표변수) + eij 

Level 2: b0j = γ00 + γ01(통합된 목표변수) + γ02(리더근접관리) + u0j  

    b1j = γ10 + γ11(리더근접관리) + u1j 

 

목표의 어려움의 성장초점 자기규제에 미치는 영향(β7)에 대한 

리더근접관리의 영향(γ7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1 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목표 불확실성의 방지초점 

자기규제(β7)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리더근접관리의 영향(γ71)은 -.21 로 

유의하였다. 이는 리더근접관리가 심할수록 방지초점 자기규제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12 는 지지되었다. 그래프를 통해 

영향을 확인해보면, <그림 7>과 같다.  

 

<표 30> 가설 13, 14: 리더근접관리의 매개조절효과 분석 

Mediator: 성장초점 자기규제 

Moderator: 리더근접관리 
  

Bias corrected bootstrap  

95% confidence interval 

Outcome: 
Moderated 

Effect 
Boot SE Lower Upper 

자아실현적 웰빙 -.001 .005 -.014 .059 

정서적 웰빙 .003 .010 -.016 .024 
Note. Bootstrapping based on n=20000 subsamples. 

 

자기규제의 매개효과에 대한 리더근접관리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매개된 조절모형(mediated moderation model)을 분석하였다. 성장초점 

자기규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30>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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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목표 불확실성과 방지초점 자기규제, 리더근접관리 

 

분석결과 모든 조절된 매개된 조절모형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3 과 14 는 기각되었다. 방지초점 자기규제에 대한 조절효과를 

<표 31>에 표시하였다.  

 

<표 31> 가설 15, 16: 리더근접관리의 매개조절효과 분석 

Mediator: 방지초점 자기규제 

Moderator: 리더근접관리 
  

Bias corrected bootstrap  

95% confidence interval 

Outcome: 
Moderated 

Effect 
Boot SE Lower Upper 

자아실현적 웰빙 .010 .006 .001 .027 

정서적 웰빙 -.015 .009 -.040 -.002 
Note. Bootstrapping based on n=20000 subsamples. 

 

분석결과 리더근접관리가 증가함에 따라 방지초점 자기규제가 자아실현적 

웰빙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정적인 영향을, 정서적 웰빙에 대해서는 부적인 



122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리더근접관리의 강도를 

기준으로 집단을 분리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아실현적 웰빙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32>에 표시하였다. 리더근접관리가 높아짐에 따라 

목표 불확실성에 따른 방지초점 자기규제로 가는 경향이 줄어들고 따라서 

자아실현적 웰빙의 침해효과도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매개된 조절효과가 

지지되었다. 가설 15 는 지지되었다. 

 

<표 32> 가설 15: 리더근접관리의 매개조절효과 분석: 방지초점 자기규제 

Mediator: 방지초점 자기규제 

Outcome: 자아실현적 웰빙 
  

Bias corrected bootstrap  

95% confidence interval 

조절변인: 리더근접관리 
Indirect 

Effect 
Boot SE Lower Upper 

높음 -.109 .046 -.213 -.035 

중간 -.118 .048 -.232 -.043 

낮음 -.192 .084 -.350 -.022 
Note. Bootstrapping based on n=20000 subsamples. 

 

정서적 웰빙에 대해 분석하여 <표 33>에 정리하였다.  

 

<표 33> 가설 16: 리더근접관리의 매개조절효과 분석: 방지초점 자기규제 

Mediator: 방지초점 자기규제 

Outcome: 정서적 웰빙 
  

Bias corrected bootstrap  

95% confidence interval 

조절변인: 리더근접관리 
Indirect 

Effect 
Boot SE Lower Upper 

높음 -.037 .073 -.007 .058 

중간 .012 .020 -.015 .073 

낮음 .115 .062 .001 .245 
Note. Bootstrapping based on n=20000 sub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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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마찬가지로 리더근접관리가 낮을때만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리더근접관리가 높아질수록 불확실한 목표상황에서 방지초점 

자기규제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정서적 웰빙을 높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16 은 지지되었다.  

 

<표 34> 가설 17: 성장초점 자기규제, 자아실현적 웰빙, 성과지표 

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p 

1 성장초점 자기규제 자아실현적 웰빙 .36 .05 .39 7.03 < .01 

2 자아실현적 웰빙 직무성과 .39 .06 .32 6.52 < .01 

3 
성장초점 자기규제 직무성과 .15 .06 .13 .24 .02 

자아실현적 웰빙  직무성과 .34 .06 .28 5.24 < .01 

2 자아실현적 웰빙 조직시민행동-개인 .56 .06 .47 9.26 < .01 

3 
성장초점 자기규제 조직시민행동-개인 .01 .06 .01 .03 .98 

자아실현적 웰빙  조직시민행동-개인 .56 .06 .47 8.61 < .01 

2 자아실현적 웰빙 조직시민행동-조직 .28 .05 .28 5.24 < .01 

3 
성장초점 자기규제 조직시민행동-조직 .01 .06 .01 .04 .97 

자아실현적 웰빙  조직시민행동-조직 .28 .06 .28 4.87 < .01 

 

2.3 심리적 웰빙의 직무성과, 조직시민행동의 영향  

가설 17 부터 20 까지는 자기규제가 직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실현적 웰빙과 정서적 웰빙의 매개효과를 가설화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매개모형에 대한 회귀계수 분석과 

Bootstrapping 을 수행하였다. 먼저 성장초점 자기규제가 직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실현적 웰빙의 매개효과부터 

분석하였다. <표 34>에 자아실현적 웰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모형을 Bootstrapping 으로 확인하면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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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가설 17: 성장초점 자기규제와 성과, 자아실현적 웰빙 

Mediator: 자아실현적 웰빙   
Bias corrected bootstrap  

95% confidence interval 

Outcome: 
Indirect 

Effect 
Boot SE Lower Upper 

직무성과 .119 .031 .068 .189 

개인대상 조직시민행동 .197 .038 .128 .280 

조직대상 조직시민행동 .100 .026 .056 .159 
Note. Bootstrapping based on n=20000 subsamples. 

 

직무성과와 개인대상 조직시민행동, 조직대상 조직시민행동 등 모든 

성과지표에 자아실현적 웰빙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17은 

지지되었다.  

 

<표 36> 가설 18: 방지초점 자기규제, 자아실현적 웰빙, 성과지표 

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p 

1 방지초점 자기규제 자아실현적 웰빙 -.33 .05 -.39 -6.44 < .01 

2 자아실현적 웰빙 직무성과 .39 .06 .32 6.52 < .01 

3 
방지초점 자기규제 직무성과 -.30 .06 -.29 -4.90 < .01 

자아실현적 웰빙  직무성과 .29 .06 .24 4.71 < .01 

2 자아실현적 웰빙 조직시민행동-개인 .56 .06 .47 9.26 < .01 

3 
방지초점 자기규제 조직시민행동-개인 -.01 .06 -.01 -.10 .92 

자아실현적 웰빙  조직시민행동-개인 .55 .06 .47 8.68 < .01 

2 자아실현적 웰빙 조직시민행동-조직 .28 .05 .28 5.24 < .01 

3 
방지초점 자기규제 조직시민행동-조직 -.01 .06 -.10 -.14 .89 

자아실현적 웰빙  조직시민행동-조직 .28 .06 .27 4.88 < .01 

 

<표 36>에 방지초점 자기규제에 대한 자아실현적 웰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Bootstrapping 으로 확인하면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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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가설 18: 방지초점 자기규제와 성과, 자아실현적 웰빙 

Mediator: 자아실현적 웰빙   
Bias corrected bootstrap  

95% confidence interval 

Outcome: 
Indirect 

Effect 
Boot SE Lower Upper 

직무성과 -.095 .029 -.161 -.047 

개인대상 조직시민행동 -.182 .039 -.265 -.113 

조직대상 조직시민행동 -.092 .023 -.144 -.054 
Note. Bootstrapping based on n=20000 subsamples. 

 

직무성과와 개인대상 조직시민행동, 조직대상 조직시민행동 등 모든 

성과지표에 자아실현적 웰빙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18은 

지지되었다. 성장초점 자기규제와 성과지표 사이의 정서적 웰빙의 

매개효과에 대해 <표 38>에 회귀계수를 표시하였다. 

 

<표 38> 가설 19: 성장초점 자기규제, 정서적 웰빙, 성과지표 

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p 

1 성장초점 자기규제 정서적 웰빙 -.05 .04 -.07 -1.19 .23 

2 정서적 웰빙 직무성과 .06 .08 .04 .67 .49 

3 
성장초점 자기규제 직무성과 .27 .06 .24 4.50 < .01 

정서적 웰빙 직무성과 .08 .08 .05 1.00 .32 

2 정서적 웰빙 조직시민행동-개인 .16 .08 .10 1.87 .05 

3 
성장초점 자기규제 조직시민행동-개인 .21 .07 .19 3.21 < .01 

정서적 웰빙 조직시민행동-개인 .18 .08 .12 2.11 .04 

2 정서적 웰빙 조직시민행동-조직 .33 .07 .25 4.88 < .01 

3 
성장초점 자기규제 조직시민행동-조직 .12 .05 .13 2.27 .02 

정서적 웰빙 조직시민행동-조직 .34 .07 .26 5.05 < .01 

 

이 모형을 Bootstrapping 으로 확인하면 <표 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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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가설 19: 성장초점 자기규제의 성과, 정서적 웰빙 

Mediator: 정서적 웰빙   
Bias corrected bootstrap  

95% confidence interval 

Outcome: 
Indirect 

Effect 
Boot SE Lower Upper 

직무성과 -.004 .006 -.026 .003 

개인대상 조직시민행동 -.009 .010 -.038 .003 

조직대상 조직시민행동 -.018 .016 -.053 .009 
Note. Bootstrapping based on n=20000 subsamples. 

 

직무성과와 개인대상 조직시민행동, 조직대상 조직시민행동 등 모든 

성과지표에 정서적 웰빙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9 는 

기각되었다. 방지초점 자기규제와 성과지표 사이의 정서적 웰빙의 

매개효과에 대해 <표 40>에 회귀계수를 표시하였다.  

 

<표 40> 가설 20 검증결과: 방지초점 자기규제, 정서적 웰빙, 성과지표 

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p 

1 방지초점 자기규제 정서적 웰빙 .10 .04 .15 2.27 .02 

2 정서적 웰빙 직무성과 .06 .08 .04 .69 .49 

3 
방지초점 자기규제 직무성과 -.40 .06 -.39 -6.82 < .01 

정서적 웰빙 직무성과 .12 .08 .08 1.58 .12 

2 정서적 웰빙 조직시민행동-개인 .16 .08 .10 1.87 .06 

3 
방지초점 자기규제 조직시민행동-개인 -.21 .07 -.21 -.3.17 < .01 

정서적 웰빙 조직시민행동-개인 .19 .08 .13 2.28 .02 

2 정서적 웰빙 조직시민행동-조직 .33 .07 .25 4.88 < .01 

3 
방지초점 자기규제 조직시민행동-조직 -.13 .05 -.16 -.254 .01 

정서적 웰빙 조직시민행동-조직 .35 .07 .27 5.20 < .01 

 

이 모형을 Bootstrapping 으로 확인하면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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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가설 20: 방지초점 자기규제의 성과, 정서적 웰빙 

Mediator: 정서적 웰빙   
Bias corrected bootstrap  

95% confidence interval 

Outcome: 
Indirect 

Effect 
Boot SE Lower Upper 

직무성과 .012 .009 .001 .038 

개인대상 조직시민행동 .019 .013 .002 .055 

조직대상 조직시민행동 .034 .016 .009 .071 
Note. Bootstrapping based on n=20000 subsamples. 

 

직무성과와 개인대상 조직시민행동, 조직대상 조직시민행동 등 모든 

성과지표에 정서적 웰빙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20 은 

지지되었다. 

 

<그림 8> 가설 21b 검증결과: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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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중심화 

시킨 후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위계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에 

결과를 표시하였다.  

<표 42> 가설 21: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Outcome 자아실현적 웰빙  정서적 웰빙 

Predictor Coeff SE t-ratio p-value  Coeff SE t-ratio p-value 

상수항(β0)          

  상수항(γ00) 4.62 .07 63.72 < .01  4.00 .04 97.55 < .01 

성별(β1)          

  상수항(γ10) -.01 .07 -.11 .91  -.01 .08 -.05 .96 

나이(β2)          

  상수항(γ20) -.01 .01 -1.97 .04  .01 .01 1.55 .12 

학력(β3)          

  상수항(γ30) -.01 .03 -.21 .84  .01 .04 .01 .99 

직무만족(β4)          

  상수항(γ40) -.01 .02 -.57 .57  .01 .03 .54 .59 

직무열의(β5)          

  상수항(γ50) .29 .04 6.56 < .01  .05 .05 .98 .33 

직무부담(β6)          

  상수항(γ60) -.05 .05 -1.16 .25  -.02 .05 -.40 .69 

성장초점 자기규제(A) (β7)          

  상수항(γ70) .08 .03 2.74 < .01  -.08 .04 -1.81 .07 

긍정심리자본(B) (β8)          

  상수항(γ80) .12 .05 2.27 .02  .20 .05 3.93 < .01 

상호작용항(A*B) (β9)          

  상수항(γ90) .05 .03 1.48 .14  .11 .04 2.6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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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자아실현적 웰빙에 대한 성장초점 자기규제와 

긍정심리자본의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05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1a 는 기각되었다. 

 

<표 43> 가설 22: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Outcome 자아실현적 웰빙  정서적 웰빙 

Predictor Coeff SE t-ratio p-value  Coeff SE t-ratio p-value 

상수항(β0)          

  상수항(γ00) 4.62 .07 63.87 < .01  4.01 .34 104.50 < .01 

성별(β1)          

  상수항(γ10) -.02 .06 -.23 .82  -.01 .08 -.18 .86 

나이(β2)          

  상수항(γ20) -.01 .01 -1.91 .05  .01 .01 1.13 .26 

학력(β3)          

  상수항(γ30) -.01 .03 -.02 .99  .02 .04 .43 .67 

직무만족(β4)          

  상수항(γ40) -.01 .02 -.60 .55  .02 .02 .90 .37 

직무열의(β5)          

  상수항(γ50) .27 .05 5.63 < .01  .04 .06 .72 .47 

직무부담(β6)          

  상수항(γ60) -.06 .05 -1.29 .20  -.05 .04 -1.09 .27 

방지초점 자기규제(A) (β7)          

  상수항(γ70) -.05 .04 -1.42 .16  .12 .04 2.89 < .01 

긍정심리자본(B) (β8)          

  상수항(γ80) .11 .05 2.17 .03  .21 .05 4.23 < .01 

상호작용항(A*B) (β9)          

  상수항(γ90) -.09 .03 -2.64 < .01  -.10 .05 -1.9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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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호작용항은 정서적 웰빙에 대해서는 계수가 .11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21b 는 지지되었다. 시각적 확인을 위해 그래프를 

그려 <그림 8>에 도시하였다. 가설대로 긍정심리자본이 적은 구성원일수록 

성장초점 자기규제를 함에 따라 정서적 웰빙의 침해가 크게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가설 21b 는 지지되었다. 방지초점 자기규제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표 43>에 나타내었다.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자아실현적 웰빙에 대한 성장초점 자기규제와 

긍정심리자본의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09 이고 가설과는 반대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22a 는 기각되었다.  

 

<그림 9> 가설 22a: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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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가설 22b: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이 상호작용항은 정서적 웰빙에 대해 계수가 -.10 이고 가설과는 

반대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 22b 는 기각되었다. 

시각적 확인을 위해 그래프를 그려 <그림 9>와 <그림 10>에 도시하였다. 

 

3. 연구결과 요약 

<표 44>에 통계분석결과에 따른 가설의 지지와 기각 여부를 정리하였다. 

가설 1부터 10까지는 목표와 자기규제와 심리적 웰빙 간의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가설이다. 가설 9를 제외한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다. 

목표의 어려움은 성장초점 자기규제를 통해 정서적 웰빙을 변화시키고, 

목표 불확실성은 방지초점 자기규제를 통해 자아실현적 웰빙과 정서적 

웰빙을 변화시킨다.  



132 

 

<표 44> 연구가설의 지지 여부 정리 

가설 내용 형태 결과 

1 목표의 어려움 → 성장초점 자기규제 직접 지지 

2 성장초점 자기규제 → 자아실현적 웰빙 직접 지지 

3 목표의 어려움 → 성장초점 자기규제 → 자아실현적 웰빙 매개 지지 

4 성장초점 자기규제 → 정서적 웰빙 직접 지지 

5 목표의 어려움 → 성장초점 자기규제 → 정서적 웰빙 매개 지지 

6 목표의 불확실성 → 방지초점 자기규제 직접 지지 

7 방지초점 자기규제 → 정서적 웰빙 직접 지지 

8 목표의 불확실성 → 방지초점 자기규제 → 정서적 웰빙 매개 지지 

9 방지초점 자기규제 → 자아실현적 웰빙 직접 기각 

10 목표의 불확실성 → 방지초점 자기규제 → 자아실현적 웰빙 매개 지지 

11 목표의 어려움 X 리더근접관리 → 성장초점 자기규제 조절 기각 

12 목표의 불확실성 X 리더근접관리 → 방지초점 자기규제 조절 지지 

13 
목표의 어려움 → 성장초점 자기규제 X 리더근접관리  

→ 자아실현적 웰빙 
매개조절 기각 

14 
목표의 어려움 → 성장초점 자기규제 X 리더근접관리  

→ 정서적 웰빙 
매개조절 기각 

15 
목표의 불확실성 → 방지초점 자기규제 X 리더근접관리  

→ 자아실현적 웰빙 
매개조절 지지 

16 
목표의 불확실성 → 방지초점 자기규제 X 리더근접관리  

→ 정서적 웰빙 
매개조절 지지 

17a 성장초점 자기규제 → 자아실현적 웰빙 → 직무성과 매개 지지 

17b 성장초점 자기규제 → 자아실현적 웰빙 → 조직시민행동 매개 지지 

18a 방지초점 자기규제 → 자아실현적 웰빙 → 직무성과 매개 지지 

18b 방지초점 자기규제 → 자아실현적 웰빙 → 조직시민행동 매개 지지 

19a 성장초점 자기규제 → 정서적 웰빙 → 직무성과 매개 기각 

19b 성장초점 자기규제 → 정서적 웰빙 → 조직시민행동 매개 기각 

20a 방지초점 자기규제 → 정서적 웰빙 → 직무성과 매개 지지 

20b 방지초점 자기규제 → 정서적 웰빙 → 조직시민행동 매개 지지 

21a 성장초점 자기규제 X 긍정심리자본 → 자아실현적 웰빙 조절 기각 

21b 성장초점 자기규제 X 긍정심리자본 → 정서적 웰빙 조절 지지 

22a 방지초점 자기규제 X 긍정심리자본 → 자아실현적 웰빙 조절 반대지지 

22b 방지초점 자기규제 X 긍정심리자본 → 정서적 웰빙 조절 반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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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목표에 대응하여 성장초점 자기규제를 늘린 

정서적 웰빙의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목표가 불확실할 때 

조직구성원은 자신의 자원을 보존하는 방향인 방지초점 자기규제를 늘리게 

되고, 그 결과 정서적 웰빙은 증진할 수 있으나 자아실현적 웰빙은 

침해되게 된다. 가설 11부터 16까지는 리더근접관리의 다수준 조절효과와 

매개된 조절효과를 가설화 하였다. 

분석결과 목표의 불확실성이 방지초점 자기규제에 미치는 영향에만 

유의했고 성장초점 자기규제를 통한 방법은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 17에서 

20까지는 성과와 조직시민행동에 심리적 웰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성장초점 자기규제가 정서적 웰빙을 통해 성과지표로 이어지는 

관계만 유의하지 않았다. 그 밖의 성장초점 자기규제와 방지초점 

자기규제가 자아실현적 웰빙을 통해 성과지표로 이어지는 관계는 

지지되었고, 방지초점 자기규제가 정서적 웰빙을 통해 성과지표로 이어지는 

관계도 지지되었다.  

긍정심리자본은 자기규제가 심리적 웰빙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조절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이 많은 구성원일수록 성장초점 자기규제를 통해 정서적 

웰빙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자아실현적 측면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방지초점 자기규제에는 예상과 반대방향의 효과를 보였다.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구성원은 방지초점 자기규제에 참여할수록 자아실현적 

웰빙의 감소폭이 크고, 정서적 웰빙의 증가폭이 작았다. 가설검증결과를 

연구모형상에 표시하였다.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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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가설의 지지 여부 정리 

 

 

제 7 절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웰빙을 자아실현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조직에서 주어지는 목표의 특성에 따라 추구하는 심리적 웰빙이 

달라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상황변수로 리더근접관리와 

긍정심리자본을 고려하여 조절효과와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조직 상황에서 주요 목표로 추구되는 직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에 

이들 독립, 조절, 매개변수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증하였다.  

1. 연구모형상의 논의  

이 논문의 연구모형은 기대이론과 동기이론에 근거하여 쓰여졌다. 목표가 

어렵고 불확실한 것은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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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 그러나 일단 목표가 수용되고 나면 목표의 두 측면은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리키게 된다. 어렵지만 분명한 목표를 받아들인 조직구성원은 

자신의 자원을 소비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성장초점 자기규제로 이어진다. 본 논문의 가설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지지되었다. 한편 목표를 받아들인다 해도 목표의 불확실성이 높다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된다. 

따라서 목표가 수용된 시점에서 목표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자원 소모에 

반대의 영향을 주게 된다. 자신의 자원을 지키려고 하게 되고 방지초점 

자기규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자원기반관점이나 직무요구-통제-

지원이론에서 설명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본 연구는 그 자원의 

소비나 보존이 자신의 선택이 아닌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시사점이 있다.  

리더근접관리는 부하직원의 창의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Zhou, 2003). 

타인에 의해 감시 당하는 상태에서의 성장초점 자기규제는 비자발적인 

것이며, 설사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자아실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목표의 어려움과 성장초점 자기규제의 관계에 미치는 

리더근접관리의 영향과 자아실현적 웰빙과의 관계를 가설화 했으나(가설 11, 

13, 14) 기각되었다. 이는 리더근접관리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자원소모는 심리적 웰빙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매개효과 분석을 

통한 관계의 확인은 목표가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에 미치는 

과정을 더 확실히 한다. 어려운 목표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심리자본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성장초점 자기규제 등을 

수행할 때 자아실현적 웰빙을 증대 시킬 수 있다. 한편 방지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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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규제의 경우 리더근접관리는 방지초점 자기규제가 자아실현적 웰빙과 

정서적 웰빙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조절한다. 가설 12가 지지되었다. 

방지초점 자기규제는 스스로 책임지거나 비난 받을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규정을 준수하는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성장초점 자기규제와는 

다르게 리더가 감시하고 관리하기에 물리적으로 더 용이하다. 목표가 

불분명할 때 자신의 자원을 보존하고 노력을 줄이려는 경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다시 말해 리더근접관리는 성장초점 자기규제가 유발하는 

행동보다는 방지초점 자기규제가 유발하는 행동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이유로 방지초점 자기규제의 가설(가설 12, 15, 16)이 지지되고 성장초점 

자기규제의 가설(가설 11, 13, 14)가 기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 22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사람들은 방지초점 자기규제를 많이 

함에 따라 자아실현적 웰빙의 침해가 적고 정서적 웰빙의 증진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표 41>과 <그림 9>,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졌다.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사람들은 

방지초점 자기규제를 많이 함에 따라 자아실현적 웰빙의 침해가 크고 

정서적 웰빙의 증진이 작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안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다르다.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성장초점 자기규제는 .15, 방지초점 자기규제는 -.21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즉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사람은 성장초점 자기규제를 많이 하고, 

방지초점 자기규제를 적게하려는 성향을 가진다. 만약 자신감이 있고, 

낙관적이고, 희망이 있으며 회복탄력성이 높은 긍정심리자본이 많은 사람이 

목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방지초점 자기규제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로 인해 자기의 성장과 배움이 정체된다고 느끼게 된다.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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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활발하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자아실현 대비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불안감, 초조함이 

증대되어 정서적 웰빙도 둔화될 것이다. 반면 긍정심리자본이 낮아 

자기자신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희망이 없고 비관적이고 회복탄력성이 

낮은 사람이라면 방지초점 자기규제의 증가를 반길 것이다. 자아실현에 

대한 기대가 적으니 실망감도 적고, 정서적으로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그림 12> 긍정심리자본, 자아실현적 웰빙, 방지초점 자기규제 

 

 

<표 41>의 회귀계수 값을 그대로 이용하여 X축과 조절변수를 변경하여 

<그림 12>,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회귀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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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다수준 회귀방정식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그리고 둘의 

상호작용항을 동시에 투입하여 검증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완전히 동등하다. 자아 실현적 웰빙과 정서적 웰빙 모두 

긍정심리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런 경향성은 

방지초점 자기규제가 낮을 때 더 강했다. 즉 지지된 가설 21과 반대로 나온 

가설 22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긍정심리자본이 증가한다면 심리적 웰빙의 

양 측면을 높일 수 있고, 그 방법은 낮은 방지초점 자기규제와 높은 

성장초점 자기규제이다. 

 

<그림 13> 긍정심리자본, 정서적 웰빙, 방지초점 자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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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및 측정 측면에서의 논의 

본 연구는 일반적인 조직구성원을 모집단으로 한다. 통계는 표본의 

특성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한다. 표본이 왜곡되어 있거나 편향되어 

있다면 모집단의 특성이 왜곡되거나 편향되어 분석될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 직업과 학력, 연령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였다. 총 333명의 표본 중 남성이 70.3%로 다수였고, 기혼자가 

72.1%로 다수를 차지했다. 나이대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으나 학력의 

경우 대졸자가 172명 51.7%로 다수였고 직종의 경우 사무관리직이 

134명으로 40.2%였다. 즉 30대-대졸-기혼-남성-사무관리직이 본 표본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면 가설검증의 외적 

타당도가 떨어진다. 더 많은 자료를 모으거나 국내외 모집단의 성별, 나이, 

결혼여부, 직종, 학력 등의 실제 분포와 비슷한 비율의 표본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변수의 측정을 위해 응답원천을 상사-부하로 분리하고, 시점도 

2번으로 분리해서 총 4개의 자료원천에서 응답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표 14>에서 볼 수 있듯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이 있다. 목표와 

심리적 웰빙 간에 .4가 넘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잠재적으로 

동일방법편의의 위험을 가리킨다.  

각 변수들의 경우에도 세부차원이 있는 변수들은 세부차원으로 분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통합차원으로 분석을 해야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병행하여 현재의 

표본공간에서 가장 적합한 분석방향으로 변수의 세부차원을 설정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이나 심리적 웰빙도 세부차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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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의 방향성이 반대로 될 수도 있다. 또한 직무외성과는 자발성이 

특징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의 그런 조직시민행동들은 많은 경우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들이다. 

즉 본 연구에서 가설화 한 대로 성장초점 자기규제와 연결되기 보다는 

방지초점 자기규제와 연결되는 것이 한국사회의 조직문화에는 더 적합할 수 

있다.    

 

3. 분석방법 측면에서의 논의 

가설검증에는 다양한 분석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어떤 통제변수를 넣을 

것인가, 어떤 통계기법을 사용할 것 인가에 대해서 본 연구는 대중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조직행위론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석방법인 위계선형모형을 축으로 하여 직접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였고, 

다수준 분석에 있어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Gavin & 

Hofmann(2002)의 방식을 따라서 함수를 구성하고 중심화를 시켰다. 

요인분석을 통해 일부 문항이 연구변수측정에서 제거되기도 하였다. 

연구변수의 측정도구를 개발할 때 요인적재량을 확인하여 문항을 

제거하거나 새로 만들지만, 측정 환경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개발할 때의 

요인과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행위론에서 

널리 쓰이는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연구변수를 측정하였으나 긍정심리자본과 

정서적 웰빙, 자아실현적 웰빙의 주요 연구변수에서 모든 문항을 개발된 

것처럼 활용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문항은 의도한 대로 활용되었으므로 

연구모형의 통계분석이 가능했지만, 전체 문항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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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논문은 조직구성원의 행복을 심리적 웰빙으로 연구하며 그 세부차원을 

자아실현적 웰빙과 정서적 웰빙으로 구분하였다. 각각 Ryff & Keyes(1995)와 

Warr(1990, 1992)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두 측정도구 모두 Likert 척도로 

측정이 되었으나, 자아실현적 웰빙의 경우 7점 척도로, 정서적 웰빙의 경우 

6점 척도로 측정이 되었다. Ryff & Keyes(1995)의 측정도구는 “일반적으로, 

나는 내 삶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식의 문장에 대한 평가로 

응답을 하는 일반적인 설문지 형태를 띄고 있고, 비록 조직행위론에서 

Warr(1990, 1992)의 측정도구는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이 측정도구는 “지난 

2주간 당신의 업무가 얼마나 당신을 다음과 같은 정서를 가지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한 후 편안함, 충실함, 쾌활함 등의 정서상태의 

빈도를 조사한다. 두 측정도구의 측정방식이 달라 동일한 회귀함수에서 

분석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측정도구는 윤리적 리더십, 고성과작업시스템, 도움행동 등의 변수와 

함께 분석되기도 했고(Kalshoven & Boon, 2012), 직무연관성, 자신감, 

직무만족, 생산성 등과 함께 연구되기도 했다(Rogelberg et al., 2006). 이 

연구들에서 Warr(1990, 1992)의 정서적 웰빙 측정도구는 일반적인 문장형 

설문지로 측정된 연구변수들과 함께 회귀함수에 포함되어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조직행위론의 연구방법론에서 문장형 질문이나 단어형 질문이나 

Likert 척도로 측정했다면 연속변수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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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심리적 웰빙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2요인 

1 2 

2. 일반적으로, 나는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67 -.23 

3. 나는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8 -.22 

4. 누군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나에게 어렵다. .46 -.16 

6. 내 삶에 일어난 다양한 일들이 즐겁다. .62 -.11 

7. 일반적인 의견과 다를 때도 나는 내 의견에 자신이 있다. .53 -.19 

9. 인생은 지속적인 배움과 변화, 성장이다. .55 -.18 

10. 다들 나를 기꺼이 타인을 위해 시간을 쓰는 호혜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  
.51 -.08 

11. 나는 목적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62 -.09 

12. 나는 내 성격의 많은 부분을 좋아한다. .72 -.16 

13. 나는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보다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45 -.24 

14. 나는 하루하루의 삶의 대부분의 의무를 잘 수행한다. .65 -.14 

16. 나는 따뜻하고 신뢰 깊은 관계를 많이 갖지 않는다.  .55 -.14 

18. 나는 내 인생의 성취에 대해 실망스럽다.   .58 -.05 

1. 편안함 .18 .53 

3. 침체됨 .16 .56 

4. 침착함 .28 .46 

5. 충실함 .22 .54 

6. 우울함 .22 .53 

7. 낙관적 .29 .58 

9. 열정적 .25 .45 

11. 비참함 .41 .47 

12. 불안함 .22 .55 

고유값 4.99 2.79 

설명된 개별분산 22.70 12.67 

설명된 누적분산 22.70 35.37 

χ2 305.58 

df 188 

p-value < .01 

RMSEA 0.04 

 

따라서 위계선형모형분석에 활용되는데 수리통계적 문제는 없다. 하지만 

본 논문은 기존의 다른 논문들과는 다르게 심리적 웰빙의 두 측면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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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며 자아실현적 측면은 문장형 설문으로, 정서적 측면은 모든 문항에 

해당하는 문장형 질문을 하나 제시한 상태로 단어형 설문으로 측정하였다. 

그래서 이들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에 논의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심리적 웰빙 측정에 사용된 모든 문항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표 45>에 

표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실현적 웰빙과 정서적 웰빙은 각각 요인 1과 

요인 2에 적재되었다. 이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증해보면 각 문항을 

자아실현적 웰빙과 정서적 웰빙의 잠재요인으로 적재하고 분석한 결과 

χ2는 365.14, 자유도가 229이고 CFI값이 .91, TLI값이 .91, RMSEA값이 .04로 

모형적합도가 우수하였다. 

정리하면 두 변수는 조직행위론에서 활용되는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되었고, 기존 문헌에서도 다른 연구변수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분석되었으며, 본 연구의 자료에서도 적절한 요인구성과 신뢰도를 보여 

통계분석에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심리적 웰빙을 비교하려는 본 논문의 

연구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형태의 설문 문항의 구성으로 측정이 

되었다면 결과 해석이 용이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논문의 측정과 

분석상의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지적될 수도 있다.  

본 논문은 일반선형모형을 검증함에 있어서 다변량 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하지 않고 위계선형모형 분석을 이용하였다. 조직행위론은 

조직구성원을 일반화의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개인보다 상위수준에서 

내재화된(nested)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개인수준의 

가설을 연구할때도 팀이나 조직의 영향력을 통제해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해야 한다. 연구에서 조직이나 팀에서 한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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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한 쌍의 리더-구성원쌍을 측정한 경우가 아니고 다수의 구성원이 

자료에 포함된 경우에는 위계선형모형을 수행해야 타당하고, 이를 통해 

조직이나 팀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에야 가설 검증이 의미를 가질 것이다. 

본 논문의 자료 역시 내재화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고, 리더근접관리 등 

다수준 분석이 필요한 연구가설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행위론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다변량 선형 회귀분석이 아닌 위계선형모형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조직행위론의 방법론의 엄밀성을 추구하였다.  

 

제 8 절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상의 논의와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직구성원의 행복은 심리적 웰빙의 변수로 측정되고 

다시 자아실현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두 

측면이 특정한 목표상황에서 서로 차별적인 증진과 침해과정을 가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 두 측면은 일반적으로 상호 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조직구성원은 성장의 기쁨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고양된다. 또한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상태의 조직구성원일수록 조직성과에 

기여하고 조직시민행동에 참여하여 조직 내 자아실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조직에서 주어진 목표가 어렵고 동시에 불확실할 때는 이런 

정적인 관계는 뒤집힌다. 자신의 노력을 기울일 대상을 찾지 못하는 

구성원들은 방지초점 자기규제 성향을 늘림으로써 정서적 웰빙을 증진하고 



145 

 

자아실현적 웰빙을 침해한다. 어려운 목표를 받아들인 구성원들은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의 긍정심리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성과지표를 

향상시킨다. 자아실현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한편 정서적 웰빙을 침해한다.  

둘째, 조직구성원들에게 행복은 어느 한 극단의 추구가 아니라 양 측면의 

균형이다. 한국사회에는 조직 내 자아실현을 위해 자신의 자원을 

과다소모하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 그것이 근면함이며 

성실함이다. 앞에서 밝힌 대로 대부분의 경우 정서적 측면과 자아실현적인 

측면의 웰빙은 비례하며 이 경우 행복의 추구에 모순점이 없다. 그러나 본 

논문과 같은 딜레마 상황에서는 어느 한 측면을 추구하면 다른 쪽을 잃게 

된다. Csikszentmihalyi(2000)는 몰입(flow)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어떤 행동에 

몰입하면 사회적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정서를 의식하지 않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자본이 축적되게 된다. 그는 명확한 목표, 

즉각적인 피드백, 능력과 과제의 균형이 몰입을 이끈다고 보았다. 이처럼 양 

측면의 균형으로 얻을 수 있는 몰입의 경험이 행복의 궁극적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명확하면서도 어려운 목표를 

설정해야 구성원의 행복과 조직의 성과지표를 동시에 증진할 수 있다.  

 셋째, 구성원의 직무목표는 구성원들의 직무성과, 직무외성과로 연결되는데 

심리적 웰빙은 그 과정을 매개한다. 대부분의 심리적 웰빙을 통한 

매개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본 논문의 연구모형은 목표 그 자체의 특성이 

동기를 발현시켜 행동으로 이어지는 고전 동기이론을 발전시켜 목표가 

개인의 노력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자아실현적 측면, 정서적 측면의 

심리적 웰빙이 변화하는 양상을 밝혔다. 이런 심리적 웰빙은 직무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목표를 내재화하고 성장 지향적인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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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짐으로서 조직에 기여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 

넷째, 부정적인 목표상황에서는 정서적 웰빙을 추구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에 더 우월한 길이다. 불확실한 목표상황에서 방지전략을 통해 정서적 

웰빙을 높이는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그것이 비록 직무성과나 

직무외성과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최선의 

행복을 찾는 길임을 증명하였다. 조직이 직무성과나 조직시민행동 등 

직무외성과를 증진하고 싶다면 목표의 불명확함을 줄이고 확실하고 분명한 

성과기준, 직무일정, 직무방법론을 확립해야 한다. 그래야 구성원들로 

하여금 성장초점 자기규제를 통해 자아실현적 웰빙을 증진시키고 

직무성과와 직무외성과를 높이도록 할 수 있다.  

다섯째, 긍정심리자본은 가치중립적으로 작용한다. 긍정조직행위론이 

주창된 이후 Luthans(2007) 등에 의해 긍정심리자본은 마치 ‘선’한 것으로 

여겨졌다. 연구 1에서 진행한 메타분석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많은 

구성원들이 적은 구성원들에 비해 더 행복하고, 열정적이고, 참여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긍정심리자본이 주로 행복의 

선행요인과 행복과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하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이다. 

하지만 연구 2에서 검증한대로 긍정심리자본은 행복의 인과관계를 

변화시킨다. 즉, 본 연구의 상황처럼 자아실현적 웰빙과 정서적 웰빙이 서로 

차별적으로 증진, 침해가 되는 상황에서의 긍정심리자본은 어느 한 차원의 

행복을 증진시키면서도 다른 차원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경향성을 

억제한다. 성장초점 자기규제를 늘려 자신의 자원을 빠르게 소모하는 

상황에서는 자아실현적 웰빙을 더 강하게 증진하고 정서적 웰빙의 침해를 

막는다. 그러나 방지초점 자기규제를 하는 상황에서는 자아실현적 웰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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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고 정서적 웰빙의 증진을 막는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며 다시 말해 가치중립적이다.  

여섯째, 개인의 행복 추구에 있어서 리더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리더근접관리 상황에서 성장초점 자기규제의 가설들은 대부분 기각이 

되었고, 방지초점 자기규제의 가설들이 지지가 되었다. 방지초점 자기규제는 

규정을 준수하고 비난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행동만 하는 등 좀 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조직성과 향상을 위해 구성원들의 

노력확대가 필요할 경우 리더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보다는 목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서 조직이 원하는 성과를 내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이론적 기여와 실무적 기여 

2.1 이론적 기여 

본 연구는 조직행위론의 몇 분야에 걸쳐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첫째, 

가장 직접적으로 긍정조직행위론 분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긍정조직행위론은 기존 조직행위론이 주로 직무상황에서의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해서 조직이 원하는 직무성과 등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비판하면서 긍정심리자본의 선순환을 통한 조직과 구성원의 

동반성장(나선상승효과)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의 목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나선상승효과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오히려 

나선하강효과가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밝히고 실증자료를 이용해 

검증하였다. 즉, 목표가 어렵고 불문명한 상황에서의 자기 자원의 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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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실현적 웰빙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서적 웰빙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본 논문은 목표와 자기규제, 심리적 웰빙과 성과지표와의 

관계를 복잡한 인과과정으로 검증함으로써 긍정조직행위론 분야의 미흡함을 

보강하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심리학의 자기규제이론에 조직상황의 심리적 웰빙을 연결함으로써 

자기규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자원기반 관점으로 자기규제를 바라보고 

기존의 이론들을 <그림 5>와 같이 하나의 연구 틀로 통합했다. 즉 

목표설정이론, 자기규제이론, 자기결정이론을 묶어 자원을 소모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고, 직무요구-통제-지원이론, 

자원보존이론, 구축 및 확장이론, 정서적 사건반응이론, 사회적 태만이론을 

묶어 자원을 보존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자기규제의 연구변수인 성장초점 자기규제와 방지초점 자기규제를 

실증자료를 이용해 검증함으로써 비슷한 논의가 중복되어 이어지고 있는 

목표지향성(goal orientation) 연구와 자기규제 분야를 구분하였다.  

셋째, 리더근접관리를 조절변수로 검증함으로써 리더십 연구에도 

기여하였다. 리더근접관리는 폭력적 관리(abusive supervision)보다는 

덜하지만 구성원에게 간섭하고 감시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연구되었다(Zhou, 2003). 본 연구에서는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리더근접관리가 복잡한 인과과정 상에서 작용하여 성장초점 자기규제와 

같은 자기규제 전략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아실현적 웰빙과 정서적 

웰빙에, 나아가 조직성과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리더근접관리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단순히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를 넘어 구성원 행동의 상황요인으로서 연구될 수 있는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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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였다.  

넷째, 목표연구분야에 기여하였다. 기존의 목표연구는 주로 

목표지향성으로 연구가 되거나 혹은 직무진단설문(job diagnostic survey, 

Hackman & Oldham, 1975)의 틀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목표의 

어려움과 명확성은 자기결정이론의 틀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그에 더하여 목표 상황이 개인의 자본 투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밝히고, 이를 통해 개인의 행동적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목표연구에 기여하였다. 특히 학습목표지향성이나 성과증명 

목표지향성, 성과회피 목표지향성으로 구성되는 목표지향성의 경우 개인의 

특질(trait)로 연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직에서 어떤 개인의 

목표지향성을 크게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나 자기규제와 같은 경우는 

피드백요구, 감정조절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구되기도 하고(Porath & 

Bateman, 2006), 본 논문에서처럼 상태적 자기규제전략으로 연구되기도 해서 

조직에서 변화시키거나 개인이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목표지향성에서 쓰이는 이론체계나 논리체계를 이용하면서도 특질이 가지고 

있는 변화불가능의 한계를 벗어나 본 논문의 실증모형과 같은 새로운 

연구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표연구에 기여하였다.  

다섯째, 자기규제와 조직시민행동을 연계하고, 심리적 웰빙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조직시민행동 연구분야에 기여하였다. 연구 1의 메타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문헌에서 심리적 웰빙과 조직시민행동은 주로 자아실현적 

측면에 집중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자기규제와 조직시민행동을 

연결하고 자아실현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심리적 웰빙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가설화 한 4개의 방향성(가설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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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중 가설 19를 제외하고 모두 지지되었다. 이는 자기규제로 인한 자원의 

증감은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주어 조직시민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조직시민행동을 높이고 싶다면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을 관리해야 

한다.  

여섯째, 자원의 보유와 소비, 보존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변수를 설정하고 

심리적 웰빙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심리적 탈진(burnout) 

연구분야에도 시사점을 주었다. Maslach & Jackson(1981)의 연구 이후, 

심리적 탈진은 조직행위론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 때로는 심리적 

웰빙과 행복의 측정도구로 그들이 개발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심리적 탈진의 연구는 주로 자원보존이론과 직무요구-

통제-지원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다보니 자원의 손실로 인한 감정적 

탈진(emotional exhaustion), 몰개성화(depersonalization), 침체된 

자기성취(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가 주요 관심사였다. 본 연구는 

자원의 손실이 정서적 측면의 심리적 웰빙을 침해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심리적 탈진 연구와 동일한 방향성의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동시에 

자원의 활용으로 인한 자아실현적 웰빙의 증진을 보고함으로써 심리적 탈진 

연구와는 다른 방향성의 연구결과도 보고하였다. 이는 자원의 활용으로 

인한 손실이 항상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심리적 탈진의 연구에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자원을 소모해도 자아실현적 웰빙을 증진한다면 이를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고 심리적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곱째, 노력소모의 자발성이 심리적 웰빙의 두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자기결정이론 연구분야에 기여했다. 자기결정이론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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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유능감, 연계성의 세 측면이 충족될 때 조직구성원의 내적 동기가 

발현되며 외적 보상에 의한 외적 동기에 비해 행동변화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리더근접관리를 통한 

비자발적인 노력소모가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행복연구에 있어서의 자기결정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자아실현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모두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증진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자발적으로 심리적 웰빙의 선행요인을 

증가시키는 것은 궁극적인 행복을 증진시킬 수 없다.  

 

2.2. 실무적 기여 

본 연구를 통해 조직의 실무적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심리적 웰빙 연구는 심리적 웰빙을 추구해야할 목표로 

보고 연구모형상에서 종속변수로 보았다. 그러다 보니 심리적 웰빙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우에 그것이 조직에 주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가 

드물었다.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의 심리상태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직무성과와 개인대상 조직시민행동, 조직대상 조직시민행동을 종속변수로 

놓고 심리적 웰빙의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조직에서 추구해야할 실무적 

기여점을 연구에 연결하였다. 조직은 구성원의 행복을 대가로 성과를 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를 내어 보상을 줌으로써 구성원의 자아실현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상황에서의 감정노동이나 과다한 업무강도로 인한 심리적 

탈진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목표의 명확화와 목표 난이도의 현실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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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 

Ashforth, & Mael, 1989)에 따르면 조직상황에서 구성원은 자신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일체화 시키게 되고, 이를 통해 자아정체성의 일부를 

확립한다. 본 논문에서 실증한대로 목표가 어렵고 동시에 불명확하다면 

구성원은 자아실현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웰빙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가 

없다. 어느 한쪽이 침해되고, 특히 성장초점 자기규제를 통해 자원을 소모할 

경우 심리적 탈진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조직은 구성원의 직무성과와 

직무외성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도 목표의 일정, 방법, 성과기준 등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고,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런 과정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조직상황에서 때로 반비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아실현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행복을 양립시키는 방법을 조직에게 

제시함으로써 조직 성과와 구성원 행복을 모두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셋째, 최근 조직에서의 긍정심리자본의 구축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Luthans, Avey, Avolio, & Peterson, 2010). 조직구성원의 

긍정심리자본이 구축되면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를 내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자신이 성장하는 고양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다시 

긍정심리자본으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에서 정서적 웰빙 

또한 증진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리더가 근접관리를 줄이고 목표를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설정한다면 성장초점 자기규제를 통해 자아실현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이 동시에 증진될 수 있다. 증진된 심리적 웰빙은 

긍정심리자본을 구축시키고 조직의 성과도 증진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리더근접관리와 긍정심리자본은 서로 대응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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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구성원은 리더의 근접관리가 불필요하다. 임파워링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의 성과와 긍정심리자본의 구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넷째, 현대사회의 조직에서 구성원의 행복은 조직의 목표 중 하나로 

추구되고 있다(Luthans, 2002).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구성원의 행복이 

단순한 차원의 심리상태가 아니며 때로는 각 세부차원이 반비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임금상승이나 권한상승 등의 단일한 처방이 있지 않다. 종합적인 과정을 

고려하고 개인화된 배려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조직에서 

인사관리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각 조직이나 구성원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과 리더근접관리를 개인 내부와 외부의 상황적 요인으로 

고려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개인에게는 어렵고 

명확한 목표를 주어 자아실현적 웰빙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게 행복한 

구성원을 만드는 길이며, 낮은 개인에게는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를 통해 

정서적 웰빙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리더근접관리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어야 한다.   

다섯째,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목표에 매진하여 노력을 기울이게 만들고 

싶다면 금전적 보상 등 외적 보상보다는 목표달성과 자아실현 등의 내적 

보상을 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는 자기결정이론(Ryan & Deci, 2000)에서 

예측하는 것과 일치한다. 외적 보상으로 인한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보상을 

통한 내적 동기의 발현이 목표달성에 더 유리하며, 특히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비자발적 성과지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외적 보상을 통한 자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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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심리적 자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 외적 동기는 단기적으로는 구성원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자원이 모두 소진되고 나면 더 이상 목표에 기여할 수 없게 되고 

보상의 효과도 떨어지게 된다.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행복은 구성원들에게 

궁극적 목표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소모해도 그 과정에서 

행복이 증진된다면 심리적 자원을 다시 구축할 수 있다. 이것이 

몰입(Csikszentmihalyi, 2000)의 과정이며, 나선상승효과(Fredrickson, 

2001)이다. 이를 통해 목표달성과 직무성과와 조직구성원의 행복이 선순환 

할 수 있다.  

마지막 여섯째, 본 논문은 목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인의 자기규제전략, 

심리적 웰빙, 성과지표의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직무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목표관리(MBO, management by objective)의 분야는 

외부환경에 따른 조직전략과 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하향식으로 

분배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직무설계의 방향은 구성원의 행복과 

조직성과를 동시에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목표의 어려움과 명확성이 자아실현적 웰빙과 조직성과를 동시에 

증진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단지 조직전략을 달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직무설계가 그 핵심 선행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어렵고 명확한 

목표관리를 직무설계의 핵심으로 삼고 구성원의 행복과 조직성과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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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과제 

본 논문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구설계에 

있어서 개인 내부의 감정이나 정서가 인지와 지각에 영향을 주고, 

태도변화를 일으켜 행동을 발생시키는 형태의 연구 틀이 아니라 외부의 

목표상황에 대한 지각에서부터 시작함으로써, 개인의 성격이나 특질, 혹은 

감정이나 정서상태가 목표의 인지와 지각에 주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같은 목표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누군가는 어렵게 느끼고 다른 누군가는 쉽게 

느낄 수 있다. 많은 방법을 알고있는 사람이라면 목표달성 방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노력을 줄이게 된다. 연구설계에 

있어서 개인차이가 고려되지 않았던 점이 첫 번째 한계이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성격이나 목표지향성, 특질적 긍정심리자본 등의 개인차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개인 내부의 인지와 지각수준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형화 하다 보니 

측정 원천의 분리가 어려웠다. 목표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상사로부터 

측정하였으나 구성원이 스스로 측정한 것에 비해 부정확하여 실제 분석에 

사용할 수 없었다. 이는 자기규제와 심리적 웰빙도 마찬가지이다. 한 개인의 

심리적 웰빙의 수준이 타인에 의해 측정되어지기는 어렵다. 다만 

종속변수인 직무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의 경우 상사로부터 측정하도록 

측정원천을 다르게 하고, 상사의 영향력인 리더근접관리의 경우 팀수준으로 

통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연구모형의 외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측정원천을 더 세분화 할 수 있는 연구변수의 선택이 필요하다.  

셋째, 본 논문은 모든 연구변수에 대한 모든 인과과정을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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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검증함으로써 연구모형의 구체성과 연구의도의 반영이 미흡하였다. 

자원의 소모를 기준으로 더 소모하는 방향과 덜 소모하는 방향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러다 보니 거울상으로 양 방향성이 정/부의 

방향만 바뀐 채 반복되었다. 모형을 더 세분화 하거나 방향성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요인이 같이 연구되어야 했다.   

넷째, 자원소모가 증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을 자기규제에서의 

성장초점과 방지초점으로 연구하였다. 사회적 태만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태만을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활동할 때보다 자신의 노력량을 줄이게 된다. 

자원소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회적 태만이 연구되어야 한다. 사회적 

태만과 같은 경우 사회적 바람직함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측정원천을 다르게 하여 비교하거나, 실험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한국의 조직과 구성원을 대상으로 측정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미국 등 서구문화권에 비해 한국은 강한 집단주의 문화를 가진다. 이런 

조건에서는 조직이나 문화에서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 자신의 노력이나 

자원 소모를 자신이 의도대로 하기 어렵다. 노력을 줄이고 싶어도 충분히 

줄일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의 연구모형상의 리더근접관리가 높은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개인주의 문화를 가지는 서구권의 자료와 

비교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야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여섯째, 행복은 일종의 종합적인 심리상태로서 측정환경이나 측정시점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정서적 측면의 행복은 상대적으로 쉽게 변동하며 이에 

따라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가 힘들다. 본 논문은 측정원천과 측정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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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하여 총 4번의 자료수집을 하였으나 심리적 웰빙은 2차 설문에서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1번 측정하였다. 행복의 변동성을 생각한다면 2번 

이상의 측정이 필요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모든 시점에서 심리적 웰빙을 

측정함으로써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 일곱째, 본 연구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기 위해 분석에서 성별, 나이,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직무만족, 직무열의, 직무부담 등의 

직무관련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서론의 리뷰와 연구 1의 메타분석에서 

밝혔듯 행복으로 가는 길은 다양하다. 특히 현대조직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감정노동이나 일-가정갈등 등의 변수가 같이 측정되어 통제되었다면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리더와의 관계를 분석할 

때도 LMX등이 같이 포함되었다면 리더근접관리의 효과가 리더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행복연구에서는 더 

많은 변수들이 함께 분석되어 인과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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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s pursue happiness. Today’s dynamic business environment is forcing members 

of organizations to spend more resources, and they are finding it hard to pursue 

performance and happiness. Management, therefore, is turning away from managing its 

members in an administrative manner and is making the motives and happiness of 

employees the main purpose of the organiz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happiness of 

organization members by assessing psychological well-being. The impact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n the process was identified. To do this, the following research tasks 

wer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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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 concept of psychological well-being was divided into eudaimonic, mental 

health, and hedonic aspects, and their definitions, terms, and measurement tools were 

carefully organized. Theories frequently used in psychological well-being research also 

were utilized.  

Second, a meta-analysis was conducted to quantitatively integrate existing empirical 

studies. Quantitative analyses were carried out on 732 variable relationships from 101 

empirical papers published from 1975 to 2016. As a result, the meta-analysis confirmed 

the effect of internal factors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of organizational members), 

external factors (tasks and leadership), and related factors, such as conflicts. 

Third, empirical study models suggested a new research direc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empirical studies. Data from 12 organizations were collected and 

statistically valid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als affected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the self-regulating strategies of the members and their resulting performance. 

Fourth, we examined leadership as an external factor that intimidates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team members and identified the effects of supervisor close monitoring. 

In particular, excessive management from the leader sometimes influenced the self-

regulating strategy and worsened psychological well-being by causing involuntary 

consumption of resources, which adversely affected performance. 

Fift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hope, self-efficacy, optimism, and resilience—is 

a key source of member happiness in an organizational context that continues to consume 

cognitive resources.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 an internal factor i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organization’s members were identified.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333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leaders and subordinates in 12 organizations, including large businesses, public 

corpor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The first questionnaire measured goal difficulty 

and ambiguity, an independent variable, and self-regulation strategies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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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or close monitoring of moderating variables. The second measure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members, dependent variable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Research Model>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appiness of an organization’s members can be divided into eudemonic and 

hedonic aspects, which are usually complementary. Eudaimonic and hedonic well-being 

are differentially promoted through varying self-regulation processes with a focus on 

promotion and prevention when the goals of the organization are difficult and ambiguous. 

This thesis demonstrates that when a negative goal situation occurs frequently in an 

organization, it makes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two sides mutually exclusive. 

Thus, it is suggested that clear goal management enhances the happiness of the 

organization’s members.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s and performance is mediated by psychological 

well-being. The search for happiness in an organization’s membership is not the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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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ither extreme but rather the balance of both sides. Promotion of eudaimonic well-

being by setting difficult but clear goals creates a sense of self-complementation and 

improves hedonic well-being. Emotionally happy members achieve growth within an 

organization by wanting to contribute to it and by consuming personal resources to 

achieve goals. A virtuous circle of achievement and happiness in the organization can be 

achieved through this process, which suggests the importance of managing goals. 

 Thir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s value neutral. Hope, self-efficacy, optimism, 

and resilience often are considered “good.” In previous psychological well-being studi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as thought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primarily on 

attitude, emotion, and performance. However, in situations where psychological well-

being of eudaimonic and hedonic aspects are discriminatingly promoted and violated, 

such as the empirical model of this pape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hanges 

discriminatively in cases of happiness; therefore, it is not good or bad per se.  

Fourth, the influence of the supervisor and his or her supervision of the members is 

limited in the promotion of happiness. In particular, the hedonic well-being was 

significantly violated as the number of monitors and directors increased. When the 

influence of the leader grows in a negative goal situation, members tend to focus on 

ambiguous goals, and the involuntarily use of resources negatively affects happines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at coordination of the goal and the leadership should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to ensure autonomy and increase the happiness of members. 

This paper compiled existing researc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based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xamined how eudaimonic and hedonic well-being are 

differentially promoted through various self-regulation processes that focus on 

promotion and prevention when the organization’s goals are difficult but ambiguous. The 

following limitations were placed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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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 limits of the empirical studies included in the meta-analysis were inherited. I 

analyzed 101 empirical research models, but the common method bias was not removed 

from papers dated before 2000. This is the limit of each paper and of the study’s meta-

analysis. 

Second, no individual differences were considered during the empirical model’s study. 

This paper started with the goal situation provided by the organization and did not 

consider any personal differences, such as personality or goal orientation. 

Third, the hypothesis was repeated. It was divided into positive and negative paths 

based on the consumption of resources. Although situational factors, such as supervisor 

close monitoring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ere considered, the causal 

direction of relationship failed to change.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keywords: happiness, psychological well-being, self-regulation, go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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