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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및 학습문화의 구조적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년

양 인 준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

과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및 다중몰입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구조모형 

내 특정 경로에서 학습문화의 조절효과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연구의 목표모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한 상호출자제한집단 30개사를 

포함한 60개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주회사 및 계열사에서 근무 중인 영업·

마케팅 직무 근로자로 설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20개 그룹 41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총 회수된 397부의 설문응답 중 불성실 응답과 

이상치 및 본 연구의 목표모집단이 아닌 대상을 제거한 후 346부를 최종 분석

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기술통계, 구조방정식 모형적합도 분석, 구조

방정식 최대우도법 분석, 구조방정식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한 매개효과 분

석, 그리고 Ping의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상호작용 효과 분석방법

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24.0과 AMOS 20.0

을 활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

과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및 다중몰입 간의 구조모형은 실증 데이터를 타당



- ii -

하게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관

점을 토대로 조직에서 제공하는 경력개발지원이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

기주도성, 다중몰입 및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은 혁신적 업무행동

(β=.162, p<.05), 자기주도성(β=.699, p<.001) 및 다중몰입(β=.250, 

p<.05)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

자의 자기주도성은 다중몰입(β=.706, p<.001)과 혁신적 업무행동(β=.504, 

p<.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

자의 다중몰입은 혁신적 업무행동(β=.245, p<.05)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 기존의 경력개발지원 방식이 아닌 조직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상사와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상사의 적극

적인 지지는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 그리고 혁신적 업무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적인 성향은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현재의 직무에 몰입하게 하고, 본인이 설정한 경력에 몰입하게 하고, 현재 소속

된 조직에 몰입하게 하며, 일상적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

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조직구성원의 

몰입은 단일 요인이 아닌 여러 개의 몰입 유형이 서로 다른 비중으로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발현되며, 몰입을 통한 특정 대상과의 심리적 일체감은 개인의 

혁신적인 업무행동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셋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경력개발지원과 다중

몰입 간의 관계(β=.493, p<.01)와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

(β=.352, p<.05)를, 다중몰입은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

(β=.061, p<.05)를, 그리고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은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β=.122, p<.05)를 부분 매개하였다. 조직에서 제공하는 

경력개발지원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성과 다중

몰입이 고려되어야 하며,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의 발현을 위해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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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몰입보다 상대적으로 자기주도성이 중요하다는 점과,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

이 혁신적 업무행동을 연속으로 매개한다는 측면에서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은 혁신적 업무행동 관련 모형에서 핵심적인 역

할을 수행한다.

넷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학습문화는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β=.118, p<.05)과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β=.194, p<.001)간

의 경로를 조절한다. 경력개발지원이 조직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력개발지원을 받은 조직구성원이 실제 조직 내에서 다양한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 내 

경력개발지원이 실제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

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팀 학습, 조직학습의 활성화 및 학습 내용과 

실행 계획을 본인이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결론을 기반으로 도출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영

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대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하위변인

을 반영한 경력개발지원 도구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

력개발지원 이외에 영업·마케팅 근로자들의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및 혁신적 

업무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분석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

다. 넷째, 단일몰입 혹은 이중몰입을 활용한 연구와 더불어 다중몰입을 주요 변

인으로 하는 보다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혁신적 업무행동,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학습문화

학  번: 2017-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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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국내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국·내외 경제

지표가 호전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전개되었던 반면, 20

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영환경은 2017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업은 대·내외적으로 지속

적인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김일천, 김종우, 이지우, 2004). 기존

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 증대와 같은 양적 성장은 더 이상 기업의 지속가능

한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손태원, 2005),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변화와 이에 동반하여 발생되는 짧아지는 제품 수명 주기, 그리고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과의 경쟁에서의 생존 등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김익택, 최영희, 손문권, 2011). 이에 기업을 대상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기업 경영의 방향성, 효율적 운영과 같은 질적인 성장에 대한 요

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민지, 2017; 이경호, 2016).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은 기존의 저성장 기류를 탈피하기 위한 신 성장의 수단

으로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이승희, 도현옥, 서경도, 2011; 이찬 외, 2008; 전

화익, 윤관식, 2014; 제갈란, 김학수, 2017; Pieterse, Van Knippenberg, Schi

ppers, & Stam, 2010; Scott & Bruce, 1994; Smith & Tushman, 2005). 

혁신은 기존의 경영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경쟁방식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혁

신을 수반한 기업들은 빠르게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타 기업 대

비 경쟁우위를 선점하여 조직의 장기적인 생존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

능하게 한다(Ancona & Caldwell, 1987; Drucker, 1985; George & Zhou, 2

001; Kim, Hon, & Crant, 2009; McCarthy & Schoenecker, 1999; Park et 

al., 2014).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들은 조직의 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해 실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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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기업 내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및 새로운 업무 프로세

스에 대해 기존의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혁신적 업무행동은 불확실하고 역동적인 기업 경영 환경 

내에서 조직을 경쟁우위로 이끄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득용, 유태용, 

2012; 송준호, 우문식, 2013; 허명숙, 천명중, 2015; Yuan & Woodman, 201

0). 혁신에 대한 연구는 조직수준, 집단수준, 개인수준의 연구로 구분되어 진행

하고 있으나(Staw, 1984). 혁신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조직수준의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김일천, 김종우, 이지우, 2004; 심덕섭, 

하성욱, 2013; Janssen, 2000).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직적 측면, 개인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 선행요인

을 분석하는 연구는 향후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 발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내에서 혁신적 업무행동이 요구되는 직무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R&

D 직무와 더불어(서경민, 2010) 영업·마케팅 직무를 들 수 있다. 영업·마케

팅 직무 종사자들은 타 직무에 비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들과의 대

면 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업·마케팅 직

무 근로자는 기업과 고객 사이의 접점을 연결하는 역할을 통해 고객에게는 희망

하는 제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 즉, 영업·마케팅 직무 종사자들의 업무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기업과 고객과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Gwinner, Greenler, & Bitner, 1998; Panagopoul

os & Ogilvie, 2015). 특히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우 타 직무와 비교

했을 때, 수행하는 일련의 업무가 직접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요구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는 것이 타 직무에 비해 더욱 중

요시된다(구자원, 2018; 박민혜, 박정은, 박준엽, 2014; 박찬욱, 석진홍, 조아

라, 2014; 정희준, 구자원, 최용주, 2016). 이러한 측면에서, 제품 및 업무 프로

세스 과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더 나은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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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의 혁신적 업무행동은 다수의 경쟁업체가 존재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조직의 성장과 경쟁우위로 이끄는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안연식, 2013; 이수기, 

2017; 이찬 외, 2012; Hochschild, 2012; Yuan & Woodman, 2010). 하지만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이 현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직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R&D)직, 직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양종곤, 이호준, 2014; Rammam

oorthy, Flood, Slattery, & Sardessai, 2005; Yuan & Woodman, 2010). 이

러한 측면에서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들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최근 국내 대기업은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기업구성원들의 직무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몰입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

략적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방안으로 기업 근로자를 위

한 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육훈련만으로는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효과성의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경력개발지원의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강순희, 2010). 이는 기존의 기업 주도의 교육훈련 투자가 대부

분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었으며, 교육훈련 내용 역시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해주기 보다는 조직

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원들의 교육훈련에의 참여와 몰입도를 끌어

내지 못하여 교육 훈련의 효과성이 저조하였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더불어 예전

에는 기업에서 조직원들의 경력개발지원을 하나의 비용의 측면으로 접근했었다

면 최근의 조직 내에서의 경력개발은 근로자와 조직이 함께 설계하고 관리하여 

조직 내 근로자에게는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조직은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에 따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하고(Wayne, S

hore, & Liden, 1997; Wayne, Liden, & Kraimer, 1999), 궁극적으로 근로자

들의 전문성, 생산성과 창의성의 극대화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하나의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백주현, 2017; Ramas

wami, Carter, & Drepher, 2016). 이러한 경력개발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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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성원들에게 보다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수행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조직구성원들의 지속적인 혁신적 업무수행을 가능하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

의 내재적 성향인 자기주도성의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자기주도성은 기업 내 

조직구성원들이 기업 환경 내·외부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강성호, 2013a; 김미숙, 2005; 

조대연, 2005). 이와 같이, 자기주도성은 개인의 학습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업무성과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성과 향상에도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경력개발

지원이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성을 강화시킨다는 실증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신수림, 정진철, 2014; 원삼봉, 이지현, 2011). 이는 조직의 경력개발지원과 

구성원의 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조직의 관점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주

로 경영학의 분야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더불어, 조직 구성원이 자기

주도성은 발현하는 과정에서 조직 자체가 학습을 장려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

을 경우 발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박시남, 배귀희, 최은수, 2014; 하미승 외, 2

011; Confessore & Kops, 1998). 이에 기업들은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인 관점에서 혁신적인 업무행동을 도모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기업의 

환경과 문화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을 적용하고 있으며(Johnston & Bate, 2013), 이 과정에서 기업 내 학습문화

의 조성이 주목받고 있다(박현정, 김진모, 2018).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차원에

서 제공하는 경력개발지원이 구성원의 자기주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을 유도하

는 과정에서 단순히 경력개발지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직구성원이 개인 

학습, 팀 학습, 조직 학습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습문화가 조성되었을 

경우에 조직구성원의 행동변화 측면에서의 효과성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는 향후 

기업 내 효과적인 경력개발지원 및 학습문화 조성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의 경우에는 조직에서 제공하는 교육으로 인해 후천

적으로 형성되거나, 개인의 성향이 자기주도성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 발현되기

도 하지만, 특정 몰입으로 인해 발현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더불어, 개인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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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환경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향후에는 여러 몰입이 각기 

다른 비중으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개인의 혁신

적 업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몰입을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일반적으

로, 기업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직무몰입, 경력몰입 그리고 

조직몰입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무몰입은 직무성

과를 위해 개인이 완전하게 몰입했을 때의 심리 상태를 의미하며(Kahn, 1990), 

직무몰입이 높은 구성원이라면 본인이 맡은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열정과 에너지를 발현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직무몰입 역시 조

직 구성원들의 내적 동기부여를 야기하여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

출하고 혁신적인 행동을 이끌어낸다(이혜민, 송해덕, 2017; 진윤희, 김성종, 20

15). 경력몰입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자신의 

경력에 대한 심리적 애착으로서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

으로 경력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강인주, 2015). 이러

한 측면에서 경력몰입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본인의 경력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된 행동 준거를 보이게 되며 이를 위해 본인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혁신적 업무행동으로 발현되게 된다(Day & Allen, 2004). 조직몰입 수준이 높

은 조직 구성원은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

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혁신적 업무행동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김대욱, 이희

재, 2016; 박국흠, 2008). 조직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일체감이 높은 조직 구성

원은 상대적으로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 수준이 높으며, 조직의 성장 과정 참

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자신의 역량을 조직에 기여하여 조직을 성

장시키고자 노력한다(송건섭, 나병선, 2014; 신황용, 이희선, 2013, Allen & M

eyer, 1996; Meyer et al., 2002).  

 이처럼 직무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몰입이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조직몰입 중 정서적 몰입 및 경력몰입

과 혁신적 업무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수행한 연구는 해외를 중심으로 제한

적으로 수행되었으며(Blau, 1985; Camelo, Carcia, Sousa, & Valle, 2011; Ja

fri, 2010), 직무몰입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 또한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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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야 국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김경태, 박현주, 정홍상, 20

16; 김유찬, 송해덕, 2015; 이혜민, 송해덕, 2017). 더불어, 다양한 몰입이 복

합적으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 개 이상의 몰입이 결합한 다중몰입

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사례는 국내에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몰입, 경력몰입과 조직

몰입 등의 다중몰입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향후 현장에서 다양한 경력개발지원 프로그램을 기획과 제작 및 실제로 운영하

는 과정에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는 조직과 구성원 간 신뢰

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관계를 유지해 나감과 동시에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을 제시한 사회적 교환이론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적 

교환이론에 따르면 물질적 요인을 기반으로 형성된 조직과 구성원 간의 경제적 

교환관계와는 달리 사회적 교환관계는 정서적인 요인을 보상의 수단으로 제시한

다(Blau, 1964). 이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과 임금상승과의 관계가 일정 수준

까지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나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임금상승이 근로

자의 추가근로 의지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노동공급곡선(Labor Su

pply Curve)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조직과 구성원 간의 지속가능한 관계 형성

을 통한 조직구성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경제적 요인이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더불어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

정이 아닌 조직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조직 내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교

환관계를 기반으로 조직적 차원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속적으로 경력

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지지

를 보내며, 조직구성원 간의 자율적인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조직과 구성원 간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관계를 유지

함과 동시에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인 업무행동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송민혜, 2015; 임운식, 2007; Cropanzano & Mitchel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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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교환이론을 기반으

로 하여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들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강화하기 위

해 이들을 대상으로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혁신적 업무행동 및 

학습문화의 구조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들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

함과 동시에 경력개발지원을 기반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자기주도성을 강화하고 

개인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다중몰입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 수행과 관련한 실제적인 이해와 더불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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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

과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및 학습문화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구조모형의 특정 경로에서 학습문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

의 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및 학습문화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설정된 모형

이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를 구명한다.

둘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및 다중몰입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및 다중몰입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의 매개효과를 구명

한다.

넷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및 다중몰입의 관계에서 학습문화의 조절 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의 가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발지

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및 학습문화에 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

합도는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가설 2.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발지

원, 자기주도성 및 다중몰입은 서로 간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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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2-1.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은 자기주도

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은 다중몰입

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다중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혁신적 업

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6.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다중몰입은 혁신적 업무

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발지

원, 자기주도성 및 다중몰입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은 유

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3-1.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경력개발지

원과 다중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2.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경력개발지

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3.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다중몰입은 경력개발지원

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4.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은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학습문화는 경력개발지원과 혁신

적 업무행동 및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1.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학습문화는 경력개발지원

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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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4-2.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학습문화는 경력개발지원

과 자기주도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혁신적 업무행동

혁신적 업무행동은 조직 내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과는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홍보하며, 실현하는 활동으로써, 개인의 성과향상 뿐

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이형우, 2018; 

Scott & Bruce, 1994). 본 연구에서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지

하는 혁신적 업무행동은 Janssen(200)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다양

한 산업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김일천, 김종우, 이지우(2004)의 측정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나. 경력개발지원

경력개발지원은 조직적인 차원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개인의 경력

개발과 관련된 조직 내 성장기회와 상사의 지속적인 지원과 같은 조직구성원의 

정서적인 측면을 반영한 조직지원을 의미한다(Tharenou et al., 1994). 본 연

구에서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지하는 경력개발지원은 Rothenba

ch(1982)와 Sonnenfeld(1985)의 연구를 기반으로 국내 호텔기업 종사자를 대

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정, 보완한 조사도구를 사용했던 

이규태(2013)의 측정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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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은 조직구성원들이 지니는 개인적 특성으로써, 주어진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타인과 협력하며,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하며 행동하게 함으로써, 지

속적으로 요구되는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개인의 내적인 

성향을 의미한다(조대연, 2005; Cho & Kwon, 2005; Kim, 2010). 본 연구에

서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지하는 자기주도성은 Oddi(1984)에 

의해 개발된 OCLI를 기반으로 Harvey 등(2006)이 일반화 하였으며, 이후 국

내 대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정, 보완한 

조사도구를 사용했던 Kim(2010)의 측정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다중몰입

다중몰입은 조직구성원이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조직의 목표와 가치와의 일체

감을 바탕으로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고, 본인의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몰입, 경력에 대한 몰입을 통해 높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임갑자, 2014). 본 연구에서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지

하는 다중몰입은 직무몰입, 경력몰입, 조직몰입으로 구성되며, 사회복지사가 개

인적으로 인지하는 다중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조사도구를 사용했던 문영주(2010)

의 측정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학습문화

학습문화는 개인, 팀, 조직 상호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활동

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이를 통해 조직과 개인 모두가 학습의 필요성과 중

요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지식을 창출하고, 서로의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

켜나가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의미한다(박규은, 2015). 본 연구에서 대기업 영

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지하는 학습문화는 Marksick과 Watkins(199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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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DLOQ(Dimensions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Questionnaire)를 

기반으로 다른 변인들의 관계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재구성한 Yang(2003)의 D

LOQ-A 도구를 국내 외식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정, 보완한 박규은(2015)의 측정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본 연구의 경우 일반적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특정 기업의 영업·마

케팅 직무 근로자 혹은 특정 사업 영역의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특성을 

유추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더불어, 본 연

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국내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로 대상을 좁혀 연

구를 진행하였으며, 전체 모집단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보완하고, 현업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수준을 정확

히 파악하기 위해 이전의 선행연구에서 대기업 집단을 정의하는 방식을 일부 수

정 및 보완한 내용을 기반으로 표집을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국내 모든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

의 특성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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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

가.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개념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은 대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

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로서 대기업과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대기업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국내법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20

18)에서는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의 집단을 대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계열사 자산의 합계가 10조원 이상의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으로 추가 선정하고 있다. 더불어「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서는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으로 정의하고 있

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8년에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1항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

간매출액이 기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의 조건 

등을 지닌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연구자들마다 대기업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 대기업 임원 비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김미영(2014)의 연구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 연 매출액

이 1,500억 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의 규모를 가진 상위 

500대 기업을 대기업으로 보았으며, 대기업 사무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배수현(2017)의 연구에서는 매출액 1조 원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의 집단을 대기업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박혜선(2015)의 연구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정보사이트 

코참비즈에서 제시한 1,000대 기업을 대기업으로 정의하였으며,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조영아(2015)의 연구에서는 제조업을 기준

으로 최대 상시 종사자 수가 300인 이상, 매출액 200억 원 이상 또는 자본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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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억 원 이상의 집단을 대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영업·마케팅 직무에 대해 통계청에서 제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의

하면 영업직의 경우 대분류 5 ‘판매종사자’내 중분류 51 ‘영업직’으로 분

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때 영업직은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인터넷 등 통신을 활용하거나 상점이나 거리 및 공공장

소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영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영업직 종사자로 자동차 영업원, 제품 및 광고 영업원, 보험 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을 세분류로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대분류 3 ‘사무 종사자’내 중분류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의 소분

류 중 하나인 ‘312. 경영 관련 사무원’에 따르면 기업 또는 단체 내부의 경

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거

나 영업 및 판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사무를 처리한다고 정의함으

로써, 마케팅 직무와 영업 관리 직무를 통합하여 접근하고 있다. 경영 기획 사무

원의 세분류로 제시된 ‘3121,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의 경우 사업체가 보유

한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마케팅 전략, 홍보 및 광고계획을 수립하

며, 제품판매와 더불어 회사 자체의 이미지를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업무도 수행

한다고 언급하면서, 영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영업사원의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

는 영업 관리 사무원 또한 본 직업군에 포함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서는 영업 

직무와 관련된 직업군으로 ‘10. 영업판매’대분류에서 ‘01. 영업', '02. 부동

산’,‘03. 판매’등 총 3개의 중분류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본 연구의 대상이 

수행하는 업무와 제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01. 영업’의 경우 세분류로 ‘0

1. 일반영업’과 ‘02. 해외영업’으로 구분되었다. 일반영업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회사의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한 업무로서, 내·외부환경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며, 고객의 불만사항을 관리하고 고객을 유지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영업은 2수준(영업 고객불만관리, 영업 고객유지관리), 3수준(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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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 영업 제안준비, 영업 계약체결관리, 영업 계약이행관리), 4수준(영업 

외부환경분석, 영업 내부환경분석), 5수준(영업 전략수립, 영업 성과관리)의 다

양한 수준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해외영업은 “회사의 제품, 상

품, 서비스를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해외시장을 조사, 상품분석, 해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잠재고객을 발굴하여 거래를 제안,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며, 고객과의 계약 이행, 클레임 처리 및 고객 관

리를 포함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영업 역시 2수준(해외영업 계

약 이행 관리), 3수준(해외 잠재고객 발굴, 해외거래 제안), 4수준(해외시장 조

사, 해외영업 상품 분석, 해외 클레임 처리), 5수준(해외고객 협상, 국제계약체

결, 해외고객 관리), 6수준(해외마케팅 전략 수립)의 다양한 수준의 업무를 수

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일반영업에 비해서는 4~6수준의 업무가 많아 상

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능력단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의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역시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의 분류 아래 ‘영업관리사무원’과 ‘마케팅사무

원’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영업관리사무원은 “기업의 영업생산성을 증대할 목

적으로 현장 영업원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제반 관리업무(유통, 실적, 전산, 서류, 

통계, 결산 등)를 수행”하며, 마케팅사무원은 “사업진행에 필요한 마케팅 전략

을 기획·수립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처

럼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영업 직무와 마케팅 직무는 서로 유사한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회사의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증대라는 공통된 목적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영업과 마케팅 

직무를 별개의 직무가 아닌 통합된 직무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영업 직무와 마케팅 직무를 별개의 직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직무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의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

는 공정거래위원회(2018)에서 발표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60개의 공시대

상기업집단에서 소비자 대면업무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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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영업활동에 관련된 제반 업무(유통, 실적, 전산, 서류, 통계, 결산)를 수행

하는 영업 직무 근로자와, 기업체의 각종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촉진을 위한 마

케팅 전략을 기획하거나 광고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며, 제품판매와 더불어 회사 

자체의 이미지를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마케팅 직무 근로자로 

정의한다.

나.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의 특성

영업·마케팅 분야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수익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기업 내 조직구성원에게 인지되기 시작함에 따라, 

영업·마케팅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이태헌, 구자원, 김상범, 2017; 

전혜영, 2018; 조아라, 박찬욱, 탁인철, 2017; 황보성, 2016). 영업·마케팅 직

무가 지닌 개인적 특성 중 다른 직무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성으로는 자율성과 

거절에 대한 경험이 있다(Churchill, Ford, & Walker, 1985). 영업·마케팅 직

무 근로자의 경우 회사 내부에서 업무를 보기 보다는 고객과의 대면 업무가 많

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외부에서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

에서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는 팀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타 

직무에 비해 혼자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 많이 노출된다는 측면에서 업무의 자

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더불어 고객을 대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고객의 구매 거절은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가 겪는 

주요 경험요인 중 하나이다(Vinchur et al, 1998). 특히 영업·마케팅 직무의 

특성상 자율성은 조직 내 관리자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 스스로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추진력과 이에 상응하는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구자원, 2018).

Johnston과 Marshall(2011) 그리고 Spiro, Stanton과 Rich(2008)는 영업·

마케팅 업무는 영업·마케팅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과 실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객과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 거래적 영업·마케팅과 자문적 영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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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으로 분류하였다. 거래적 영업·마케팅은 복잡한 과정을 수반하는 거래가 

아닌, 단순 서비스, 재화를 거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영업·마

케팅 업무를 의미한다. 거래적 영업·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재화

와 서비스의 특징, 가격, 구매 편의성 등이 주로 고려된다. 이를 기반으로 거래

적 영업·마케팅 업무는 고객과의 지속가능한 관계 형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신

속하게 재화와 서비스를 고객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판매 전략을 취한다(전혜영, 2018). 반면, 자문적 영업·마케팅은 고객의 니

즈가 점점 복잡해지고 재화와 서비스의 선호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거래적 영업·마케팅 업무 과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함에 따라 새

롭게 제시되었다(Zoltners, Prabhakant, & Sally, 2009). Hanan(2011)에 따

르면 자문적 영업·마케팅은 수익을 증대시키며, 수익에 대한 책임을 지며, 수익

에 의해 평가받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의 

수익 증대를 상호 공유하는 고마진(high margin)의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문적 영업·마케팅은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

에 그치지 않는다. 자문적 영업·마케팅은 실제로 고객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고객이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던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해주는 업무까지도 포함한다. 이는 고객이 재화와 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신을 위해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주고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이러한 기업의 노력

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Cron & DeCarlo, 2

010). 이러한 측면에서 자문적 영업·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구성원들은 

고객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영업·마케팅 업

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자문적 영업·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거래적 영업·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요구되는 업무의 수준이 

훨씬 다양하다(박찬욱, 석진홍, 조아라, 2014). 이전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거

래적 영업·마케팅과 자문적 영업·마케팅의 특성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Ⅱ-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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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거래적 영업·마케팅 자문적 영업·마케팅

판매유형 재화, 서비스 전략

선택기준
최선의 가격과 쉽고 편리하게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

고객이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들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요인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 

지식

고객은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알고 있으며, 추가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 않음.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고객이 모를 수 있음.

성공핵심요인

- 영업·마케팅

- 효과적인 내부 운영

- 제품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

- 높은 마진

- 고객의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

- 고객의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변화

판매주기 단기 중·장기

판매규모 작음(거래빈도가 높음) 큼(거래빈도가 낮음)

판매원 통신판매, 웹 형태 판매, 대면판매 대면회의, 문제관련 전문가

판매관리 전화, 이메일 코칭, 컨설팅, 복합 판매 프로세스

<표 Ⅱ-1> 거래적 영업·마케팅과 자문적 영업·마케팅의 비교 

이와 같이,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들의 업무는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를 판

매하는 업무에서 보다 다양해지고 직무 간 경계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존의 방

식에 의거하여 별개의 직무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기준에 의

거하여 영업·마케팅 직무를 통합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다. 이에 Shemwell과 Cronin(1993)은 영업·마케팅 근로자들의 업무는 이전

에 비에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업·마케팅 직무를 분류하기 위

한 기준으로 잠재고객의 확보, 압박, 기술적 지원, 접촉 빈도, 고객의 니즈 충족, 

협상, 위험 감소 등의 7가지의 항목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요인 중 고객의 니즈 

충족과 기술적 지원과 같은 요인은 영업·마케팅 업무의 다양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는 고객이 지니고 있는 문제

(혹은 니즈)를 발견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후 후속적인 영업·마케팅 

업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박찬옥, 안성민, 조아라, 2013).  

더불어,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는 고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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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파악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2. 혁신적 업무행동

가. 혁신적 업무행동의 개념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기업은 불확실

성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구성원에게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및 혁신적 업무행동을 요

구하고 있다(Collins, 2007). 즉, 조직구조와 인적자원의 혁신을 통해 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

업의 가치를 극대화한다(양수진, 2017; Peters & Waterman, 1982).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구성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

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Griffin, Neal, & Parker, 2007). 혁신의 개념

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Dama

npour(1991)는 혁신을 조직 내·외부에서 발현되어 조직이 채택한 새로운 아

이디어, 시스템, 정책, 재화, 서비스 등으로 보았으며, Hardy, Phillips와 Lawre

nce(2003)는 혁신을 개인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발생된 문제를 기존의 방

식이 아닌 창의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Rogers

(2002)는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실행하는 일

련의 활동이 혁신이라고 정의하였으며, Schumpeter(1942)는 새로운 상품, 제

조방식, 시장의 개척, 원자재 및 반제품 공급원의 확보 및 새로운 조직의 수행 

등에 의해 혁신이 발생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혁신은 

조직 혹은 조직구성원이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활용하여 이를 새로

운 재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조직 운영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환

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혁신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혁신행동을 구분하면 혁신행동은 혁신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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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단위에 따라 개인적 차원의 혁신행동과 조직적 차원의 혁신행동으로 나뉜

다(Rogers, 2002). 개인적 차원의 혁신행동은 조직 내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

활동에서의 혁신행동을 의미한다. 개인적 차원의 혁신행동은 혁신의 출발점을 

개인으로 보며, 개인의 혁신행동이 조직으로 확산된다고 가정한다(양수진, 201

7; 정진철, 김성만, 2008). 반면, 조직적 차원의 혁신행동은 개인적 차원의 혁신

행동과는 달리 혁신의 주체를 개인이 아닌 조직으로 본다. 조직적 차원의 혁신

행동 과정에서는 조직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 시스템, 정책에 적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개인과 조직이 변화하는 것을 추구한다(Amabile et al., 2005). 

즉, 개인적 차원의 혁신행동은 조직구성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수행 개선에 

중점을 두고, 조직적 차원의 혁신행동은 조직 내의 혁신을 통해 조직 전체가 변

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Janssen, 2000).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혁신적 업무행동은 개인적 차원의 혁

신행동과 조직적 차원의 혁신행동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혁신에 대한 정의가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만큼, 혁신적 업무행동 역시 연구자

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Van de Ven(1986)은 혁신적 업무행동을 개

인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새로운 문제해결방안을 실제로 적용하는 행위로 보았

으며, Kanter(2000)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한 후, 이에 동조하는 후원자를 모집함으로써 새로운 아이

디어를 현실화하는 일련의 행동을 혁신적 업무행동으로 정의하였다. Farr와 For

d(1990)는 혁신적 업무행동을 자신의 과업역할과 관련하여 새롭고 효과적인 아

이디어를 받아들여 과업처리 방법, 과정, 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과업수행결과의 향상을 도모하는 행동으로 보았으며, Scott과 Bruce(1994)는 

혁신적 업무행동은 아이디어 창출과 아이디어 실행을 포함하는 과정이라는 견해

를 제시하였다([그림 Ⅱ-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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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Scott & Bruce(1994)의 연구모형

자료: Scott, S. G., & R. A. Bruce. (1994). Determinants of innovative behavior: A path model

of individual innovation in the workpla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3), 580-607.

Janssen(2000)은 Scott과 Bruce(1994)의 개념에서 확장하여 혁신적 업무

행동은 조직 혹은 조직구성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홍보하고 실제로 

구현해가는 과정이며, 해당 단계의 행동과업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주장함으로써, 

혁신적 업무행동을 다차원적인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정의하였다. 더불어, 혁신적 

업무행동은 기존에 수행하는 역할 외의 행동으로써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에서 

요구하는 과업 수준을 넘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 아이디어를 

외부로 홍보하는 과정을 통해 확산, 적용시켜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일련

의 행동을 의미한다(Katz & Kahn, 1978).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혁신적 업

무행동은 조직적 혹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홍보하고, 현실화하는 일련의 행동과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혁신적 업무행동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혁신적 업무행동(남

주성, 2016; 정연화, 홍아정, 2015; 유승혜, 김철희, 2016), 혁신행동(강헌주, 

2017; 김상락, 2018; 김세은, 2018; 전상철, 2013; 황서현, 2015a; Scott & 

Bruce, 1994), 직무혁신(김정식, 2012; Dorenbosch, Engen, & Verhagen, 2

005), 혁신성(구정모, 2012; 최민수, 2011; 한재훈, 2016; Huhtala & Parzef

all, 2007), 그리고 아이디어 제안 및 실현(손건강, 오원경, 김민수, 2015; 홍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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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이현미, 김나랑, 2014; Axtell et al., 2000; Clegg, Unsworth, Epitropaki, 

& Parker, 2002)등 혁신적 업무행동이 지닌 의미와 유사한 용어를 활용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의 특성을 구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활용한 용어의 개념을 포괄적인 관점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용어로 혁신

적 업무행동을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개인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언급할 때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는 창의성이 있다(강원도, 2011; 김세은, 2018). 혁신적 업무행동과 창의성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의미

로 활용되나 개념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혁신적 업무행동과 창의성 모두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도출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창의성의 경우에는 개별 아

이디어를 결합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 혁신적 업무행동은 개별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것과 더불어 해당 아이디어를 실제로 현업에 적용하는 과정까지를 포

괄한다는 차이점이 있다(Scott & Bruce, 1994; West & Farr, 1990).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였을 때, 혁신적 업무행동은 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창의성에 비해 보다 실행적인 특성이 강하며, 포괄적

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Rogers, 1995).

나. 혁신적 업무행동의 구성요인

혁신적 업무행동의 구성요인과 관련하여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

여 접근하고 있으며,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표 Ⅱ-2>와 같다.

연구자

구성요인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현실화

혁신의

인식

혁신의

실행

Amabile 외(1996) ○ ○ ○

Basu & Green(1997) ○ ○

Dorenbosch 외(2005) ○ ○

<표 Ⅱ-2> 혁신적 업무행동의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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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업무행동의 구성요인과 관련하여 이전에 진행된 연구는 혁신의 인식, 

혁신의 실행을 혁신적 업무행동의 하위구인으로 보는 단일차원 구성요인 접근방

식과,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현실화를 혁신적 업무행동의 하

위구인으로 보는 다차원 구성요인 접근방식으로 나뉘어 진행되어 왔다(양수진, 

2017; 이형우, 2018). 단일차원 구성요인 접근방식은 Scott과 Bruce(1994)의 

연구자

구성요인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현실화

혁신의

인식

혁신의

실행

Janssen(2000) ○ ○ ○

Kleysen & Street(2001) ○ ○

Krause(2004) ○ ○

Scott & Bruce(1994) ○ ○

강동훈, 이승재, 이재섭(2017) ○ ○

강헌주(2017) ○ ○

김상락(2018) ○ ○

김은희, 김효순, 박희서(2009) ○ ○

김일천, 김종우, 이지우(2004) ○ ○ ○

김현태(2016) ○ ○ ○

남주성(2016) ○ ○

심덕섭, 하성욱(2013) ○ ○ ○

양수진(2017) ○ ○ ○

여예원, 이주성(2014) ○ ○ ○

오흥재, 이규만(2011) ○ ○

유승혜, 김철희(2016) ○ ○ ○

이미연(2008) ○ ○ ○

이수기(2017) ○ ○ ○

이정아(2018) ○ ○ ○

이형우(2018) ○ ○ ○

장수덕, 최석봉(2013) ○ ○

전상철(2013) ○ ○

정연화, 홍아정(2015) ○ ○

제갈란, 김학수(2017) ○ ○

조태준, 이상훈(2017) ○ ○ ○

허명숙, 천명중(2015) ○ ○

자료: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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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다차원 구성요인 접근방식은 단일차원 구성요인 접

근방식을 수정·보완한 Janssen(2000)의 연구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두 접근 

방식 모두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단일차원 구성요인 접근방식을 취한 

연구자들은 개인의 혁신적 업무행동의 수행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다차원 구성요인 

접근방식을 취한 연구자들은 개인의 혁신적 업무행동 수행 시 개별 단계에서의 

행동과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혁신적 업무행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도출되는지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Janssen(20

00)의 다차원 구성요인 접근방식을 취했으며, 혁신적 업무행동의 구성요인으로 

아이디어 생성(idea generation), 아이디어 홍보(idea promotion), 아이디어 현

실화(idea realization)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아이디어 생성은 조직구성원이 업무 수행 중 문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이

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고안하는 것을 의미한다(송정수, 양필석, 2008; 

이형우, 2018). 이때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불일치 등의 갈등 상

황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Drucker, 19

88). 이 과정에서, 조직구성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내·외부에서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며, 획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업무 

수행 방식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업무 수행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된다(양수진, 2017).

아이디어 홍보는 조직구성원이 새롭게 개발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현업에서 활

용하기 위해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다른 조직구성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을 의미하며, 이를 사회적 노력이라고 한다(Galbraith, 1982). 이를 위해 조직

구성원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활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상사와 직장동료를 대상

으로 스폰서십 혹은 연합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연결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혁

신적 업무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도식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기타 

제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유숭혜, 김철희, 2016; 이미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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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현실화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체계적인 방식을 통해 실제 업무 활동 

상황에 적용하고 실제 효과성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조직구성원은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일련의 과업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적용될 수 있는 분

야에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기존의 업무 방식이나 절차 등을 변화시킨다(Jansse

n, 2000; Messmann & Mulder, 2010). 이때, 아이디어 생성 및 홍보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출된 아이디어가 실제 현업에 적용되고 조직에 확산되어 실

질적인 효과성를 얻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의 원형(prototype)이나 모델이 개발

되어야 한다(Kanter, 1988).

다. 혁신적 업무행동의 측정

혁신적 업무행동의 측정과 관련하여 국·내외 연구에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

여 조직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혁신적 업무행동을 측정하고 있다. 국외에서 수

행된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 측정은 일차원적으로 측정하는 방식(Basu 

& Green, 1997; Bunce & West, 1995; Kleysen & Street, 2001; Scott & 

Bruce, 1994; Spreizer, 1995)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방식(Amabile et a

l., 1996; Dorenbosch, Van Engen, & Verhagen, 2005; Janssen, 2000; Kr

ause, 2004)으로 구분된다. 일차원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혁신적 업

무행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별 단계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어렵

다고 주장한 연구자들이 채택하였으며,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단계별 행동과업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주장한 연구자들에 의해 활용되었다.

일차원적으로 혁신적 업무행동을 측정한 연구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측정도

구로는 R&D 부서의 기술자, 과학자, 엔지니어 관리자를 대상으로 혁신적 업무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Scott과 Bruce(1994)의 측정도구이다. 

해당 측정도구는 혁신적 업무행동을 일차원적으로 본 만큼 단일구인으로 측정하

였으며, 총 6문항,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후 Scott과 Bruce가 개발

한 문항은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였다(Basu & Green, 1997; Bunce & West, 1995; Spreizer, 1995). 국내에



- 26 -

서도 Scott과 Bruce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항공기 조종사, 호텔기업 

종사자, 공공기관 근로자, 제조업·서비스업·금융보험업·IT 산업 분야 종사자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종사하는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측정하였다(강

동훈, 이승재, 이재섭, 2017; 강헌주, 2017; 김은희, 김효순, 박희서, 2009; 제

갈란, 김학수, 2017).

다차원적으로 혁신적 업무행동을 측정한 연구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측정도

구로는 식품기업 보조직군 근로자를 대상으로 혁신적 업무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Janssen(2000)의 측정도구이다. 해당 측정도구에서 혁신적 

업무행동은 다차원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만큼, 하위구인을 아이디어 생성, 아이

디어 홍보, 아이디어 현실화 등 총 3가지로 구성하였으며, 아이디어 생성 3문항, 

아이디어 홍보 3문항, 아이디어 현실화 3문항 등 총 9문항,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후 Janssen이 개발한 문항은 다른 연구에도 활용되었으며(Amab

ile et al., 1996), 일부 연구자들은 도구를 연구대상과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아이디어 개발과, 아이디어 실행 두 차원으로 나누어 혁신적 업무행동을 

측정하였다(Dorenbosch, Van Engen, & Verhagen, 2005; Krause, 2004). 

국내에서도 Janssen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및 사회

적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혁신적 업무행동을 측정하였다(심덕섭, 하상욱, 201

3; 양수진, 2017; 여예원, 이주성, 2014; 이형우, 2018).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

적 업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병원, 제조업, 교육기관, 금융기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Janssen(2000)의 

측정도구를 번안 후 수정, 보완하여 활용한 김일천, 김종우, 이지우(2004)의 측

정도구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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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력개발지원

가. 경력개발지원의 개념

경력개발지원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력과 경력개발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될 필요가 있다. 경력의 개념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

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경력(Career)이란 자신이 수행하는 일

과 관련하여 겪는 경험 및 활동 과정에서 개인이 인지하는 태도와 행위이며(Hal

l, 1976a), 개인이 살아가는 기간 동안 일과 직장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전체적

인 과정을 의미한다(Baurch & Rosenstein, 1992; Feldman, 1988). 선행연구

에 따르면, 경력의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조직구성원이 한 조직에 정착하게 되면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지 

않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강하게 정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경력의 개

념은 평생직장을 기반으로 한 조직 구성원들이 현재의 조직에서 경력을 이어나

가는 것으로 개인의 경력을 조직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였다(Betz, Fit

zgerald, & Hill, 1989). 하지만 최근의 경력의 개념은 조직구성원의 경력에 있

어 조직의 노력과 더불어 개인의 역할 수행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에 본인의 경

력은 본인 스스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Lips-Wiersma & H

all, 2007). 더불어, 전통적인 경력의 개념에 따르면 경력을 개인의 삶과 직장에

서의 삶을 분리하여 접근하였던 반면, 최근의 경력 개념은 개인의 경력과정을 

개인과 조직 모두를 포괄하는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과정으로 

경력의 개념을 접근하고 있다(Arthur & Rousseau, 1996). 이를 통해 개인의 

경력강화는 각 개인이 속한 조직 내에서의 교육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기존

의 경력 개념을 확장하여 개인이 겪은 사건, 행동, 및 상황을 통해 경험이 형성

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역량이 강화되는 것으로 경력의 개념이 확대되어 해석

되고 있다(Larsen & Ellehave, 2000).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Nicholson(19

96)은 전통적 경력개념과 새로운 경력개념의 차이를 7가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표 Ⅱ-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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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통적인 경력 새로운 경력

조직 관료제 네트워크

역할 전반 관리자 다양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

조직의 역량 시스템, 운영체계 팀워크, 개발

평가기준 투입 산출

보상 직무에 대한 보상 기술에 근거한 보상

계약관계 몰입과 안정성 유연한 고용관계

경력관리 가부장적 관리 자기관리

이동 수직이동 수평이동

자료: Nicholson, N. (1996). Career systems in crisis: Change and opportunity in the 

information ag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0(4), 40-53.

<표 Ⅱ-3> 전통적 경력개념과 새로운 경력개념의 차이 

반면, 남춘호(2005)와 서경민(2010)은 과거 산업화 시대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기준으로 경력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하였다(<표 Ⅱ-4> 참조).

구분 과거 산업화 사회 21세기 지식기반사회

경력목표 수직이동 수평이동(심리적 성공)

경력주체 조직과 개인 개인

경력단계 연령별 단계 학습단계

경력성공기준 직업안정, 직무능력, 조직상 경력 프로틴 경력, 고용가능성, 적응력

경력자아 일 중심적 자아 총체적 자아

경력패턴 전문가형, 직선형 전이형, 나선형

경력이동 부서 내, 부서 간, 지역 간, 국가 내 국가 간

경력경로 단일경력 다중경력

경력경계 유경계 무경계

자료: 남춘호(2005), 서경민(2010)의 연구를 종합.

<표 Ⅱ-4> 경력 패러다임의 변화

Hall(1976)은 활동단계(stage)나 전환(transition) 및 수직적, 수평적 개념을 

반영하여 경력의 핵심개념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승진으로서의 경

력(career as advancement)으로 조직의 계층구조에 따라서 올라가는 수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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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 말한다. 승진으로서의 경력은 개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승진 또는 높

은 수준의 책임과 의무 부담과 같은 상향적 이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의 경력개념이다. 두 번째는 전문직으로서의 경력(career as profession)으

로 의사,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직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력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특정 직종 혹은 적업에의 전문성에 초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경력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 세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직무연속으로서의 경력

(career as lifelong sequence of jobs)으로 개인이 일생 기간 동안 수행하게 

될 직무와 연관된 경력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경력 개념이다. 네 

번째는 인생에 있어 역할관련 경험의 연속으로서의 경험(career as lifelong se

quence of role related experience)으로 개인이 일생 기간 동안 직무와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하게 되는 경험 및 활동 과정에서 인식한 일

련의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경력개발은 경력과 개발이라는 용어가 조합된 형태로써, 선행연구를 수행한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경력개발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Gilley와 Eggland(1

989)는 경력개발을 조직 구성원과 조직 상호 간의 경력구상 활동을 촉진하는 

구조적인 활동 또는 과정으로 구성된 계획적인 노력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Gu

ttridge와 Otte(1983) 그리고 Super와 Hall(1978)은 경력개발은 개인의 경력

개발 활동과 조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력개발 활동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도출

된 산출물로서 조직 구성원의 경력개발 활동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책임이 부

여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경력개발은 개인이 인생에 걸

쳐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하게 되는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의 직무관련 태

도, 능력, 및 성과를 개선해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서경민, 2010). 경

력개발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으로 나뉘어 분석한 결

과에 따르면(남지은, 2011; 박경문, 이용탁, 1999; 이원정, 2013; 임준철, 199

7), 개인적 차원에서는 경력개발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에 따라 결정

된다고 보며, 조직적 차원에서는 경력개발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

으로 조직 내 인적자원을 개발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적 차원

과 조직적 차원에 따라 도출되는 경력개발의 기대효과는 <표 Ⅱ-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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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Ÿ 생애경력관리를 통한 미래비전의 확보

Ÿ 일을 통한 성장, 성취욕구의 충족

Ÿ 능력개발의 기회 확대를 통한 전문능력 향상

Ÿ 직무충실과 직무만족의 증대

Ÿ 더 현실적인 목표와 기대

Ÿ 조직과 미래 추세에 관한 정보제공

Ÿ 책임감 증대

Ÿ 의사소통의 원활화

Ÿ 내부인적자원의 미래핵심역량 배양

Ÿ 구성원의 역할진작을 통한 활성력 제고

Ÿ 조직노하우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

Ÿ 적재적소배치를 통한 인력효율성 향상

Ÿ 부문별 우수인력의 편제현상 및 승진 

불균형의 해소

Ÿ 부서별 이해, 협동 풍토 및 과별주의의 제거

Ÿ 장기보직에 따른 매너리즘 방지

Ÿ 계획적인 인사이동과 전문교육 체계를 

통한 인재육성의 효율성 제고

Ÿ 의사소통의 원활화

Ÿ 조직목표의 명확화

자료: 남지은(2011), 이원정(2013), 임준철(1997)의 선행연구를 연구자가 종합

<표 Ⅱ-5> 경력개발의 기대효과 

이러한 측면에서 경력개발은 조직 내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경력개발은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미래

의 경력 경로를 개인 스스로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직의 측면에서

는 조직의 필요와 조직 구성원의 성장 및 개발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Kaye, 1984). 

경력개발지원은 조직적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력개발

관리 또는 경력개발 과정에의 개입을 의미하며, 조직 내외에서 구성원의 역량을 

개선하도록 조직에서 지원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다. 이는 경력개발을 위한 구체

적인 활동인 훈련, 업무경험, 피드백, 이동, 코칭 등을 통해 개인의 필요와 조직

의 필요를 대응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며(박성민, 2011), 이는 Von Gilnow 외(1

983)가 제시했던 경력 지향적 인적자원관리 시스템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한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

업체 등의 조직에서는 조직구성원의 경력개발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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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민, 2010; Gutteridge, Leibowitz, & Shore, 1993). 위의 내용을 종합하

였을 때 경력개발지원 인식은 조직적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제공하

는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으로서, 경력개발과 관련된 조직

지원인식을 의미한다(서경민, 2010). 이러한 경력개발지원은 Blau(1964)의 사

회적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적 교환이론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과 조직

과의 관계에서 물질적인 보상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제적 교환과

는 달리 보다 장기적이며 조정이 가능한 교환을 강조하며, 사회 정서적인 측면

을 강조한다(Cotterell, Eisenberger, & Speicher, 1992). 조직 구성원이 조직

으로부터 칭찬, 인정 등과 같은 비공식적 보상을 받게 되면 조직 구성원의 조직

지원인식의 수준은 높아지며, 이는 개인의 직무몰입, 조직몰입, 경력몰입의 수준

을 높여줘 궁극적으로 개인의 작업태도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Eisenber

ger et al, 1986). 즉, 조직 구성원은 조직이 제공한 요인에 대한 보상으로 바

람직한 행동과 태도를 보임으로서 개인과 조직 간의 상호 교환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Wayne, Shore, & Liden, 1997). 이는 경력개발지원이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성, 직무몰입, 경력몰입, 조직몰입, 

혁신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경력개발지원의 구성요인

경력개발지원의 구성요인과 관련하여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표 Ⅱ-6>과 같다.

연구자

구성요인

조직의 정책
성장기회 상사지원

전략적 체계성 운영적 체계성

Barnett & Bradely(2007) ○ ○ ○

Baruch(2006) ○ ○ ○

Chemiss(1991) ○ ○

Gilnow 등(1983) ○

Gutteridge 등(1993) ○ ○ ○

<표 Ⅱ-6> 경력개발지원의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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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개발지원의 구성요인과 관련하여 이전까지 진행된 다수의 연구에서는 전

략적 체계성, 운영적 체계성, 성장기회, 상사지원 등이 경력개발지원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실증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서경민, 2010; 박성민, 2011; 백

주현, 2017). 하지만, 최근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지원의 구성요인을 성

장기회와 상사지원으로 한정하여 접근하는 시도가 다수 발견되었다(김민지, 20

17; 문재승, 최석봉, 2012; 신수림, 정진철, 2014; 이규태, 2013). 이는 조직구

성원의 태도 및 성과 향상에 기존의 승진, 임금인상과 같은 공식적 요인뿐만 아

연구자

구성요인

조직의 정책
성장기회 상사지원

전략적 체계성 운영적 체계성

Lamoe & Strickler(2012) ○

Mathieu & Zajac(1990) ○

Shore & Shore(1995) ○

Tharenou 등(1994) ○ ○

Wayne 등(1997) ○ ○

강철의, 정상원(2007) ○ ○ ○

김민지(2017) ○ ○

김지석, 오석영(2017) ○ ○ ○

문재승, 최석봉(2012) ○ ○

박성민(2011) ○ ○ ○ ○

백주현(2017) ○ ○ ○ ○

서경민(2010) ○ ○ ○ ○

손규태(2015) ○ ○ ○ ○

손규태, 김진모(2015) ○ ○ ○ ○

신수림, 정진철(2014) ○ ○

신영숙(2010) ○

이규태(2013) ○ ○

이미정, 심지현(2014) ○ ○

이윤수 외(2015) ○ ○ ○

이원정(2013) ○ ○ ○ ○

전현민, 이규태(2015) ○ ○ ○ ○

조종현(2017) ○ ○ ○ ○

황애영, 탁진국(2011) ○ ○

자료: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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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칭찬, 인정과 같은 비공식적 요인 또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

다는 점에 기인한다(Rhoades & Eisenberger, 2002). 더불어, 경력개발지원의 

구성요인으로 다수 활용되는 전략적 체계성과 운영적 체계성의 경우 기업마다 

도입여부 및 운영방식이 상이하며, 조직구성원이 인식하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

이 있다. 반면에 조직의 성장기회 제공 및 상사의 지원의 경우에는 조직구성원

의 경력개발지원 요인 중 가장 많이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

에서 보다 효과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갈승민, 2018). 이러한 내용을 종

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지원을 구성요인으로 성장기회(growth opportu

nity)와 상사지원(supervisory support)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성장기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정도를 의미한

다(Iverson, 1992; Venable, 2010). 이때의 성장기회는 조직 내에서 공식적으

로 제공되는 교육훈련, 경력개발제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

키는 비공식적 지원을 포함한다(서경민, 2010). 성장기회와 관련하여 Hall(197

1)과 교환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성장 기

회 정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지원인식 수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Baru

ch, 2006; Igbaria & Greenhaus, 1992). 조직구성원의 경력개발 과정에서 성

장기회가 제공되면 조직구성원은 자신이 설정해 놓은 경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력에 몰입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 수준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더

불어 조직구성원이 현재 머물고 있는 조직에서 제공되는 성장기회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을 경우, 현재의 조직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며 이는 자연적으로 현 조

직에 대한 정서적인 몰입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상사지원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가지는 관심의 정도(Michael & Spector, 

1982) 혹은 상사가 부하 직원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대해 가지는 관심, 신뢰, 

우정 등을 의미한다(Mathieu & Zajac, 1990). 즉, 상사의 지원은 조직 구성원

들이 상사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Greenhaus et al., 1990). 상사는 

조직구성원들이 설정한 경력 목표 달성과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는 요구의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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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조언, 상담 및 멘토링과 같은 여러 지원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

에서 조직구성원은 이러한 상사의 지원을 통해 본인의 경력태도와 행동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Greenhaus et al., 1990). 조직 내 구성원은 상

사가 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감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인지할 경우,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며(Bain & Boles, 1996), 업무수행의 

자율성과 더불어 업무 수행과정에서 피드백과 같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

게 될 경우 조직구성원은 심리적 성공과 더불어 조직의 정서적 몰입이 증가하게 

된다(Hall, 1971; Lemoe & Strickler, 2012). 특히 아직까지 위계적이고 관료

주의적인 특성이 남아있는 국내 기업 조직의 특성상 조직구성원의 역할과 행동

에 상사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조직구성원의 입장에서 상사의 지

원을 조직의 지원과 동일시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 조직 내 경력개발지원에서의 성장기회와 상사의 지원은 조직구성원의 자기주

도성과 다중몰입 및 혁신적 업무행동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경력개발지원의 측정

경력개발지원의 측정과 관련하여 국·내외 연구에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조직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경력개발지원 인식을 측정하고 있다. Sturges 외

(2002)는 조직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교육훈련 참여, 개인 경력계획 

작성 등의 경력관리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적 경력관리 측정도구를 개

발하였다. 해당 측정도구에서 경력개발지원은 공식적 인터벤션과 비공식적 인터

벤션으로 구분되며, 공식적 인터벤션 6문항, 비공식적 인터벤션 4문항의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국내에서는 문재승, 최

석봉(2012), 이미정, 심지현(2014), 황애영, 탁진국(2011)등이 본 도구를 통

해 기업 내 연구개발 직무 근로자, 외식서비스기업종사원과 기업 내 사무직 근

로자의 조직경력개발지원 인식을 측정하였으며 기존의 10문항을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수정한 9문항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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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과 Smither(1999)는 조직구성원의 경력학습의 일환으로 조직에서 제

공되는 교육프로그램, 강좌 및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에 진행되는 스터디나 소

모임과 같은 경력개발지원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구를 개발하였다. 해당 

측정 도구에서 경력개발지원은 단일구인으로 구성되며, 총 6문항,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국내에서는 이봉희(2013)와 지성호(2014)가 본 

도구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경력학습지원 인식을 측정하

였으며 기존의 6문항을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맞춰 수정한 5문항을 활용하였다.

국내에서 조직구성원의 경력개발지원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서경민(201

0)의 도구를 주로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강용관, 이웅, 임유신, 2015; 김

지석, 오석영, 2017; 박성민, 2011; 백주현, 2017; 이규태, 2012). 서경민(201

0)은 기업 내 연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개발지원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목

적으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조사도구를 재구성하였다. 해당 조사도구에서 경력

개발지원은 전략적 체계성, 운영적 체계성, 성장기회, 상사지원의 하위구인으로 

나뉘며, 전략적 체계성 4문항, 운영적 체계성 4문항, 성장기회 4문항, 상사지원 

6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전략적 

체계성과 운영적 체계성은 Rothenbach(1982)의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를 바탕

으로 연구자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원 기업패널 1~2차년도 조사’에

서 활용했던 설문 및 조사를 수행할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

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성장기회는 Iverson(1992)의 연구에서 활용했던 5문

항 중 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상사지원은 Greenhaus 외(1990)의 연구에서 사

용했던 6개의 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더불어 경력개발지원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경력개발지원 프로그램 교육과정, 

평가센터 등과 같은 공식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되

는 멘토링과 경력조언 및 비공식학습기회 제공 등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이미

정, 심지현, 2014; Sturges et al., 2002).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의 경력개발지

원의 측정은 경력상담, 학습, 성과 피드백과 같은 요소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이규태(2013)는 기존의 경력개발지원을 측정하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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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장기회와 상사지원만을 따로 분리하여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 인식을 측

정하였다. 해당 조사도구는 성장기회 4문항, 상사지원 5문항 등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국내에서는 이미정, 심지현(201

4), 김진화(2018), 갈승민(2018) 등이 외식서비스기업종사원, 호텔초기경력자, 

대졸 초기경력자를 대상으로 경력개발지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

로 본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

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해 해외의 선행연구에서 활용했던 도구를 번안 및 재구성

한 서경민(2010)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이규태(2013)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4. 자기주도성

가. 자기주도성의 개념

자기주도성은 학습자를 능동적인 학습주체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파생되었으

며, 성인의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설명해 주는 핵심적인 요인이다(Brockett & H

iemstra, 2018). 자기주도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기주도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Guglielmino(197

7)는 자기주도성을 학습자가 학습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도 자신의 학습계획을 

스스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의 태도, 가치, 

능력 등과 같은 학습자 개인의 특성으로 보았다. Knowles(1975)는 자기주도성

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과 전략을 활용하여 학습을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

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관점을 종합하면, 자기주도성은 능동적인 학습자가 지니

고 있는 학습태도나 인식, 가치관 및 학습역량을 강조함과 동시에(Oddi, 1986), 

학습자의 다양한 인성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M

erriam & Caffarella, 2007). 또한 Candy(1990)는 자기주도성이 성인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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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론과 실제에서 제일 핵심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자기주도성을 

개인적 속성, 의지와 능력, 통제, 독학 등 4가지의 모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

다. 이때, 개인적 속성은 개인의 자율성으로서의 자기주도성을 의미하며, 의지와 

능력은 자기관리로서의 자기주도성을, 통제는 형식적인 맥락에서의 학습활동을 

조직하는 것으로써 학습자 본인을 통제하는 측면에서의 자기주도성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독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학습자 스스로 개별적이고 비정규적인 학

습기회를 갖는 자기주도성을 의미한다. Brockett과 Hiemstra(1991)는 개인책

임성향(PRO: Personal Responsibility Orientation) 모델을 활용하여 자기주도

성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습자의 인성적, 인지적 특

성 및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때, 개인책임성향 모델은 개인책임(persona

l responsibility),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학습자 자기주도성(l

earner self-direction) 그리고 학습에 있어서의 자기주도성(self-direction in 

learning)의 관계를 통해 자기주도성의 개념을 설명하였다([그림 Ⅱ-2] 참고).

[그림 Ⅱ-2] 개인책임성향(PRO: Personal Responsibility Orientation) 모델

자료: Brockett, R. G & Hiemstra, R. (1991). Self-directed learning: Perspectives 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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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책임은 학습자 자신이 생각과 행동의 주인이나, 학습자 본인이 처한 상황

이나 환경에 반드시 통제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기주도

학습은 교수-학습 상호작용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써, 학습활동에 수반되는 계

획, 실행, 평가에 해당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학습자 자기주도성은 학습

자의 개인적, 내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 본인이 수행한 학습에 있어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에 있어서 자기주도성은 앞

에서 설명한 세 가지 요인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학습자가 계획, 수행 

및 판단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학

습자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내부적인 요인 또는 인성적 특

성으로 구성되며, 이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권혜진, 20

13; 서학원, 2018; 오제영, 2009).

Long(1995)은 자기주도성의 개념을 1) 학습자의 여러 종류의 고립에 의한 

사회적 수준, 2) 학습자의 학습 욕구, 전략의 조직화 및 자원의 획득과 관련된 

교육학적 수준, 3) 학습자의 정신적 활동 과정과 관련된 심리학적 수준 등 총 3

가지의 수준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때 사회적, 교육학적 수준은 심리학적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며, 자기주도성을 발현하기 위한 결정

적인 요소는 학습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자유의지라는 점을 언급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은 학습자가 본인들이 수행하는 

학습과정을 통제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며, 개인이 지닌 심리적 자유와 통제가 자

기주도성을 규정하는 표준이 된다(공민영, 2008). Long(1989)은 자기주도성의 

개념분류에 더하여 교육학적 통제와 심리학적 통제로 구성된 자기주도학습모델

을 제시하여 학습자들마다 통제의 수준에 따라 자기주도성이 다르게 발현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그림 Ⅱ-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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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기주도학습모델에 따르면 심리학적 통제 수준이 높고, 교육학적 통제 수

준이 낮은 경우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높게 발현된다(상황 Ⅰ). 반면에 교육학

적 통제 수준은 높으나 심리학적 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학습자의 자기주도

성이 낮게 발현된다(상황 Ⅲ). 이 외에 심리학적 통제 수준과 교육학적 통제 수

준이 모두 높은 경우와(상황 Ⅱ), 심리학적 통제 수준과 교육학적 통제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상황 Ⅳ)에는 자기주도성 발현이 아닌 학습자의 불만족을 야기

하게 된다. Garrison(1989) 역시 학습자가 지닌 자기주도성의 핵심적인 특징을 

통제의 개념을 통하여 접근하였으며, 이때의 통제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의사결

정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회와 능력에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였

다. 이 과정에서의 자율성 혹은 자유는 학습자 측면에서 지적. 태도 및 성향적인 

측면의 숙련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교육환경에서 규정하지 않은 개념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인교육 단계에서의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은 위

에서 언급한 학습자의 개방성, 자율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Tough, 1979)과 

[그림 Ⅱ-3] Long(1989)의 자기주도학습 모델

자료: Long, H. B. (1989). Self-Directed Learning: Emerging Theory and Practice. In H.B. Long

& Associates(Eds). Norman OK: Oklahoma Research Center for Continuing Professional and

Higher Education, University of Oklahoma,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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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학습이 진행되는 환경요인을 통해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박성익, 이선희, 

2011; 윤지연, 이용근, 이종호, 2011). 성인 학습자는 학습활동을 통해 경험을 

축적되며, 조직 내의 구성원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성향을 

체득하게 된다(박상욱, 2015; 이영선, 유기웅, 2012). 이처럼 자기주도성은 개

인이 지니고 있는 성향의 측면이 강하긴 하나, 조직에서 자기주도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학습자가 경험 및 기술 축적을 통해 얼마든지 자기

주도성의 체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공민영, 김진모, 2008; 김기헌, 장근영, 조

광수, 2010), 학습자가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내·외부 환경과의 지속적

인 상호작용은 자기주도성을 발현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자기주도성(self-direction)의 용어가 명확하게 구분

되지 않고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

d learning), 자기교수(self teaching), 개인학습(individualized learning), 독

립학습(independent learning), 자율학습(independent study) 등 다양한 용어

와 혼용되어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강명숙, 2015; 권혜진, 강수돌, 20

14; 배영주, 2006; 한지영, 이민영, 정보라, 2009).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주도

성에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반성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Candy, 1991). 

문헌연구를 통해 자기주도성과 가장 많이 혼용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던 자기주도학습과 자기조절학습과 자기주도성의 차이를 중심으로 의미를 

재정립하자면, 자기주도성은 학습자의 성격적인 특성 혹은 인성적인 특성을 의

미하는 반면(Fisher, 1995; Oddi, 1986),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타인의 도

움 없이 스스로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기반을 두어 학습목표를 설정

하고 해당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하고, 실천

하고 최종적으로 산출물을 도출하여 평가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유도하는 교수학습방법 중 하나이다(나금희, 2017; 

Knowles, 1975; Rogers, 1983). 더불어,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가 설정한 목

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과 관련한 개인이 지닌 사고, 감정, 행동을 의미한

다는 점에서(Zimmerman, 2000) 자기주도성과는 의미상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에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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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 자기주도성은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학습자

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과 협력하고,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며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이다(황미소, 송영선, 이희수, 2014; Ryan, 1993; Stockda

le & Brockett, 2011). 더불어 학습자가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얻

게 된 배움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학습자의 욕구, 기호 및 의지를 표명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학습자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학습활동을 주도

해가는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고자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자기주도성의 구성요인

자기주도성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수행했던 연구자들마다 자기주도성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던 만큼, 자기주도성의 구성요인과 관련하여 연구자

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자기주도성의 구

성요인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표 Ⅱ-7>과 같다.

연구자 구성요인

Garrision(1997)

자기관리(self-management)

자기평가(self-monitoring)

동기(motivation)

Guglielmino(1977)

강명숙(2015)

김소희(2007)

문소령, 우찬복(2014)

배영주(2003)

오희정, 이은희(2016)

유귀옥(1997)

한지영(2008)

효과적인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

(self concept as an effective learner)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openness to learning opportunities) 

학습에 대한 주도권

(initiative and independence in learning)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for one's own learning)

학습에 대한 사랑(love of learning)

창의성(creativity)

기본 학습과 문제해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use basic study and problem-solving skills)

미래에 대한 긍정적 지향성

(positive orientation to the future)

Hogg(2008)

박시남(2012)

학습동기(motivation)

자기조절(self-regulation)

<표 Ⅱ-7> 자기주도성의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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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구성요인

양수진(2017)

황미소, 송영선, 이휘수(2014)

황서현(2015a)

인지적 요소(cognitive elements)

사회적 환경(social circumstance)

Harvey, Rothman, & Frecker(2006)

Kim(2010)

김연미(2018)

강성호(2013b)

최재광(2017)

타인과의 학습(learning with others)

학습자 동기/자기효능감/자율성

(learner motivation/self-efficacy/autonomy)

자기조절능력(ability to be self-regulating)

학습열의(reading avidity)

Oddi(1984)

한지영, 이민영(2009)

적극적 동인 대 소극적 동인

(proactive drive vs reactive drive)

인지적 개방성 대 폐쇄성

(cognitive openness vs defensiveness)

학습의 물입 대 냉담 또는 반감

(commitment to learning vs 

 apathy or aversion to learning) 

Biggs(1978)

Dave(1975)

Joyce & Weil(1972)

Skager(1978)

Wroczynski(1974)

자기수용성(self-acceptance)

계획성(planfulness)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내면화된 평가(internalized evaluation)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융통성(flexibility)

자율성(autonomy)

Stolk 외(2008)

인지적 영역(cognitive)

동기적 영역(motivational)

행동적 영역(behavioral)

맥락적 영역(contextual)

West & Bently(1990)

권혜진, 강수돌(2014)

박웅배(2011)

서학원(2018)

정혜승(2014)

학습자로서의 자기확신(self-confidence as a learner)

학습에 대한 애착(love of learning)

도전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change)

학습에 대한 호기심(inquisitive nature)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for learning)

공민영, 김진모(2008)

김지자 외(1996)

김지혜, 이기학(2018)

문승태, 박미하, 양복만(2012)

배을규, 이민영(2010)

이진화, 김진모(2006)

현영섭(2014)

독창적 접근(creative planning)

탐구적 특성(inquisitive)

자발적인 계획(proactive planning)

학습의 책임성 수용(acceptance of responsibility)

학습에 대한 사랑(love of learning)

미래지향성(future orientation)

학습자적 신념(self-confidence as a learner)

자료: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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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성의 구성요인과 관련하여 위에 정리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

구자들마다 자기주도성의 구성요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에서 진행되었던 자기주도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Guglielmi

no(1977)와 Oddi(1984)가 설정한 구성요인을 자기주도성 관련 연구에 활용하

고 있다. 두 연구자가 제시한 자기주도성의 구성요인은 모두 개인의 특성 측면

에서 접근하여 도출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Guglielmino(1977)가 설정한 자기

주도성 구성요인의 국내 연구에서의 적용은 다수의 해외 연구자들이 수행했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한 자기주도성의 구성요인을 국내 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했

던 김지자 외(1996)와 유귀옥(1997)의 연구에서 활용했던 자기주도성의 구성

요인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했거나(공민영, 김진모, 2008; 권혜진, 강수돌, 20

14; 김지혜, 이기학, 2018; 문승태, 박미하, 양복만, 2012; 박웅배, 2011; 배을

규, 이민영, 2010; 변영섭, 2014; 서학원, 2018; 이진화, 김진모, 2000; 정혜

승, 2014; 현영섭), Guglielmino(1977)의 연구에서 활용했던 구성요인을 그대

로 국내 환경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강명숙, 2015; 김소희, 2

007; 배영주, 2003; 유귀옥, 1997; 한지영, 2008). Oddi(1984)가 설정한 자

기주도성 구성요인은 기존의 자기주도성을 개인의 특성을 기반으로 도출하던 관

점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성은 생애 전반에 걸쳐 발현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여 

개인의 동기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었으며. 자기주도성이 개인적 요소뿐만 아니

라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도 형성된다는 측면을 강조하

였다(한지영, 이민영, 2009). Oddi(1984)가 설정한 자기주도성 구성요인 역시 

여러 연구자들이 이를 기반으로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목적과 상황에 맞게 조금

씩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다(강성호, 2013b; 한지영, 이민영, 2009; Harvey, R

othman, & Frecker, 2006; Kim, 2010).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

서의 자기주도성 구성요인은 Gulielmino(1977), Oddi(1984) 그리고 본 연구에

서 활용할 Harvey, Rothman, & Frecker(2006)에서 적용한 자기주도성 구성

요인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Guglielmino(1977)는 자기주도성의 구성요인을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효

율적이고 독립적인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 학습에서의 솔선수범·독립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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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 학습에 대한 애정과 열성, 학습자의 미래지향성, 창의성, 

기본적인 학습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사용 등의 총 8가지 하위구인으로 제시하였

다. 첫 번째로,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은 개인의 학습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

어 항상 학습하고자 하는 태도, 지식의 근본에 대한 탐구심, 애매모호함에 대한 

인내심, 자신이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건설적으로 활

용하는 능력 및 학습에 대한 책임감의 인지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로 학습자로

서의 자아개념은 학습자 본인이 효율적인 학습자라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확신, 학습활동 시간 관리 능력, 자기훈육 및 활용 가능

한 수단과 자원에 대한 지식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로, 학습에서의 솔선수범·

독립심은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자세, 자신의 학습 욕구 수용,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 새로운 학습을 스스로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의미한다. 네 번째, 학습에 대한 책임감은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 적극적으로 본인의 학습을 

계획하고자 하는 의지, 자신이 수행한 학습 결과에 대한 책임, 자신의 학습 진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 등을 포함한다. 다섯 번째, 학습에 대한 애정과 열

성은, 지속적으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강렬

한 의지가 있으며, 체계적인 학문 탐색 활동을 즐기는 자세 및 가치관의 소유 

등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 미래지향성은 미래지향적 관점의 자기 이해를 의미하

는 것으로써, 자신을 평생학습자라는 자아개념을 기반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리

며, 어려운 상황을 문제가 아닌 새로운 도전으로 인지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일곱 번째인 창의성은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

로운 방식을 고안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

수함과 동시에 하나의 주제에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

다. 마지막 요인으로 제시된 학습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은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애매함, 복잡한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본인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활용한 문제해결력 수준을 스스로 평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Oddi(1984)는 자기주도성의 구성요인을 외부의 자극 없이 스스로 학습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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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고 지속하는 능력에 관한 적극적 동인 대 소극적 동인(proactive drive vs 

reactive drive), 새로운 생각과 활동에 대한 포용력, 변화에 따른 적응력, 모호

성에 대한 참을성 대 경직성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을 포함하는 인지적 개방성 

대 폐쇄성(cognitive openness vs defensiveness), 학습에의 몰입 대 반감(co

mmitment to learning vs apathy to learning)등의 총 3가지 하위구인으로 제

시하였다. 첫 번째로, 적극적 동인 대 소극적 동인은 명확하고 즉각적인 강화 행

동 없이 발생하는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적인 동인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자

존감으로 인해 학습 장애물이 발생하는 경우 학습을 포기하는 성향인 소극적 동

인에 이르는 연속체에 의해 개념화된 관점을 말한다. 두 번째로, 인지적 개방성 

대 폐쇄성은 새로운 생각에 대한 개방적인 관점, 적응성을 지닌 자기주도성 성

향의 학습자가 성격과 실패에 대해 가지는 두려움, 새로운 학습 활동에 대한 거

부감을 지닌 학습자의 성격의 연속성에 기반을 둔 관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에의 몰입 대 반감은 학습자의 성격을 변화하는 학습활동 과정에서 발생하

는 특성 사건에 대해 고민하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자와 학습과정 및 행동에 부정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학습 활동 과정에 

몰입하지 않는 학습자의 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할 Harvey, Rothman 그리고 Frecker(2006)의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성의 구성요인을 타인과의 학습, 학습자동기·자기효능감·자율성, 자기

조절능력, 학습열의 등 총 4가지 하위구인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타인과의 

학습은 개인의 학습활동 과정에서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 간

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가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는 

교수자가 학습자를 대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기존의 일방향적 소통방식에서 벗

어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스스로 학습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습

득이 가능하다는 믿음에 기인한다. 더불어 타인과의 학습은 지식과 경험의 공유

를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본인이 설정한 학습목표에 자발적으로 도전하게 함으

로써 변화를 수용하고 불확실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측

면에서 정신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인, 학습자동기·자기효능

감·자율성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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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동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개인의 자기주도성에 영향

을 미침으로써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보다 흥미롭게 수행하게 되며, 인

내심을 바탕으로 본인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원

동력이 된다. 이때, 학습자 동기는 개인이 활동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상태를 의

미하며, 자기효능감은 자기가 수행해야 하는 일과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다는 개

인 내면의 믿음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일수록 달성하기 어려운 도

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더 많은 노력을 통해 높은 성과를 도출한다, 자율성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며,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세 

번째인, 자기조절능력은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

여 보다 더 개선된 결과를 도출하고 타인과도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에 부합되는 적절한 행동을 계획 및 수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행

동준거를 의미한다. 네 번째인 학습열의는 개인이 학습에 대한 기본적으로 지니

고 있는 열정을 바탕으로 학습과정 자체를 즐기는 개인 고유의 특성을 의미한

다. 학습열의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은 조직 내외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을 기반

으로 지속적으로 학습노력을 하며,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 조직 내 구성원들의 타인과의 학습 태도, 학습자동

기·자기효능감·자율성, 자기조절능력 및 학습열의는 개인이 보다 자기주도적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조직구성원의 혁

신적 업무행동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 자기주도성의 측정

자기주도성의 측정과 관련하여 국·내외 연구에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조

직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자기주도성을 측정하고 있다. Guglielmino(1977)은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4명의 전문가 집단을 대

상으로 세 번에 걸친 델파이 과정을 거쳐 SDLRS(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 S

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를 개발하였다. 해당 측정도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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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성은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효과적인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 학습의 

주도성과 독립성, 자기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 수용, 학습에 대한 사랑, 창의

성, 기본 학습기능과 문제해결 기능을 사용하는 능력, 미래에 대한 긍정적 지향 

등 총 8개 하위구인, 5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기반

으로 측정되었다. 국내에서는 김소희(2007), 배영주(2003), 한지영(2008)등이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성인 학습자, 공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성을 실

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국내에서는 Guglielmino(1977)의 측정도구를 김지자 외(1996)가 국내의 환

경에 맞게 수정, 보완한 SDLRS-K-96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교사용 

학습자 자기주도성 측정도구(Self-Directed Learning Inventory for teacher

s)를 개발하였다. 해당 측정도구에서 자기주도성은 독창적 접근, 탐구적 특성, 

자발적인 계획, 학습의 책임성 수용, 학습에 대한 사랑, 미래지향성, 학습자적 

신념 등 총 7개 하위구인, 40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첨 리커트 척도로 측정

되었다. 공민영, 김진모(2008), 김지혜, 이기학(2018), 배을규, 이민영(2010), 

이진화, 김진모(2006)등은 기업 e-learning 프로그램 참여자, 기업체 근로자, 

HRD 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

로 본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배을규(2010)는 자기주도성을 설명하는 구성요인들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이 학습자와 학습과정에서의 자기주도성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에서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학습 환경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자기주도성 연구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의 통합적 연구

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자기주도성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해

당 측정도구에서 자기주도성은 인지적 차원(학습과정 관리, 학습결과 평가), 정

의적 차원(학습동기, 흥미와 자아개념), 행동적 차원(학습활동의 지속성, 학습자

원 이용 및 관리, 학습 환경조성)등 총 7개 하위 구인, 21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국내에서는 백지영(2016), 서남숙(2017), 

이민영(2018), 최관웅(2017)이 조리사와 민간기업과 공공기업 조직구성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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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연구직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Oddi(1984)역시 기존의 Guglielmino(1977)의 도구는 자기주도학습의 교수

과정에만 중점을 두어 탐구학습에 대한 측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

면서 학습자의 인성적인 특성에 기반 하여 자기주도성을 측정하는 OCLI(Oddi 

Continuing Learning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측정도구에서 자기주도성은 적

극적 동인 대 반응적 동인, 인지적 개방성 대 페쇄성, 학습열의 대 냉담 혹은 혐

오 등 총 3개 하위 구인,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리커트 척도를 기반

으로 측정하였다. 국내에서는 한지영, 이민영(2009)이 대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Harvey, Rothman과 Frecker(2006)는 기존의 Oddi(1984)의 OCLI 도구를 

250명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

후 선행연구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OCLI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문제점을 수

정, 보완한 새로운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해당 측정도구에서 자기주도성은 타

인과의 학습, 학습자동기·자기효능감·자율성, 자기조절능력, 학습열의 등 총 4

개 하위구인,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되

었다. 국내에서는 Kim(2010)과 강성호(2013b)가 국내 대기업 구성원을 대상

으로 자기주도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사도구를 활용하였

다. 더불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구성원의 자기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

로 활용했던 측정도구의 경우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를 측정했던 것에 비해 본 조

사도구는 개인의 자기주도성을 발현하는 동기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

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

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해 Oddi(1984)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Harvey, Rothman

과 Frecker(2006)의 도구를 국내 대기업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을 측정하기 위

한 목적으로 국내 상황에 맞게 재수정 및 보완한 Kim(2010)의 측정도구를 활

용하였다.



- 49 -

5. 다중몰입

가. 다중몰입의 개념

다중몰입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이전에 몰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요구된

다. 몰입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O'Reilly와 Chatman

(1986)은 몰입을 개인의 일련의 태도와 행동의지 간의 결합으로 보았으며, 개

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가치고 있는 가치관의 일치를 통해 심리적 애착 혹은 소

속의 욕구를 유발하여 특정 대상에 대한 정체성을 소유하거나 특정 대상에 공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Wiener(1982)는 조직이 설정한 목표와 이익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인이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면화된 규범적 압력

의 총체로 보았으며, Sheldon(1971)은 몰입을 개인의 정체성을 조직의 정체성

에 연계하고자 하는 조직지향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Porter 외(19

74)는 몰입을 특정조직에 대하여 구성원이 내면에 지닌 동일시 및 관여라고 보

았으며, Wiener와 Vardi(1980)는 몰입을 개인이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의무감

에 기초하여 조직을 대하는 태도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몰입은 개인의 내면에 있는 애착, 동일시, 충성심, 신뢰, 잔류욕구 등을 종합

적으로 포괄하는 개인의 심리적인 태도와 행위의사를 의미한다(강종수, 류기형, 

2007a). 더불어 조직 구성원과 조직의 심리적인 유대(Kaldenberg, Becker, & 

Zvonkovic, 1995) 혹은 조직 구성원 간을 결속시키는 힘(Cohen, 2003)을 의

미한다. 이러한 몰입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다중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와의 일체감을 바탕으로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고, 조직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며, 본인이 

설정한 경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높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임갑자, 2014). 

일반적으로 조직의 구성원들은 하나 이상의 몰입에 노출되며, 하나의 몰입 유

형에 몰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하나 이상의 유형에 몰입을 하게 된

다. 즉, 조직구성원의 높은 직무성과나 기존보다 개선된 혁신적인 업무행동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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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몰입 요인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몰입이 서로 다른 비중으로 

발현됨에 따라 발생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Blau, 1988; Cohen, 2003; Weine

r & Vardi, 1980).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 구성원의 몰입을 보다 정확하게 이

해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태도뿐만 아

니라,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태도, 그리고 본인의 경력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몰입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문영주, 2011a).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직무몰입, 경력몰입, 조직몰입(김지현, 2017; 신혜영, 

2016; 이정환, 2015; 이지영, 2018; 최유환, 2015; 한상국, 2016)을 개별적으

로 분석하거나 직무몰입과 경력몰입(김석영, 전희원, 2008; 문수연, 2010), 직

무몰입과 조직몰입(김수명, 2018; 이사겸, 2009; 최후림, 2015), 경력몰입과 

조직몰입(강인주, 2015; 고현철, 2003; 서경민, 2010; 임승옥, 2007) 등 이중

몰입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을 뿐 직무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몰입을 

하나의 몰입으로 보는 다중몰입의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의 분화현상이 발생하고, 조직 내 다양성에 대한 논

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직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기반으로 다중몰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민정, 임유신, 강원석, 2017).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국내

에서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다중몰입에 대한 연구를 국내·외의 몰입 관련 선행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변인인 직무몰입과 경력몰입 그리고 조직몰입을 

통해 다중몰입의 개념 및 산업인력현장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다중몰입의 구성요인

다중몰입과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는 몰입의 대표적인 유형인 직무몰입, 

직업몰입, 경력몰입, 조직몰입, 상사몰입 및 팀 몰입을 개별 잠재변인으로 측정

하거나, 이중몰입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세 개의 이상의 몰입 요인을 

하나의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관찰변인으로 보는 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다중몰입의 구성요인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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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표 Ⅱ-8>과 같다.

연구자
구성요인

직무몰입 직업몰입 경력몰입 조직몰입 팀 몰입 기타몰입

강종수, 류기형(2007) ○ ○ ○

강종수(2008) ○ ○ ○

강종수(2010)주2) ○ ○ ○ ○

고영심, 강영순(2015)주2) ○ ○ ○

문영주(2010) ○ ○ ○

문영주(2011a) ○ ○ ○

문영주(2011b) ○ ○ ○

문영주(2011c) ○ ○ ○

서재현(1998)주1) ○

서재현(2002) ○ ○ ○

소영호, 이정식(2011) ○ ○ ○

윤대혁, 정순자(2008) ○ ○ ○ ○

이은송(2002) ○ ○ ○

임갑자(2014) ○ ○ ○

조민정 외(2017) ○ ○ ○

지명원, 김명국(2009) ○ ○ ○

주1) 서재현(1998)의 연구는 다중몰입을 정서적 조직몰입, 유지적 조직몰입으로 봄

주2) 강종수(2010)의 기타몰입: 관계몰입, 고영심, 강영순(2015)의 기타몰입: 상사몰입

자료: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종합

<표 Ⅱ-8> 다중몰입의 구성요인 

다중몰입의 구성요인과 관련하여 이전까지 진행된 다수의 연구에서는 직무몰

입, 경력몰입, 조직몰입 등이 다중몰입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성요인이라는 점을 

실증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김종수, 류기형, 2007; 김종수, 2008; 문영주, 

2010; 임갑자, 2014; 조민정, 임유신, 강원석, 2017).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중몰입의 구성요인으로 직무몰입(job commitment)과 경력몰

입(career commitment) 그리고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을 중

심으로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중몰입의 하위구인인 직무몰입, 경력몰입, 조직몰입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러한 개념을 포괄하는 몰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며 이에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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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몰입은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지의 

결합으로써, 개인이 지닌 특정 대상에 대한 가치관의 일치를 통해 심리적 애착 

혹은 소속에 대한 욕구를 야기하여 특정 대상에 대한 정체성을 소유하거나 특정 

대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O'Reilly & Chatman, 1986). 

이 외에도 Salancik(1977)은 몰입을 개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행동에 얽매여 있

는 상태와 더불어 그러한 상태를 통해 자신의 관여를 지속할 수 있다는 믿음으

로 보았으며, Brown(1966)은 몰입을 개인에게 특정 조건이나 상황이 주어지는 

경우 자신의 행동방향을 결정하고 지속되게 하고자 하는 힘으로 보았다. 반면에 

Csikszentmihalyi(1990)와 Jack과 Marsh(1996)는 몰입을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닌 실제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현된다고 주장

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몰입은 첫째, 개인이 행동을 어떠한 방식으

로 해야 하는지를 제시함과 동시에 행동을 유지하거나 지원하는 원동력이며, 둘

째, 자신이 지니고 있는 마음에 따라 행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의무의 한 형태

이며, 셋째,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으로 인해 도출되는 성과

물이다(윤경신, 김진모, 2016; Meyer & Herscovitch, 2001). 

직무몰입은 개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와 심리적으로 일체감을 갖고 있는 

정도로써, 자신의 일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의미한다(Muchinsky, 2009). 직무몰

입은 예전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이에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해

석을 제시하고 있다. Dubin(1956)과 Saleh 그리고 Hosek(1976)은 직무몰입

을 직무가 생활의 모든 관심사가 되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직무가 개인의 욕구

만족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Lodahl과 Kejner(1965)는 직무몰

입을 조직구성원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와의 심리적 일체감을 느끼는 정도, 그리

고 개인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자아 이미지 속에서 직무가 차지하는 중요성의 

정도로 보았다. 더불어, 직무몰입이 개인의 자기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언급하면서 직무몰입의 개념화와 더불어 직무의 중요성을 확대하여 적용하였

다. 이후, 직무몰입은 추가적으로 직무몰입을 인지와 행동 그리고 감정 등 다양

한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복합적인 시도로 연결되었다. Saleh

와 Hosek(1976)은 직무몰입을 1) 개인의 일상생활에 관점을 두고 일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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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2) 개인이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 3) 직

무성과와 자기존중감의 부합성 정도, 4) 직무성과와 자기 개념과의 일치성 정도 

등 총 4가지 차원을 기반으로 직무몰입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Katz와 Kahn(19

77)은 직무몰입을 제시하면서 직무몰입이 1) 개인이 조직구성원으로서 본인에

게 부여된 조직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필수적인 조건이며, 2) 개인이 지닌 열망

의 수준과 조직목표의 내재화의 정도와 연관이 있으며, 3) 직무만족과 성과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Kanungo(1982)는 기존의 

직무몰입에 대한 정의가 1) 직무의 내재적 동기와 혼동되고 있으며, 2) 직무몰

입의 선행조건과 직무몰입의 상태와 결과를 식별하는 문제를 혼동하고 있으며, 

3) 직무를 특정 직무맥락과 일반적인 직무맥락과 구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기존의 직무몰입의 개념이 상이한 분야에서 도출되었거나 이

질적인 내용이 혼합된 결과로 인해 기인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직무몰입을 현

재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직

무몰입을 심리적인 일체감의 상태로 정의하여 직무몰입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

였다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직무몰입에 관해 연구를 수행했던 학자들 마다 다

양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나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개인의 심리상태와 

동일시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직무몰입에 관련

된 특성을 정리해보면 첫째, 직무몰입은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에 관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둘째, 직무몰입은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일정 수준 영향을 받으나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지 않은 안정적인 개념이며, 

상황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심리적인 인식에 의해 받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셋째, 직무몰입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조직목표나 조직의 가치를 

내재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력몰입은 경력몰입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던 초기 시절에는 일부 전문가들

을 중심으로 전문적 몰입으로 이해되었다(강인주, 2015; Morrow & Goetz, 19

88; Morrow & Wirth, 1989). 이후 경력몰입은 개인, 조직, 사회적인 측면에서 

경력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Hall(1976)이 경력의 개

념을 개인의 일생동안 일과 관련된 경험 및 활동의 연속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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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개념이 전문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력을 쌓아가는 일반적인 모

든 사람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으로 변화했다. 경력몰입은 개인의 역

량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하며, 조직의 입장에서

는 이러한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통해 조직의 성과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중요한 요인이다(Lee, Carswel, & Allen, 2000). 경력몰입과 관련하여 여

러 학자들이 다양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력몰입은 Blau(198

5)가 제시한 ‘본인이 선택한 직업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의 

정도로써 자신이 현재 속한 직종 혹은 직업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인 태도’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Aryee와 Tan(1992)은 경력몰입을 특정 

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대해 동일시하는 감정적인 개념으로 보았으며, 행동적인 

면에서는 본인이 설정한 경력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적절

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 Colarelli와 Bishop(1990)은 경력몰입을 

자신이 설정한 경력목표에 애착을 가지고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강인

주, 정철영(2015)은 경력몰입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자신의 업무분야에 대한 심리적 애착으로서. 현재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심리적인 상태

를 의미한다고 제시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경력몰입 개념의 확장 과정을 보면 

초기의 경력몰입 연구는 내적 동기 부여를 강조하였으며, 자신의 현재 직업 혹

은 현재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 대한 태도나 애착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배진현, 2011; 이상진, 2011; 임승옥, 2007; 정동열, 2014). 이후의 경력몰입

의 개념은 본인이 현재 종사하는 직업분야에 대한 애착과 더불어 이를 지속적으

로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의 심리적 의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Ary

ee와 Tan(1992)은 경력몰입을 자신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업분야에 대한 심

리적, 정서적 애착과 더불어 현재의 직업분야에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자 하는 구체적인 심리적인 상태인 감정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행동

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이 설정한 경력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Carson과 Bedeian(1994)은 경력몰입을 구성하는 하위구인으로 경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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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career identity), 경력기획(career planning), 경력탄력성(career resilie

nce) 등 총 3가지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이때 경력정체감은 자신과 자신이 수

행하는 직업분야를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력기획은 자신이 설정한 경력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말하며, 경력탄력성은 경력개발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Lydon & Zanna, 1990).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경력몰입은 개인이 현재 전문성을 기반으로 수행

하고 있는 직업분야에 대한 애착을 토대로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

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조직몰입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중몰입의 하위구인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진 변인이다. 일반적으로 조직몰입은 조직과 관련하여 조직구성원이 지니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개인과 조직 간의 공유된 목표와 가치의 일치가 핵

심적인 요소이다(강인주, 2015). 조직몰입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조직구성원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조직행동 분야에서 조직구성원의 업무 수행 태도와 조직 

행동 간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는 핵심 주제였다(Meyer & Herscovitch, 

2001). 더불어,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에게 다른 변인들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

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Angle & Perry, 1981). 초기의 조직몰입은 사람

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조직에 대한 일체감으로 인식되었으나(Porter, Crampo

n & Smith, 1976), 이후에는 조직구성원이 조직목표 혹은 가치에 대한 높은 

신뢰와 수용, 조직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 조직 구성원으로 지속적으로 

남고자 하는 의지로 인식된다(Greenberg & Baron, 1995; Meyer & Allen, 1

991; Weiner, 1982). Mowday 등(1982)은 조직몰입이 조직구성원이 현재의 

조직에 계속 남아 있고자 하는 성향으로써, 조직구성원이 특정 조직과 동일시하

고 공헌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Porter 

등(1976)은 조직몰입을 조직구성원이 조직을 위해 높은 수준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사, 조직에 남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 그리고 조직이 지닌 중요한 목적과 

가치관의 수용으로 보았으며, Meyer와 Allen(1991)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목

표나 가치에 대해 강한 신념을 보임과 동시에 수용성이 내재화되어 조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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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조직몰입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

으로 조직몰입에 관련된 특성을 정리해보면 첫째, 조직이 설정한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애착과 신뢰를 의미하며, 둘째, 조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조직구성원의 헌신과 희생의지를 말하며, 셋째, 조직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속한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그들이 지닌 가치와 목표를 조직이 설정한 목표와 일치시킴과 동

시에 조직구성원으로 현재의 조직에 지속적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정도이다. 또

한, 개인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대한 애착과 더불어 조직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가 호의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 조직 내 구성원들의 직무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몰입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

서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 다중몰입의 측정

다중몰입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연구자들이 진행한 연구사례는 많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중몰입을 측정하는 도구 역시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문영주(2010)는 직무몰입, 경력몰입, 조직몰입을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다중몰

입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활용했던 개별 하위구인 

별 측정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다중몰입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

발하였다. 직무몰입은 Lorence와 Mortimer(1985)가 활용한 조사도구를 번안

하여 국내 간호사들의 직무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했던 서연숙과 김윤찬(20

07)의 측정 도구를 수정·보완하였다. 경력몰입은 Blau, Paul과 John(1993), 

Carson과 Bedeian(1994)의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를 번안하여 국내 사무직 근

로자들의 직무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했던 장은미(1997)의 측정 도구를 수

정·보완하였다. 조직몰입은 Allen과 Meyer(1996)가 개발한 조직몰입 척도를 

번안하여 국내 사회복지분야 근로자들의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했던 문



- 57 -

영주(2007)의 측정 도구 중 정서적 몰입을 측정하는 문항만을 활용하였다. 다

중몰입 측정도구는 직무몰입 4문항, 경력몰입 5문항, 조직몰입 5문항 등 총 14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국내에서는 임갑자(201

4)가 민간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다중몰입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

으로 본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강종수와 류기형(2007b)은 직무몰입, 경력몰입, 조직몰입, 관계몰입을 하위구

인으로 하는 다중몰입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활용

했던 개별 하위구인 별 측정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다중몰입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강종수와 류기형(2008)은 직무몰입, 경력몰입, 조

직몰입은 동시에 정서적으로 애착하고 규범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

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중몰입을 Allen과 Meyer(1990)가 제시한 측정도구

의 하위 구인 중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만을 따로 도출하여 개념화하였다. 

이후 Cohen(2003)이 제시했던 다중몰입 매트릭스모델에 따라 각 몰입유형별 

선행 척도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다중몰입 측정도구는 

직무몰입 6문항, 경력몰입 5문항, 조직몰입 6문항, 관계몰입 6문항 등 총 23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국내에서는 강종수(200

8)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다중몰입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서재현(2002)은 국내 사무직 근로자들의 개인적 성향과 조직 내 경험이 다중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중몰입의 하위구인들을 측정

하는 해외 선행연구의 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서재현(2002)

의 연구에서는 다중몰입의 하위구인을 경력몰입, 팀 몰입, 조직몰입으로 설정하

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경력몰입과 팀 몰입, 조직몰입 모두 Ellemers, Gilder

와 Van Den Heuvel(1998)이 활용했던 측정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번안

하여 사용하였다. 다중몰입 측정도구는 경력몰입 6문항, 팀 몰입 7문항, 조직몰

입 5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소영호와 이정식(2011)은 국내 스포츠시설 종사자들의 다중몰입이 직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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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중몰입의 하위구인들을 측정하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활용했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소영호와 

이정식(2011)의 연구에서는 다중몰입의 하위구인을 경력몰입, 직업몰입, 조직몰

입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력몰입은 Blau(1985)의 연구에서 활용

한 도구를 적용한 고현철(2004)의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직업몰입은 

McClokey와 McCain(1987)의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를 적용한 윤승재(2007)

의 도구를 수정하였으며, 조직몰입은 Meyer와 Allen(1997)이 개발한 도구를 

적용한 고현철(2004)의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다중몰입 측정도구는 경

력몰입 4문항, 직업몰입 3문항, 조직몰입 3문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다중

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직무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몰입을 개별 구인으로 측정하

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측정도구를 사회복지직 근로자의 다중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하나의 측정도구로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던 문영주(2010)의 측정도구를 활

용하였다.

6. 학습문화

가. 학습문화의 개념

학습문화는 조직 내 구성원들의 학습활동을 촉진하여 개인학습, 팀 학습 및 

조직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며, 학습결과를 성과에 지속적으로 연결시키

는 시도를 통해 학습결과를 조직 전체에 퍼지게 함으로써 조직 전반에 대한 근

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문화를 의미한다(나병선, 2001; 박현주, 김진모, 2

018). Pedler와 Burgoyne 그리고 Boydell(1981)은 학습문화를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학습활동을 촉진하여 지속적으로 조직 전반의 변화를 추구

하는 문화라고 설명하였으며, Marquardt와 Reynolds(1994)는 학습문화를 조

직 내의 혁신적인 공동체 네트워크로서, 새로운 지식과 서비스 그리고 재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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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수 있는 권한이 조직구성원에게 잘 위임되어 있는 형태의 문화를 의미한다

고 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 학습문화는 개인단위, 팀 단위, 그리고 

조직단위에서의 학습활동 활성화를 위해 조직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환경으로서, 

지속적인 지식 창출을 기반으로 개인 및 조직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조직의 풍토

를 의미한다. 

하지만, 학습문화에 대한 개념은 최근에 들어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는 점에서 구체적인 이론적 토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다(Egan, Yang, & Ba

rlett, 2004).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문화와 다른 유사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학

습문화의 개념을 도출하는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학습조직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문예원, 2012; 박규은, 2015; 박현주, 김진모, 

2018; 송민진, 2016). 학습조직은 조직구성원이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으

며, 새롭게 알려진 사고의 유형이 자유롭게 수용되는 조직이자 집단적 열망이 

강한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학습방법을 학습시키는 조직, 그리고 

단순히 학습만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습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피드백 

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구성원 모두가 성장 및 공생하는 유연한 조직을 의미한다

(Senge, 1990). 이러한 학습조직의 구축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사고(system th

inking), 개인적 숙련(personal mastery), 사고모델(mental models), 공유 비

전 구축(building shared vision) 그리고 팀 학습(team learning)으로 구성된 

다섯 가지 요인의 유기적인 결합이 선행되어야 한다(Robbins, 2005). 이러한 

관점은 학습조직의 특성을 기존의 피상적인 관점이 아닌 체계적인 관점을 기반

으로 접근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그림 Ⅱ-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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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Senge(1990)의 학습조직 원리

자료: Senge, P. (1990). The fifth discipline: The art and practice of learning. NY: Doubleday.

시스템적 사고란 주변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개별적 사건의 단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형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을 의미

한다. 이는 조직문화를 구성하는 다른 요인들을 결합시켜 일관성 있는 이론 및 

실천의 지침을 제공하여 조직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며, 조직구성원과 

조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조직 내 학습문

화 구축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개인적 숙련은 개인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에너지와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

정에서 개인의 능동적 사고는 내면의 동기부여를 야기하여 자신의 행동이 조직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다. 사고모델은 개인이 주

변의 내·외부 환경을 이해하고,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정신적인 이미지를 의미한다.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모델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행동을 통해 단점이 개선되게 된다. 공유 비

전 구축은 개인이 아닌 조직의 관점에서 수행하는 비전의 체계화를 의미하며, 

조직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조직에 헌신할 수 있는 의미를 형성하도록 한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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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팀 학습은 조직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팀 내 상호작용의 유형을 

파악하고, 기존의 업무 수행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팀 기반 학습을 의미한다. 이

러한 팀 학습을 통해 조직 내 개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개별적인 관점에서 벗

어나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다섯 가지 요

소가 결합되었을 때 보다 효과적인 학습조직이 구축된다.

Senge(1990)의 연구 이후 학습조직에 대한 논의는 학습지향적 관점, 전략적 

관점, 통합적 관점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Yang, Watkins, & Marsick, 20

04). 학습지향적 관점에서의 학습조직은 모든 조직구성원의 학습활동을 촉진시

킴으로써 조직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

는 학습기업을 의미한다(Pedler, Burgoyne & Boydell, 2013). 전략적 관점에

서의 학습조직은 지식을 창출하고 획득하는 데 능숙하며, 새롭게 습득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조직 내에 전이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개선하는 조직을 의미

한다(Garvin, 1993). 통합적 관점에서의 학습조직은 조직 내에서 지속적으로 

학습과 변화 과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과 조직구조를 유기적으로 통

합시키는 역량을 갖춘 조직을 의미한다(Watkins & Marsick, 1996).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Watkins와 Marsick(1997)은 학습조직 내에서 변화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조직과 팀 그리고 조직구성원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7가지 요인

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인 지속적 학습기회 제공(create 

continuous learning opportunities)은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학습기회를 지속

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조직의 노력을 의미하며, 두 번째 요인인 대화 및 탐구 

촉진(promote inquiry and dialogue)은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 발생하는 현상

에 대해 탐구하는 자세를 지님으로써 자유롭고 공개적인 피드백 상황이 발생하

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요인인 팀 단위 조직학습화(encourage collaboratio

n and team learning)는 조직 내에서 팀 단위로 진행되는 업무를 지지함과 동

시에 업무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네 

번째 요인인 자율적 임파워먼트(empower people toward a collective vision)

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현 상황과 비전 간의 차이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업무 수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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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조직 내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다섯 번째 요인인 지식의 조직적 체

계화(create systems to capture and share learning)는 조직 내에서 제공되

는 학습 내용을 조직구성원 간 상호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체화할 수 있도록 유

도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여섯 번째 요인인 조직과 환경과의 연계(connect th

e organization to its environment)는 조직 내·외적 환경 및 다양한 접근방

식을 종합함으로써 학습조직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전

략적 리더십(provide strategic leadership for learning)은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략적인 판단을 유도하고 구체적인 변화 방안을 도출하는 학습

조직 및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리더의 능력을 의미한다. Watkins와 Mars

ick의 학습조직 구축 모형은 기존의 다양한 연구자들이 도출한 학습조직 이론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도출된 모형이라는 측면에서 현업에서의 학습조직 

구축 전략으로 많이 활용된다(장영철, 허연, 2005)([그림 Ⅱ-5] 참고).

[그림 Ⅱ-5] Watkins와 Marsick(1993)의 학습조직 구축 모형

자료: Watkins, K. E., & Marsick, V. J. (1993). Sculpting the learning organization: lessons in

the art and science of systemic chan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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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kins와 Marsick(1993)의 학습조직 구축 통합모형은 이후 Yang과 Watki

ns 그리고 Marsick(2004)에 의해 학습조직을 구축하는 7가지 요인을 사람영역

(people level)과 구조영역(structure level)의 두 개의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이때, 사람영역은 Watkins와 Marsick이 기존에 설정했던 개인영역의 ‘대화 및 

탐구의 촉진’과 ‘지속적인 학습기회 제공’과 더불어 팀 영역의 ‘팀 단위 조

직학습화’와 조직영역의 ‘자율적 임파워먼트’가 포함되었으며, 구조영역은 

기존에 설정했던 사회영역의 ‘조직과 환경과의 연계’와 ‘전략적 리더십’과 

더불어 조직영역의 ‘지식의 조직적 체계화’로 구성되었다. 학습조직 모형에 

따르면 학습은 사람영역에서 출발하여 구조영역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직의 지식

획득(gain of organizational knowledge)과 조직의 재정적 성과개선(increase 

of organization financial performance)이라는 수행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본 

학습조직 구축 모형 내의 전개 과정에서 사람영역과 구조영역은 상호 독립적이

면서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그림 Ⅱ-6] 참고).

[그림 Ⅱ-6] Yang, Watkins와 Marsick(2004)의 학습조직 구축 모형

자료: Yang, B., Watkins, K. E., & Marsick, V. j. (2004). The construct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dimension, measurement, and valid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5(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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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Tracey와 Tannenbaum, 그리고 Kavanagh(1995)는 Watkins와 Marsi

ck(1993)의 연구결과를 발전시켜, 지속적 학습문화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지속

적 학습문화는 조직구성원이 학습활동을 조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각함과 동시에 이러한 기대를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속적 

학습문화는 사회적지지, 지속적 혁신, 경쟁력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사회적지지

는 직장 상사와 동료가 조직 내 학습활동을 격려하고, 업무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행동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은 상호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하게 되며, 상

사와 동료가 개인이 고안한 학습방법 및 새로운 아이디어의 현업 적용을 지지한

다는 측면에서 학습문화의 형성을 촉진한다(Dublin, 1990; Tracey et al., 199

5). 지속적 혁신이란 조직구성원의 혁신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조직이 노력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지속적 학습문화에는 조직구성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

도하기 위해 본인이 부족하다고 인지하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

가 구축되어 있으며, 개인이 보유한 직무 관련 지식을 현업에 효과적으로 적용

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내적, 외적 보상을 제공한다(Rosow & Zager, 1988). 

이로 인해 조직구성원의 지속적인 학습의지를 강화함과 동시에 학습을 통해 배

운 내용을 실제 현업에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인과 조직 전체의 발전을 도

모한다(Dublin, 1990). 마지막으로 경쟁력은 조직구성원 개인의 성과를 기반으

로 조직이 특정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정도

를 의미한다. 지속적인 학습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조직의 경우 조직구성원의 혁

신적 업무활동과 상호간의 경쟁을 지지하게 된다(Rosow & Zager, 1988). 더

불어, 조직구성원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실수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조

직이 형성한 학습문화를 지각하고 조직의 가치를 내재화하여 궁극적으로 조직구

성원과 조직 모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Schoorman & Schneide

r, 1988).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했을 때, 학습문화는 조직 내 구성원의 학습

활동을 촉진하여, 개인, 팀, 조직단위의 학습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개인과 팀 

그리고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을 유도하는 조직문화를 의미한다.



- 65 -

나. 학습문화의 구성요인

학습문화의 구성요인과 관련하여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표 Ⅱ-9>와 같다.

연구자

구성요인

지속적인
학습기회

제공

대화와 
탐구
촉진

팀단위
조직

학습화

자율적
임파워
먼트

지식의
조직적 
체계화

조직과
환경의 
연계

전략적
리더십

타당한
정보

책무성 투명성
이슈

지향성
자아
완성

사고
모형

공유
비전

시스템적
사고

Dirani(2009) ○ ○ ○ ○ ○ ○ ○

Ellis 외(1999) ○ ○ ○ ○

Marsick & Watkins(1997) ○ ○ ○ ○ ○ ○ ○

Park & Chung(2009) ○ ○ ○ ○ ○

Popper & Lipshitz(1998) ○ ○ ○ ○

Song 외(2009) ○ ○ ○ ○ ○ ○ ○

Yang 외(2004) ○ ○ ○ ○ ○ ○ ○

강영환, 최은수(2014) ○ ○ ○ ○ ○ ○ ○

공민영, 김진모(2014) ○ ○ ○ ○

구정모(2013) ○ ○ ○ ○ ○ ○ ○

권중생, 노수근(2014) ○ ○ ○ ○ ○ ○ ○

김진혁, 최은수(2013) ○ ○ ○ ○ ○ ○ ○

김한준, 이기성(2010) ○ ○ ○ ○ ○ ○ ○

김형준(2006) ○ ○ ○ ○

남미리, 정재삼(2014) ○ ○ ○ ○ ○

<표 Ⅱ-9> 학습문화의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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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구성요인

지속적인
학습기회

제공

대화와 
탐구
촉진

팀단위
조직

학습화

자율적
임파워
먼트

지식의
조직적 
체계화

조직과
환경의 
연계

전략적
리더십

타당한
정보

책무성 투명성
이슈

지향성
자아
완성

사고
모형

공유
비전

시스템적
사고

문지원, 한대동(2016) ○ ○ ○ ○ ○ ○ ○

박규은(2015) ○ ○ ○ ○ ○ ○ ○

박현주, 김진모(2018) ○ ○ ○ ○ ○ ○ ○

송지훈 외(2010) ○ ○ ○ ○ ○ ○ ○

오석영 외(2014) ○ ○ ○ ○ ○ ○ ○

이선규 외(2013) ○ ○ ○ ○ ○ ○ ○

임동일, 한상훈(2016) ○ ○ ○ ○ ○ ○ ○

정준재, 이진구(2017) ○ ○ ○ ○ ○ ○ ○

조태준, 이상훈(2017) ○ ○

진규동, 최은수(2008) ○ ○ ○ ○ ○ ○ ○

자료: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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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문화의 구성요인과 관련하여 이전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학습 기

회 제공(continuous learning), 대화 및 탐구의 촉진(inquiry and dialogue), 

팀 단위 조직학습화(team learning), 자율적 임파워먼트(empowerment), 지식

의 조직적 체계화(embedded system), 조직과 환경과의 연계(system connect

ion), 전략적 리더십(strategic leadership)등 총 7가지의 하위구인이 학습문화

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실증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

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문화의 구성요인으로 위에서 제시한 7가지의 구

인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첫째, 지속적인 학습 기회 제공은 조직구성원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

생했던 문제와 실수로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

한 공식·비공식 형태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대화 및 탐

구의 촉진은 학습문화 활성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로서 개인이 지닌 생

각이나 아이디어를 다른 구성원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능력과 개인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근본 원인에 대해 생각하는 탐구적인 능력을 강화하는 것

을 의미한다. 셋째, 팀 단위 조직학습화는 팀 또는 조직 단위를 넘어서 이루어지

는 정보 공유를 권장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팀 학습과 협동학습을 지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팀 학습은 조직구성원간의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공유의 네트워킹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넷째, 자율적 임

파워먼트는 조직구성원과 조직이 공동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조

직구성원이 공유한 비전을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조직에 대한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실험과 도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와 이를 개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

는 의사결정의 권한을 증대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조직과 환경과의 연

계는 조직의 내외를 연결하는 다양한 채널과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

에 대한 인식과 해석,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조직 및 구성원의 역할의식을 의미

한다.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조직구성원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을 탐색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적절하게 조직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여섯째, 지식의 조직적 체계화는 조직이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고 획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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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조직구성원이 보유한 다

양한 수준의 기술이 체계화되어 조직 내 학습활동을 지원하게 되며, 학습활동의 

결과물을 조직의 업무수행 과정에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전략적 리더십은 조직 내에 변화를 유도하고 조직의 미래에 대해 조직

구성원들이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조직의 리더는 조직구성원의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위한 공

간을 제공해야 하며, 조직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을 세우고 이를 조

직구성원에게 전달하여 조직 및 구성원의 올바른 변화를 지원해야 한다.

다. 학습문화의 측정

학습문화의 측정과 관련하여 국·내외 연구에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학습문화를 측정하고 있다. 국외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학습문화 측정도구로는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략적 학습조직 개발 

및 변화관리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개발한 Marsick와 Wa

tkins(1997)의 측정도구인 DLOQ(Dimensions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Questionnaire)이다. DLOQ는 학습조직 및 문화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접근방식

을 통해 학습문화 구축 정도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보다 실증적으로 학습문화를 

이해한 측면이 있다. DLOQ는 학습문화를 지속적인 학습 기회 제공, 대화 및 탐

구의 촉진, 팀 단위 조직학습화, 자율적 임파워먼트, 지식의 조직적 체계화, 조

직과 환경과의 연계, 전략적 리더십 등 총 7개의 하위구인으로 구성하였다. 해

당 측정도구는 지속적인 학습 기회 제공 7문항, 대화 및 탐구의 촉진 6문항, 팀 

단위 조직학습화 6문항, 자율적 임파워먼트 6문항, 지식의 조직적 체계화 6문

항, 조직과 환경과의 연계 6문항, 전략적 리더십 6문항 등 총 43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후 DLOQ는 Yang과 Wat

kins 그리고 Marsick(2004)가 학습문의 하위구인은 유지한 채 문항수를 줄인 

측정도구로 개선하였다. 해당 측정도구는 하위구인 별 3문항씩 총 21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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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s, Cardi, Lipshitz와 Popper(1999)는 Popper와 Lipshiz(1998)가 학습

문화의 위계가치로 제시했던 지속적 학습(continuous learning), 타당한 정보(v

alid information), 책무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및 이슈지향

성(issue orientation)중 타당한 정보, 책무성, 투명성, 이슈지항성을 대상으로 

학습문화를 측정하였다. 해당 측정도구는 타당한 정보 9문항, 책무성 11문항, 

투명성 5문항, 이슈지향성 10문항 등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Tracey와 Kavanagh(1995)는 조직의 학습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조직풍토, 상사지원, 동료지원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해당 측정도구는 조직풍토 4문항, 상사지원 3문항, 동료지원 3문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더불어, Cordo

ba(2004)는 학습문화를 단일구인으로 보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총 6문

항,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국내에서 진행된 학습문화 관련 연구에서는 대부분 Marsick과 Watkins(199

7)와 Ellis, Cardi, Lipshitz와 Popper(1999)의 측정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Ma

rsick과 Watkins(1997)가 개발한 DLOQ를 활용한 연구로는 박규은(2015)의 

연구가 있다. 박규은(2015)은 외식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DLOQ를 활용하여 

학습조직문화가 종사원의 경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으며 기존의 21문

항을 그대로 활용하되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대기업 근로자의 학습문화를 측정한 박현주, 김진모(2018)의 연구에서는 DLO

Q의 하위구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인별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한 

Yang(2003)의 DLOQ-A를 활용하였다. 국내에서 Ellis, Cardi, Lipshitz와 Pop

per(1999)의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로는 공민영, 김진모(2014)의 연구가 있

다 공민영, 김진모(2014)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습문화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

으로 본 측정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원래의 35문항 중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맞

게 문항을 선별하여 총 17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김형준(2006)의 

연구에서도 공공기관 연구회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습문화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측정도구를 활용하였으며, 국내의 현실과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로 4문항씩, 총 16문항을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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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학습

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Watkins과 Marsick(1996)의 DLOQ(Dimensions of th

e Learning Organization Questionnaire) 측정도구를 국내 외식기업의 학습조

직문화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정, 보완한 박규은(2015)의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다. 

7.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및 학습  

  문화의 관계

가.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조직구성원이 경력개발과 관련하

여 체계적으로 조직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혁신적인 업무행동 수행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Amabile, Conti, Coon, Lazenby, & Herron, 1996; A

mabile, Schatzel, Moneta, & Kramer, 2004; Coyle-Shapiro & Conway, 2

005; Eisenberger, Huntington, Hutchison, & Sowa, 1986; Janssen, 2005; 

Luthans, Norman, Avolio, & Avey, 2008; Wayne, Shore, & Liden, 1997). 

그리고 이러한 조직구성원들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조직적

인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사결정과정 참

여 독려, 혁신교육,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새로운 아이디어 고안 및 실행을 위한 

환경 조성을 제시할 수 있다(Kanter, 1988).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구성원의 경

력개발지원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 관계에 대

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

계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집단

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외식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지원인식

이 자기효능감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동수(2018)의 연구에서는 

조직지원인식이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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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β=.286, p<.001). 이를 근거로 단순히 조직구성원에게 지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으로부터 자신들이 다양한 지원

과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혁신적 업무행동이 발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습지향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

직지원인식의 매개효과를 통해 분석한 민병원(2018)의 연구에서는 조직지원인

식의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 모두 조직구성원의 혁신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188, p<.05). 이를 근

거로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 혹은 강제력을 동반한 조직지원이 아닌 조직구성원

의 동기부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자율성과 정서적 측면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

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내기업 연구개발조직에 근무 중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혁신 과정에서 사

회정치적 지원, 조직지원인식, 혁신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설홍수(2006)의 연구

에서는 조직지원인식이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387, p<.05). 이를 근거로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사의 적극적인 지원 및 조직적 차원에서의 사

회경제적 지원이 일차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공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조직

시민행동 및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송경용, 

이승일, 문주호(2012)의 연구에서는 조직지원인식이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552, p<.001). 이를 근거로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과 같이 조직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차원의 적극적인 조직지원이 전

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내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제의 공정성 인식이 혁신적 업무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상사신뢰 및 조직지원인식의 매개효과를 통해 분석한 이미연

(2008)의 연구에서는 조직지원인식이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



- 72 -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570, p<.001). 이를 근거로 공공부분의 혁

신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에 조직구성원들이 혁신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지원적인 분위기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상사의 

코칭 및 멘토링을 통한 상호간의 정서적 관계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 호텔조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력개발지원이 역할행동과 혁신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순구(2013)의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지원의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조직의 경력개발지원(β=.168, p<.05)과 상사의 경력개발지원(β=.43

9, p<.001) 모두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의 업

무교육(OJT), 코칭, 멘토링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조직구성원을 대상

으로 제공되는 경력개발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것을 제시하였다.

국내 호텔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개발지원이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전현민, 이규태(2015)의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지원의 하위

구인으로 설정한 운영적 체계성(β=.251, p<.05), 성장기회(β=.452, p<.001)

는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사지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을 강화하

는 방안으로 체계적인 경력개발지원 및 조직구성원이 주도적으로 경력경로를 설

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내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IT산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

상으로 지원적 조직환경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를 분석

한 제갈란, 김학수(2017)의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지원의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조직지원인식(β=.26, p<.01)은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상사지원인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제

공되는 조직지원이 개별 구성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상사지원에 비해 구성원의 

행동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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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의 관계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의 관계에서 조직구성원의 조직지원인식 수준이 높

을 경우, 조직에서 요구하는 여러 과업을 자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조직으로부

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Eisenberger, 1990). 하지만, 국내에서 자기

주도성을 구인으로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수준이다. 

다만, 프로틴 경력태도의 하위구인으로 설정된 자기주도성이 개인의 경력을 관

리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Briscoe & 

Hall, 2006; Mirvis & Hall, 1994)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자기주도성의 개념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개인의 자기주도

성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개인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Hall, 

2002). 이때, 조직지원인식은 조직특성 요인과 인적특성의 요인으로 구분되며, 

조직특성 요인은 상사의 지원, 자율성을, 개인특성 요인은 정서적 성향 등을 의

미한다(Park & Rothwell, 2009; Rhoade & Eisenberger, 2002). 이는, 서경

민(2010)과 이규태(2013)의 연구에서 경력개발지원 하위구인으로 제시한 상사

지원과 성장기회와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구성원의 경력

개발지원은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 관계에 대한 선

행연구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 간의 관계는 대부분

의 연구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집단을 통

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보험사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 학습지

원과 자기주도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고자경(2018)의 연구에서는 조직의 학습

지원의 하위구인으로 설정했던 학습지원 제도(β=.224, p<.01), 상사지원(β=.

207, p<.05) 및 동료지원(β=.242, p<.01)이 구성원의 자기주도성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개

인의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구성원 간 자유로운 학습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개방적인 학습지원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습지향성과 학습행동, 조직환경 및 학습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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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김강호, 나승일(2008)의 연구에서는 조직의 학습지향성

이 개인의 학습지향성(β=.483, p<.05)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조직 학습지향성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직

수준의 학습행동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의 학습지향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청소년지도자의 자기주도성, 개인-직무 적합성, 경력개발지원이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프로틴 경력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김지석, 오석영

(2017)의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지원이 프로틴 경력태도(β=.208, p<.001)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조직이 개인에게 제공

하는 학습, 교육훈련 지원 및 상사지원과 같은 경력개발에 대한 기회는 조직구

성원의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호텔에 종사하는 초기경력자를 대상으로 조직의 경력개발지원과 일과 삶

의 균형 문화가 개인의 프로티언 경력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진화(201

7)의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지원의 하위구인으로 제시한 성장기회(β=.243, p<.0

01)와 상사지원(β=.157, p<.05)이 프로티언 경력태도의 하위구인으로 제시한 

자기주도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조직차

원에서 체계적인 성장기회와 상사지원 환경의 구축은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본

인 스스로가 경력개발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한다고 

제시하였다.  

국내 제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지원인식이 직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자

기주도성과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통해 분석한 박병철(2017)의 연구에서는 조

직지원인식이 자기주도성(β=.449,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조직지원은 궁극

적으로 구성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구성원의 자기주도성의 발현을 촉

진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조직경력관리지원이 프로티언 경력태도를 매

개로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박지은(2016)의 연구에서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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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력관리지원의 하위구인으로 설정된 교육기회는 프로틴 경력태도의 하위구인

인 자기주도성(β=.162, p<.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사지원은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교육기회

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중요시하여 자기주도성을 발현시키는 반면, 상사지원

은 타인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국내 산업체 종사자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고용안정성, 조직경력관리지원, 프로

틴 경력태도, 프로틴경력관리행동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한 신수림, 정진철(201

4)의 연구에서는 조직경력관리지원이 프로틴 경력태도의 하위구인으로 제시한 

자기주도성(β=.933,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조직구성원의 업무 상황에서의 자기주도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와 부하직원이 지속적으로 경력목표를 달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기업에 종사하는 사무직을 대상으로 경력계획과 조직지원인식, 자아존중

감 및 자기주도학습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한 이지선(2014)의 연구에서는 조직

지원인식이 자기주도학습(β=.206,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

에서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본인이 조직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는 인식 역시 

조직 내에서의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직적 차원에

서의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 경력개발지원과 다중몰입의 관계

경력개발지원과 다중몰입의 관계와 관련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보면 여러 

형태의 몰입 중 하나만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두 개의 몰입을 같이 보

는 이중몰입 형태의 연구는 진행된 반면 세 개 이상의 몰입을 동시에 보는 다중

몰입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Arnold & Boshoff, 200

4; Major, Morganson, & Bolen, 2013). 다만, 경력개발지원과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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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몰입 유형 별 개별 관계를 통해 유추해보면 경력개발지원은 경력몰입(박

성민, 2011; 서경민, 2010; Aryee & Tan, 1992; Barnett & Bradley, 2007; 

Chermiss, 1991; Waterman, 1994), 직무몰입(배현경, 2013; 이진영, 2012), 

조직몰입(박성민, 2011; 서경민, 2010; Aryee & Tan, 1992; Gaertner & No

llen, 1989; Ko, Price, & Muller, 1997; Mottaz, 1988; Igbaria & Greenhau

s, 1992; Wayne, Shore, & Liden, 1997)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력개발지원은 다중몰입, 직무몰입, 조직몰입을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다중몰입

에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이들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경력개발지원과 다중몰입 간의 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경력개발지원과 조직몰입 및 경력몰입의 관계와 관련하여 Leibowitz와 Shore

(1993)와 Chermiss(1991)는 조직에서 제공하는 경력개발지원제도, 즉 승진정

책, 훈련 및 개발, 경력에 대한 상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는 개인이 조직 및 

경력에 몰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동기부여가 된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Ginzb

erg와 Barouddi(1998)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경력관리 필요성

을 인식하는 상황에서 조직에서 제공하는 경력개발지원은 조직구성원의 몰입 및 

헌신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경력개발지원과 조직몰입 

및 경력몰입의 관계를 주제로 수행했던 연구로는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한 손규태, 김진모(2014)의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 경력개발지원

은 조직몰입(β=.709, p<.001)과 경력몰입(β=.738, p<.001)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조직구성원의 경력개발지원은 

조직의 논리나 비용의 논리와 같은 관리적 개념의 접근방식이 아닌 조직구성원

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는 지원적 개념의 접근방식을 취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조직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국내 IT기업 연구직 종사자의 경력개발지원이 직무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의 매개효과를 통해 분석한 서경민(2010)의 연구에

서는 경력개발지원이 조직몰입의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정서적 몰입(β=.691, p

<.01), 지속적 몰입(β=.681, p<.01), 규범적 몰입(β=.434, p<.01)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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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몰입(β=.585, p<.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를 통해 경력개발제도를 구축하기에 앞서 중간관리자나 부서장의 주도하에 경력

면담, 코칭이나 멘토링을 진행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지원분위기를 느끼

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대졸 초기경력자를 대상으로 경력개

발지원이 경력몰입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갈승민(2018)의 연구에

서는 경력개발지원의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성장기회 제공(β=.572, p<.001)과 

상사의 지원(β=.470, p<.001)이 경력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조

직몰입 역시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정서적 몰입에 성장기회 제공(β=.491, p<.0

01)과 상사의 지원(β=.432, p<.001)이, 지속적 몰입에 성장기회 제공(β=.25

7, p<.001)과 상사의 지원(β=.145, p<.001)이, 규범적 몰입에 성장기회 제공

(β=.341, p<.001)과 상사의 지원(β=.341, p<.001)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한 목

적으로 수행하는 경력개발지원이 아닌 구성원의 특성 및 구성원의 경력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력개발지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귀임주재원의 경력개발지원이 직무성과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박

성민(2011)의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지원이 조직몰입의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감

정적 몰입(β=.803, p<.001)과 계속적 몰입(β=.460,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경력몰입(β=.781, p<.001)에 역시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주재원이 국내로 귀임 후 조직차원의 경력개

발지원이 이루어지더라고 귀임 전 해외에서 수행했던 직무와 차이가 클 경우에

는 조직 및 경력에 몰입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개별 대상에 적절한 경

력개발지원 제공을 강조하였다. 일학습병행제 근로자의 조직지원인식이 경력몰

입 및 정서적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권태성(2018)의 연

구에서는 조직지원인식이 경력몰입(β=.280, p<.001)과 정서적 조직몰입(β=.

515, p<.001)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일학습병행제 근로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학습기업 사업주와 현장훈련교사 

등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 근로자들의 경력몰입, 정서적 조직몰입을 강화하는 

데 요구되는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책 강화 및 다양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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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개발지원과 조직몰입 및 직무몰입의 관계와 관련하여 조직차원의 경력개

발지원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직무몰입 및 성과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Barnett & Bradley, 2007; Van Emmerik, 2008). 더불어 경력개발은 

조직차원에서는 조직에 몰입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차원에서는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만족도의 정도

에 따라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Lodahl & Kejner, 1965). 즉, 조직이 

조직구성원의 공헌을 존중하고 지원해줌으로써 조직구성원이 본인의 직무에 강

하게 몰입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Orthner & Pittman, 1986). 국내에서 경

력개발지원과 조직몰입 및 직무몰입의 관계를 주제로 수행했던 연구로는 군대 

내 경력개발지원, 경력계획 실천행동과 직무몰입과의 관계를 분석한 배현경(20

13)의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 경력개발지원은 직무몰입(β=.188, p<.01)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직무

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와 관련된 다차원적인 동기 부여가 요구되며 조직

의 가치와 목표를 개인의 경력목표와 연계하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

하였다. 국내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지원과 LMX가 직무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전무경, 김명희, 이기은(2011)의 연구에서는 조직지원이 직무유

효성의 하위구인으로 설정된 직무몰입(β=.383,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직무연관성을 높임과 동시

에 리더는 조직구성원이 본인들이 수행하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

직 내 성장기회 제공이 다중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조민정, 임유신, 강원

석(2017)의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지원의 하위구인인 성장기회가 직무몰입(β=.

085, p<.05), 경력몰입(β=.065, p<.05) 및 조직몰입(β=.034, p<.05) 모두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조직은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다

중몰입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

시했다. 국내 기업에서 온라인 직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지원

이 직무연관성에 미치는 영향을 직무몰입의 매개효과를 통해 분석한 이진영(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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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 연구에서는 조직지원인식이 직무몰입(β=.620, p<.01)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온라인 직무교육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높여야 하며, 온라인 직무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학습전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 조성 및 보상 등의 조직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

하였다. 국내 스키리조트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사지원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석강훈, 조태수(2017)의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지원의 하위구인인 

상사지원이 직무몰입(β=.348,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를 통해, 상사가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업무상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에 대화와 협조를 해줌

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라.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의 관계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의 관계와 관련해서 국내·외 모두 다중몰입을 중심으

로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많이 없다는 점에서 선행연구가 미비하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성과 개별몰입 간의 관계를 구명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의 관계를 추론하였다. 자기주도성과 직무몰입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구

성원일수록 직무에 만족하게 되며 직무를 대하는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형성되

게 된다(East, 1986). 더불어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문제해결력이 증가하며 결

과적으로 직무에 몰입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Katzenbach & 

Smith, 1993). 자기주도성과 경력몰입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에 대

해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주도적으로 경력을 관리하는 일련의 행동은 경력의 성

장 및 발전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Hall & Moss, 1998). 이러한 개

인의 자기주도적인 경력관련 행동은 개인이 추구하는 경력에 대한 주관적 경력 

만족을 증대시켜 경력몰입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된다(Colarelli & Bishop, 1

990; De Vos & Soens, 2008). 자기주도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조직의 학습조직화를 위한 노력이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을 증대하고,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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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신뢰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성과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Eagan, Yang, & Barlett, 2004; Ellinger, Elli

nger, Yang, & Howton, 2002; Kirkman & Rosen, 1999). 즉, 주도적인 조

직구성원은 조직에서 자신이 지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직에서 

기회를 탐색하며, 조직 환경을 의미 있게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게 되며, 이 과정

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에 몰입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조직에 참

여하게 된다(Parker & Ohly, 2008).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

성은 직무몰입, 경력몰입, 조직몰입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 관계

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경력개발지원과 직무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몰입을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다중몰입 간의 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

를 보인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자기주도성과 직무몰입, 자기주도성과 경력몰입, 자기주도성과 조

직몰입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집단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기

주도성과 직무몰입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

상으로 주도성 및 상사의 지원과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경력계획 실천행동의 매

개효과를 분석한 신영숙(2010)의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주도성이 직무몰입

(β=.536,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

로, 구성원의 주도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단순히 복지제도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직구성원의 직무능력이나 소양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

발을 제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

적인 학습능력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국

내 대기업 근로자의 자기주도성과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서학원(2018)의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성의 하위구인으로 설정했던 학습

애착(β=.680, p<.001), 자기확신(β=.360, p<.001)과 학습호기심(β=.344, 

p<.01)은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도전개방성(β=-.009, p<.

05)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 

기업은 자기주도성이 높은 조직구성원을 동기부여 하여 그들의 직무몰입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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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성과 경력몰입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 호텔종사원

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유효강(2018)의 연구

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구인 중 학습결과평가(β=.15

6, p<.05)와 학습환경조성(β=.226, p<.001)이 경력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조직은 구성원들의 경력몰입을 강화하

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여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

의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인지하고 이를 학습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

원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군 간부를 대상으로 프로틴 경력태도가 조직효과성

에 미치는 영향을 경력몰입의 매개효과를 통해 분석한 이재봉(2012)의 연구에

서는 프로틴 경력태도를 설명하는 자기주도적 태도(β=.301, p<.001)가 경력몰

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조직구성원의 

경력몰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소수엘리트 중심의 경력개발지원이 아닌, 모

든 구성원의 전문성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화된 경력개발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직업상담사를 대상으로 프로틴 경력태도가 고용가

능성과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선경(2014)의 연구에서는 프로틴 

경력태도의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자기주도성(β=.244, p<.01)이 경력몰입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경력몰입을 높게 인식하

는 직업상담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경력경로 개

발 지원체계를 지원하여 그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자기주도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 외식기업 

근로자의 자기주도성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분석한 이광옥(2014)의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성이 조직몰입의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정서적 몰입(β=.409, p<.001)

과 지속적 몰입(β=.147, p<.05)에는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반면 규범적 

몰입(β=-.159, p<.05)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를 토대로, 조직구성원에게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조

직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조직과 자신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적극적인 업무 활동

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멘토링과 코칭과 같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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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분석한 최재광(2017)의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성의 하위구인 중 타인과의 학습

(β=.300, p<.001)과 학습자동기/자기효능감/자율성(β=.251, p<.001)가 조직

몰입의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정서적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규범적 

몰입에는 타인과의 학습(β=.259, p<.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조직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동기와 신념을 갖고 조직 내

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을 주장하였다. 국내 특급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이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조정주(2011)의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의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구인 중 자기이해(β=.337, p<.001)와 자기확신(β=.20

1, p<.01)이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

대로, 조직에서 제공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제도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는 점

을 지적하였다. HRD 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습조직화 수준이 구성원의 조

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주도학습의 매개효과를 통해 분석한 배을규, 이민

영(2012)의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조직몰입(β=.444,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조직구

성원의 조직효과성과 자기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기회 제공, 대

화와 탐구 촉진, 팀 학습 및 협력과 더불어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율성을 부여해

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도성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LMX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박소희(2016)의 연구에서

는 개인의 주도성이 조직몰입(β=.320,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조직은 직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주도성을 핵심 지표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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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기주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자기주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혁신적 업무행동을 개인의 성향이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혁신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이

며, 자신감이 있으며, 높은 수준의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Cho & 

Kwon, 2005; Scott & Bruce, 1994). 이처럼,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인 자기주도성은 혁신적 업무행동의 가

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조직구성원의 자

발적이며 혁신행동과 같은 역할 외적인 노력이 없이는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기

대하기는 어려우며(Ancova & Caldwell, 1987; Oldham & Cummings, 1996

),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적 업무수행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Collins & Porras, 1994).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구성원이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에서 요구되는 업무 지식 

및 기술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자기주도적인 행동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혁신적 업무행동 과정에 영

향을 주게 된다(Amabile et al, 1996). 더불어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의 효율성

과 효과성 그리고 개인의 주도성을 강화시켜 개인의 혁신적인 업무행동 수행뿐

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Guglielmino & Guglielmino, 2008; 

Guglielmino & Guglielmino, 2001).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

성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는 대

부분의 연구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자기주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집단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호텔 종사자의 자기주도학습, 직업소명의식, 

직무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혁신행동의 매개효과를 통해 분석한 이형룡, 황서

현(2015)의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β=.855, p<.001)이 혁신행동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서비스직의 특성을 반영하

여 조직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성을 기반으로 직원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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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스로 흥미를 갖고 혁신적인 업무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공유가치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주도학습의 매개효과를 통해 분석

한 이의연, 송관철(2018)의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β=.543, p<.001)이 혁

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조직구성원

과 조직 간의 공유된 가치를 기반으로 구성원의 자기주도성을 발현시킬 수 있어

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직구성원의 주도성이 혁신적 업무행동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내 외식업계 조리사를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고승식, 서남숙(2018)의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이 혁신행동의 하위구

인으로 설정한 아이디어 생성(β=.449, p<.001), 아이디어 홍보(β=.440, p<.

001)와 아이디어 실행(β=.567, p<.001)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분위기 조성

과 더불어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자기주도학습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학습실패로 인해 조직구성원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패 원

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충분한 학습 기회와 환경제공이 지속적으

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공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자율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진윤희, 김성종(2015)의 연구에서는 직무자율성(β=.189, p<.05)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소 경

직된 조직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공기업에서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강

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직무자율성의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조직문화측면에서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국내 상업스포츠 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업

무수행을 유도하는 심리적 주인의식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박상윤, 양진영(2016)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주인의식(β=.230, p<.001)이 혁

신적 업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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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관리자들은 대면업무가 많은 산업군의 특성상 조직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기반

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이를 현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변혁적 리더십과 임파워먼트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홍완기(2015)의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의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자기결정력이 혁신행동의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아이디어 개발(β=.221, 

p<.01), 아이디어 홍보(β=.148, p<.01)와 아이디어 실행(β=.152, p<.01)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조직구성원이 

본인의 업무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

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의 혁신적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국내 IT 업계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 관리자의 개발리더십과 부하직원의 자

기주도학습능력, 자기주도직무수행 및 혁신적 업무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이형우(2018)의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직무수행(β=.290, p<.001)과 자기주도학

습능력(β=.204, p<.01)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조직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의사결정권한 확대 및 재량권 확대를 통해 조

직구성원이 자발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바. 다중몰입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다중몰입과 혁신적 업무행동과 관련해서 국내·외 모두 다중몰입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많이 없다는 점에서 선행연구가 미비하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몰입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구명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중몰입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를 추론하였다. 직무몰입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직무에 몰두한 조직구성원은 본인들의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 보유한 스킬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습득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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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다(Bakker & Xanthopoulou,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직무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본인의 직무에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본인이 조직 내에서 담당하고 있

는 직무수행을 보다 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요인이 된다(Agarwal et al., 2012). 

경력몰입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경력몰입은 개인의 동기부여

와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본인

의 경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경우에 본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

지를 가지게 된다(Day & Allen, 2004; Kong, Cheung, & Zhang, 2010). 조

직몰입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조직몰입의 수준이 높으면 본

인이 수행하는 과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발

성이 강해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몰입이 높은 구성원은 업무 수행 과

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기회의 발견,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

현하는 과정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된다(Van de Ven, 1986).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 경력몰입, 조직몰입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고 볼 수 있으며, 이들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직무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몰입을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다중몰입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직무몰입과 혁신적 업무행동, 경력몰입과 혁신적 업무행동, 조직몰

입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집단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직무몰입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와 관련하여 기

업 내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직무몰입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김미경(2011)의 연구에서는 직무몰입(β=.553, p<.001)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조직구성원의 흥미

를 유발할 수 있는 직무를 부여해야 하며, 구성원의 직무를 기반으로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업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피드백을 제

공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과 혁신적 업무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국내 항공사 승무원을 대상으로 진정성리

더십과 직무몰입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하동현(2017)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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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무몰입(β=.244, p<.001)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객실승무원 팀장들은 항공사 승무원과의 멘토

링 및 코칭을 통해 그들이 보다 직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적 업무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대학 여자 엘리트 

축구팀을 대상으로 직무몰입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홍은아, 정예

지(2017)의 연구에서는 직무몰입(β=.530, p<.001)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감독과 선수 모두 지

속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자세를 기반으로 본인의 직무에 몰입하고자 하는 인

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내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개인-환

경적합성과 직무몰입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권나경, 전현

모(2017)의 연구에서는 직무몰입(β=.705, p<.001)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조직차원에서 구성원

의 직무몰입 강화를 위해 도전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 제시, 자율적인 조직환

경 조성, 수평적인 의사결정 참여권한 확대와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샹향식 학습이 

직무몰입을 매개로 혁신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김형주(2018)의 연구에서

는 직무몰입(β=.719, p<.001)이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기업은 조직의 주도하에 제공되는 교육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이 직무 수행 중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하고 성장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경력몰입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와 관련하여 경력몰입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나, Blau(1985)가 

경력이론에 기초하여 경력몰입의 하위구인으로 설정했던 경력지속성, 경력정체

성, 경력계획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계획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혁신행

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권민경(2011)의 연구에서는 경력계획의 하위구인으로 

설정했던 경력계획 구체성(β=.291, p<.001)과 경력계획 자율성(β=.168,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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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은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경력계획 도전성(β=.111, p

<.05)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

대로,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율성 및 임파워먼트를 제시하였다. 유통업계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관리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몰입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

한 정광영, 김홍유(2017)의 연구에서는 경력관리의 하위구인으로 설정된 경력

계획(β=.343, p<.01)이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를 토대로, 조직구성원이 경력몰입을 기반으로 혁신적 업무행동을 수행

하는 데 중요한 요인인 경력계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직 내에 다양한 경력관

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조직몰입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을 대상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혁신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김대욱, 이

희재(2016)의 연구에서는 조직몰입(β=.883, p<.001)이 혁신행동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을 강

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테크노파크 조직 구

성원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 구성요소와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혁신행동 간

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송건섭, 나병선(2014)의 연구에서는 조직몰입(β=.317, 

p<.001)이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

로,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성과중심의 평가

제도의 개선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시하였다. 시

큐리티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혁신행동의 관계를 분석

한 남길석, 강민완(2015)의 연구에서는 조직몰입(β=.495, p<.001)이 혁신행

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

축과 근무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내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혁신적 업무행동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박문수, 배성우(2

013)의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의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정서적 몰입(β=.680, p<.

001)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유지적 몰입(β=-.032, p<.001)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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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스포츠관리 부서

장 및 경영자들은 현장에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과 팀워크 구축을 통한 우

호적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들의 공헌에 대한 인정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믿음을 지속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조직몰입 증대를 통한 혁

신적 업무행동의 발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리더의 의사소통 유형과, 상사신뢰가 조직몰입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신혜영, 권상집(2017)의 연구에서는 조직몰입(β=.500, p<.00

1)이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상

사는 조직구성원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통해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본인이 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상사가 간섭이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방식

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그들의 혁신행동이 더 자연스럽게 발

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사. 경력개발지원과 다중몰입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

경력개발지원과 다중몰입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와 관련하여 국

내·외에서 진행된 연구는 미진한 수준이다. 특히, 몰입과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단일몰입 혹은 이중몰입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단일몰입과 이중몰입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성과 유사

한 변인 혹은 자기주도성을 하위 구인으로 삼고 있는 변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했

던 유사연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국내 기업 유통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

직의 학습지원이 조직구성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주도성의 조절효

과를 통해 분석한 권오식(2012)의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성(β=.795, p<.05)이 

경력개발지원의 하위구인인 상사지원과 직무몰입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조직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조직구성

원의 직무몰입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원 개개인의 자기주도성을 평가하고 관리하

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도성 

및 상사의 지원과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과 유사한 개념인 경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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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신영숙(2010)의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설정

한 경력계획 실천행동(β=.014, p<.05)이 상사의 지원과 직무몰입 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상사의 지원이 하위직

원의 적극적인 경력개획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멘토링과 같은 구성원

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를 통해 상사의 경력지원행동의 

빈도를 높임과 동시에 상사의 경력지원행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문화

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중국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지원인식

과 LMX(상사-부하 교환관계)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통해 분석한 왕가(2018)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기주

도성의 하위구인인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긍정심리자본(β=.202, p<.05)이 조직

지원인식과 정서적 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직원의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조직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제시하였다.

아.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

경력개발지원 인식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

서는 경력개발지원 인신과 혁신적 업무행동 관계에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와 

유사한 개념을 활용하여 진행했던 연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본 연구의 자기

주도성과 유사한 개념인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활용하여 자동차 영업사원을 대상

으로 상사신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송정수, 양필석(2009)의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심리적 임파

워먼트 내 하위구인인 영향력(β=.191, p<.05), 자기결정력(β=.215, p<.001)

과 역량성(β=.290, p<.001)이 상사신뢰와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정

(+)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

해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구성원간의 상호 신

뢰를 유도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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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의 경력개발지원의 하위구인인 상사지원과 유

사한 개념인 임파워링 리더십과 자기주도성의 유사한 개념인 창의성을 활용하여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창의성의 매개효과를 통해 분석한 최석봉, 김정은, 장수덕(2013)의 연구

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창의성(β=.758, p<.001)이 임파워링 리더십과 혁

신행동 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조

직 내에서 구성원이 높은 창의성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보상 및 창의적 업무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

였다. 본 연구의 경력개발지원과 유사한 개발문화를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조직

문화와 자기주도성과 유사한 개념인 창의성을 활용하여 지방 정부 공무원을 대

상으로 조직환경적 특성이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창의

성의 매개효과를 통해 분석한 김은희, 김효순, 박희서(2009)의 연구에서는 매개

변인으로 설정된 창의성(β=.129, p<.01)이 개발문화와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개발 구성원을 대상으로 재량권 부여, 직

무수행 방법, 속도 등에 대한 구성원의 의사결정권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자.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다중몰입의 매개효과

경력개발지원 인식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다중몰입의 매개효과와 관

련하여 국내·외에서 진행된 연구는 개별몰입 혹은 이중매개를 활용하여 진행한 

반면 다중몰입을 활용한 매개효과 연구는 미진한 수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단일 몰입 및 이중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국내 IT 대

기업 연구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력개발지원과 고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직무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서경민(2010)의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설정

한 조직몰입의 하위구인 중 지속적 몰입(β=.275, p<.05)은 경력개발지원 인식

과 혁신행동을 하위구인으로 삼고 있는 직무유효성과의 관계를 정(+)적으로 매

개한 반면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은 직무유효성을 유의하게 매개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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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경력몰입(β=.728, p<.05)은 경력개발지원 인식과 혁신을 하위구인으

로 삼고 있는 직무유효성과의 관계를 정(+)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 경력개발지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

에서 조직구성원의 지속적 몰입과 경력몰입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IT 서비스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긍정심

리자본, 조직지원인식, 직무몰입 및 혁신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이혜

민, 송해덕(2017)의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직무몰입(β=.062, p<.0

1)이 조직지원인식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이를 토대로,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직적 지원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영업사원의 내재적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고려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지원인식, 학습목표지향성, 직원몰입 및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를 분석한 이신영(2018)의 연구에서는 하위구인을 조직몰입과 직무몰입으로 설

정한 매개변인인 직원몰입(β=.135, p<.05)이 조직지원인식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원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 2차병원에서 근무하

는 행정직을 대상으로 조직지원인식이 종업원의 몰입과 업무 프로세스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서창적, 이슬기(2015)의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설정

된 종업원의 몰입(β=.135, p<.05)이 조직지원인식과 업무 프로세스 혁신 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조직구성원을 

경력개발을 위해 재무적인 요소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몰입을 통해 

혁신적 업무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비 재무적인 요소의 지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호텔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개발지원이 구성원들

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경력몰입의 매개효과를 통해 분석한 전현

민, 이규태(2015)의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경력몰입이 경력개발지원

의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전략적 체계성(β=.207, p<.05), 운영적 체계성(β=.1

95, p<.05)과 상사지원(β=.323, p<.05)과 혁신적 업무행동과의 관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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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경력

개발에 대한 비전제시, 경력개발과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직무순환

과 같은 경력경로를 구성원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조직구성원의 경력몰입과 혁신

적 업무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차.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학습문화의 조절효과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학습문화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미진한 수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문

화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분석을 통해 향후 학습문화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조절효과를 추론하였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혁신행동과 임

파워링리더십, 조직학습 및 고용안정성의 관계를 분석한 임한려, 정철영(2016)

의 연구에서는 조직학습(β=.138, p<.05)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 향

상을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반응하여 학습하고 성장해나가는 지속적인 조직학습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업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학

습 역량구축과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정영혜(2013)의 

연구에서는 조직학습 역량구축(β=.532, p<.001)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조직 리더 및 HRD 담당

자들은 조직학습의 활성화를 통한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 발현을 위해 

부서 간 의견 공유 및 상호간의 적극적인 피드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다양한 소통기회 및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대기업 R&D 

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조와 조직학습문화가 개인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건창 외(2010)의 연구에서는 조직학습문화(β=.185, p<.05)

가 개인의 창의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조직은 조직구성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현되고, 팀 구성원 간의 활발한 상

호작용을 기반으로 획득한 학습 정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학습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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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의 관계에서 학습문화의 조절효과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의 관계에서 학습문화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미진한 수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문화와 자

기주도성의 관계 분석을 통해 향후 학습문화의 자기주도성에 대한 조절효과를 

추론하였다. 교육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학습 역량구축요인과 프로틴 경력

태도의 관계를 분석한 김주엽(2016)의 연구에서는 조직학습 역량구축요인으로 

설정한 하위구인 중 피드백(β=.258, p<.01)이 프로틴 경력태도의 하위구인으

로 설정한 자기주도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

해, 조직 내에서 상호간의 피드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이 직급에 

구애받지 않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

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내 증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학습조

직 구축정도, 자기주도 학습능력 및 프로티언 경력태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박용호, 한억천(2013)의 연구에서는 학습조직 구축정도(β=.330, p<.001)가 

자기주도성을 하위 구인으로 포함하는 프로티언 경력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성을 강화하기 위

해 조직구성원이 자유롭게 학습조직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타. 선행연구 종합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및 학습문화의 구조적 

관계와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표 Ⅱ-10>과 같다. 선행연구의 통해 도출한 관계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경력개발지원은 혁신적 업무행동, 자기주도성 및 다중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주도성은 다중몰입과,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중몰입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자기주도성은 경력개발지원과 다중몰입 및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

동 간의 관계를, 다중몰입은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그리

고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은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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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매개한다. 더불어, 학습문화는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및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 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한다.

구분 선행연구

경력개발지원

→혁신적 업무행동

Amabile, Conti, Coon, Lazenby, & Herron(1996), Amabile, Schatzel, 

Moneta, & Kramer(2004), Coyle-Shapiro & Conway(2005). 

Eisenberger, Huntington, Hutchison, & Sowa(1986). Janssen(2005),  

Kanter(1988), Luthans, Norman, Avolio, & Avey(2008), Wayne, Shore, 

& Liden(1997), 김동수(2018), 민병원(2018), 설홍수(2006), 송경용, 이

승일, 이미연(2008), 문주호(2012), 이순구(2013), 전현민, 이규태(2015), 

제갈란, 김학수(2017)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Briscoe & Hall(2006), Eisenberger(1990), Hall(2002), Mirvis & 

Hall(1994), 고자경(2018), 김강호, 나승일(2008), 김지석, 오석영(2017), 

김진화(2017), 박병철(2017), 박지은(2016), 신수림, 정진철(2014), 이지

선(2014)

경력개발지원

→다중몰입

Aryee & Tan(1992), Barnett & Bradley(2007), Chermiss(1991), 

Gaertner & Nollen(1989), Ginzberg & Barouddi(1998), Ko, Price, & 

Muller(1997), Lodahl & Keiner(1965), Mottaz(1988), Igbaria & 

Greenhaus(1992), Orthner & Pittman(1986), Van Emmerik(2008), 

Waterman(1994), Wayne, Shore, & Liden(1997), 갈승민(2018), 권태성

(2018), 박성민(2011), 배현경(2013), 서경민(2010), 석강훈, 조태수

(2017), 손규태, 김진모(2014), 이진영(2012), 전무경, 김명희, 이기은

(2011)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Colarelli & Bishop(1990), De Vos & Soens(2008), Eagan, Yang, & 

Barlett(2004), East(1986), Ellinger, Ellinger, Yang, & Howton(2002), 

Hall & Moss(1998), Kazenbach & Smith(1993), Kirkman & 

Rosen(1999), Parker & Ohly(2008), 김선경(2014), 박소희(2016), 배을

규, 이민영(2012), 서학원(2018), 신영숙(2010), 유효강(2018), 이광옥

(2014), 이재봉(2012), 조정주(2011), 최재광(2017)

자기주도성

→혁신적 업무행동

Amabile et al(1996), Cho & Kwon(2005), Guglielmino & 

Guglielmino(2008), Guglielmino & Guglielmino(2001), Scott & 

Bruce(1994), 고승식, 서남숙(2018), 박상윤, 양진영(2016), 이의연, 송관

<표 Ⅱ-10>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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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행연구

철(2018), 이형룡, 황서현(2015), 이형우(2018), 진윤희, 김성종(2015), 홍

완기(2015), 황서현(2015b)

다중몰입

→혁신적 업무행동

Agarwal et el(2012), Bakker & Xanthopoulou(2013), Day & 

Allen(2004), Kong, Cheung, & Zhang(2010), Maslach, Schaufeli, & 

Leiter(2001), Van de Ven(1986), 권나경, 전현모(2017), 권민경(2011), 

김대욱, 이희재(2016), 김미경(2011), 김형주(2018), 남길석, 강민완

(2015), 송건섭, 나병선(2014), 박문수, 배성우(2013), 신혜영, 권상집

(2017), 정광영, 김홍유(2017), 하동현(2017), 홍은아, 정예지(2017)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권오식(2012), 신영숙(2010), 왕가(2018)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혁신적 업무행동

Gomez & Rosen(2001), 김은희, 김효순, 박희서(2009), 송정수, 양필석

(2009), 최석봉, 김정은, 장수덕(2013)

경력개발지원

→다중몰입

→혁신적 업무행동

서경민(2010), 서창적, 이슬기(2015), 이신영(2018), 이혜민, 송해덕

(2017), 전현민, 이규태(2015)

경력개발지원

→혁신적 업무행동

학습문화 조절효과

이건창 외(2010), 임한려, 정철영(2016), 정영혜(2013)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학습문화 조절효과

Hall & Las Heras(2009), Lips-Wiersma & Hall(2007), 김주엽(2016), 

박용호, 한억천(2013)

자료: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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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교환이론을 토대로,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

자가 인식한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및 학습문

화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각 변인 간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그림 Ⅲ-1]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모형에 따르면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및 다중몰입은 혁신적 업무

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

은 다중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력개발지원은 자기주도성에 직

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주도성은 경력개발지원과 다중몰

입 및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에서 간접적으로 정(+)적인 

[그림 Ⅲ-1]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및 학습문화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가설적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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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중몰입은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은 경력개발

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습문화는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 및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구성된 대기업 영

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가설적 인과관

계 모형은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이다. 

대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

로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평균 매출액, 연간 매출액 및 자산총액으로 중소기

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방식(중소벤처기업부, 2018), 공정거래위원회(2018)에

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경우와,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으로 제시한 계열사 자산의 합계가 10조원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대한상공회의소(2018)의 매출액 기준으로 100대 기

업으로 제한하여 구분하는 방식 등이 있다. 

 다수의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기업의 분류 기준 및 기존의 대기업을 대상

으로 진행했던 선행연구에서 제한점으로 언급했던 내용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는 공정거래위원회(2018)에서 공시한 계열사 자산의 총 합계가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0곳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집단을 포함한 총 60개

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지주회사 및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업·마케팅 직

무 근로자를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산업군에서 근무하는 영업·마케

팅 직무 근로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본 연구의 표본집단을 특정 산

업군으로 한정하지 않는다(<표 Ⅲ-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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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 13 두산 25 금호아시아나 37 SM 49 네이버

2 현대자동차 14 한진 26 효성 38 셀트리온 50 동국제강

3 에스케이 15 씨제이 27 오씨아이 39 카카오 51 메리츠금융

4 엘지 16 부영 28 케이티엔지 40 세아 52 넥슨

5 롯데 17 엘에스 29 케이씨씨 41 한라 53 삼천리

6 포스코 18 대림 30 교보생명보험 42 이랜드 54 한국지엠

7 지에스 19 에스오일 31 코오롱 43 DB 55 금호석유화학

8 한화 20 미래에셋 32 하림 44 호반건설 56 한진중공업

9 농협 21 현대백화점 33 대우건설 45 동원 57 넷마블

10 현대중공업 22 영풍 34 중흥건설 46 현대산업개발 58 하이트진로

11 신세계 23 대우조선해양 35 한국타이어 47 태영 59 유진

12 케이티 24 한국투자금융 36 태광 48 아모레퍼시픽 60 한솔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8). 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표 Ⅲ-1>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연구대상의 선정 및 표집 방법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

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표집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외의 사례로서 Krejcie

와 Morgan(1970)의 연구에서는 연구를 수행할 대상의 전체 모집단의 수가 파

악이 가능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정 표집수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

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확한 모집단 규모의 파악이 어려우

며, 본 연구에서 목표 모집단으로 선정한 60개 그룹 산하 계열사의 영업·마케

팅 직무 근로자의 전체 규모를 추정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점이 존

재한다. 다만, 한국경제연구원(2017)에서 2017년도 3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

단의 총 종업원 수로 제시했던 132만 4,681명을 고려한다면, Krejcie와 Morga

n(1970)의 적정 표집 수 계산식에 의거하여 표본의 크기를 384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연구대상 집단의 정확한 모집단의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

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집단 규모에 따른 적정 표본 수를 도출하는 방식에 관

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지속적으로 도출되고 있다. Mitchell(1993)은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관찰변인의 총 개수의 10~20배를 필요 표본 수로 제시하였으

며, Hair, Anderson, Tatham과 Black(1995), Stevenson(1996)은 예측 변수

의 검증력 확보를 위해서는 관찰변인과 전체 사례 수의 비율이 1:15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류근관(2013), 황영훈(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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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 경우, 연구수행을 위해 300명 이상의 표본을 확보했다면 일반적으로 사회

과학 분야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가설 검증을 위해 최대우도법(Ma

ximun likelihood: ML)을 활용할 경우 최소 100개에서 150개 사이의 데이터

가 분석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우종필(2013)은 구조방정식 모

형에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표본의 크기는 200개 이상이

며, 400개 이상이면 오히려 모형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표 Ⅲ-2> 참조).

연구자 표본 크기 본 연구의 예상 표본

Krejcie & Morgan(1970)

전체 모집단의 수가 10만 명 

이상의 경우 연구 표본의 

크기는 최대 384명

384명

Mitchell(1996) 관찰변인의 10~20배

본 연구의 관찰변인은 

19개이므로 필요한 표본 수는 

190~380명

Hair 등(199), Stevens(1996) 관찰변인의 15배

본 연구의 관찰변인은 

19개이므로 필요한 표본 수는 

285명

류근관(2013), 황영훈(2017)

사회과학분야에서 300명

최대우도법 적용 시 최소 

100~150개

본 연구는 최대우도법을 

적용하므로 필요한 표본 수는

100~300개

우종필(2013)
최대우도법 적용 시

200~400개

본 연구는 최대우도법을 

적용하므로 필요한 표본 수는 

200~400개

자료: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종합

<표 Ⅲ-2> 적정 표본의 크기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이

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300개의 표본크기를 설정하였으며, 회수율과 불성

실 응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 응답률을 85%로 설정한 것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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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최종적으로 총 350명의 표본크기를 설정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영업·

마케팅 직무 근로자를 동일한 특성을 지닌 근로자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나 실제 

대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영업 직무 근로자가 마케팅 직무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의 표본크기 역시 현업

의 환경을 반영하여 영업 직무와 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표집 비율을 2:1로 가정

하여 영업 직무 근로자 240명, 마케팅 직무 근로자 110명을 표집 목표치로 설

정하였다. 표집방법에 있어서 본 연구는 목표 모집단인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60개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근무하는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현황에 대

한 정보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접근 가능한 기업을 중심으로 비확

률표집 중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및 학

습문화와 관련된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들의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설문지는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학습문화, 인구통계학적 

및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주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선행연구

에서 활용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일부 조사도구의 경우 대상이 다르

거나 본 연구의 대상에게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있어 연구목적과 대

상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수정한 조사도구는 HRD 전공 박사 2명, HRD 

박사수료 대학원생 2명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표집 대상 

기업에 근무하는 영업 직무 근로자 2인, 마케팅 직무 근로자 2인에게 안면 타당

도 검증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조사도구를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도구의 구성은 경력개발지원 척도가 9문항, 자기주도

성 척도가 16문항, 다중몰입 척도가 15문항, 학습문화 척도가 21문항, 혁신적 

업무행동 척도가 9문항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문항은 9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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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구성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성별, 

연령, 최종학력, 소속된 회사의 업종, 현재직급, 고용계약 형태, 담당 직무, 근속

기간, 회사명 등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한 총 문항 수는 79

개이다(<표 Ⅲ-3> 참고).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들은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

던 견해를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을 제외하고 모든 설문에서 ‘전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등 총 5가지 

구간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에 따라 응답하였다.

구분 변인명 문항 수 문항 번호 연구자

독립변인 경력개발지원
성장기회 4 Ⅰ-1-4

이규태(2013)
상사지원 5 Ⅰ-5-9

매개변인

자기주도성

타인과의 학습 5 Ⅱ-1-5

Kim(2010)

학습자동기/

자기효능감/자율성
5 Ⅱ-6-10

자기조절능력 3 Ⅱ-11-13

학습열의 3 Ⅱ-14-16

다중몰입

직무몰입 5 Ⅲ-1-5

문영주(2010)경력몰입 5 Ⅲ-6-10

조직몰입 5 Ⅲ-11-15

조절변인 학습문화

지속적인 학습기회 3 Ⅳ-1-3

박규은(2015)

대화 및 탐구촉진 3 Ⅳ-4-6

팀 단위 학습문화화 3 Ⅳ-7-9

자율적 임파워먼트 3 Ⅳ-10-12

지식의 조직적 체계화 3 Ⅳ-13-15

조직과 환경의 연계 3 Ⅳ-16-18

전략적 리더십 3 Ⅳ-19-21

종속변인
혁신적

업무행동

아이디어 생성 3 Ⅴ-1-3

김일천 외(2004)아이디어 홍보 3 Ⅴ-4-6

아이디어 현실화 3 Ⅴ-7-9

<표 Ⅲ-3> 조사 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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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력개발지원

경력개발지원은 조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으로써, 경력개발과 관련된 조직지원인식을 의미한다(서경민, 2010). 이를 

기반으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경력개발지원인식은 전략적 체계성, 운영적 체

계성, 성장기회, 상사지원의 네 가지 하위구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나 본 연구에

서는 경력개발지원의 정서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성장기회와 상사지원을 경

력개발지원의 관찰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력개발지원의 측정은 Beehr와 Drexler(1987), Greenhaus 외

(1990), Iverson(1992), Rothenbach(1982)와 Sonnenfeld(1985) 그리고 So

nnenfeld와 Kotter(1982)가 개발 및 활용한 도구를 국내 기업 연구직 종사자

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정, 보완한 서경민(2010)의 

도구를 호텔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던 이규태(2013)의 측정도

구를 활용하였다. 이규태(2013)이 활용한 도구에서 측정된 Cronbach’s α값

을 조사한 결과, 경력개발지원의 하위구인인 상사지원이 0.914, 성장기회가 0.9

02로 전반적으로 관찰변인의 신뢰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측정도구는 리커트 5

점 척도이며, 상사지원 5문항, 성장기회 4문항 등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경력개발지원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적일치도

는 <표 Ⅲ-4>와 같다. 잠재변인인 경력개발지원의 전체 내적일치도는 .869이

며, 관찰변인인 성장기회의 내적일치도는 .783, 상사지원의 내적일치도는 .847

으로써 경력개발지원의 내적일치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도출되었다.

구분 변인명 문항 수 문항 번호 연구자

인구통계

학적변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업종, 직급, 

고용계약 형태, 담당직무, 근속기간, 

회사명

9 Ⅵ-1-9 연구자 개발

합 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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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이규태(2013) 예비조사(n=203) 본조사(n=346)

경력개발지원 - .883 .869

성장기회 .902 .829 .783

상사지원 .914 .865 .847

<표 Ⅲ-4> 경력개발지원의 내적일치도 계수

나.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은 학습자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타인과 협력함과 동시에 스스로를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

는 점을 의미한다(조대연, 2005; Cho & Kwon, 2005; Kim, 2010). 이를 기

반으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자기주도성은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쳐 학습을 

추구하는 개인의 동기적 요소를 강조함과 동시에, 학습과 관련된 사회, 물리적 

환경에 대한 자기 관리와 학습에 대한 자기 평가를 포함하는 변수로써, 타인과

의 학습, 학습자 동기/자기효능감/자율성, 자기조절능력, 학습열의의 네 가지 관

찰변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성의 측정은 Oddi(1984)에 의해 개발된 OCLI를 기반

으로 Harvey 등(2006)이 일반화 하였으며, 이후 본 결과를 국내 대기업 구성

원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정, 보완한 Kim(2010)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Oddi(1984)의 OCLI는 자기주도학습의 개념을 자기-교수 

과정에서의 활동에서 확대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 동인 대 소극적 동인

(Proactive Drive vs Reactive Drive), 인지적 개방성 대 폐쇄성(Cognitive O

penness vs Defensiveness), 학습의 몰입 대 냉담 또는 반감(Commitment to 

Learning vs Apathy or Aversion to Learning)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OCLI

는 Six(1989), Straka(1996)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일반화 연구가 진행되었

으며 특히 Harvey 등(2006)이 250명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연구를 

통해 OCLI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기주도성에 대한 새로운 

구성요소인 인과의 학습, 학습자 동기/자기효능감/자율성, 자기조절능력, 학습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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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제안하였다. Kim(2010)이 활용한 도구에서 측정된 Cronbach’s α값을 

조사한 결과, 측정도구의 전체 평균 신뢰도는 .773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자기주도성 관찰변인의 신뢰도의 경우에도 타인과의 학습은 .668, 학

습자 동기/자기효능감/자율성은 .832, 자기조절능력은 .402, 그리고 학습열의는 

.657로써 전반적으로 관찰변인의 신뢰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나, 자기조절능력 변

인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도구는 리커

트 5점 척도이며, 타인과의 학습 5문항, 학습자동기/자기효능감/자율성 5문항, 

자기조절능력 3문항, 학습열의 3문항 등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주도성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적일치도는 

<표 Ⅲ-5>와 같다. 잠재변인인 자기주도성의 전체 내적일치도는 .784이며, 관

찰변인인 타인과의 학습의 내적일치도는 .696, 학습자동기/자기효능감/자율성의 

내적일치도는 .772, 자기조절능력의 내적일치도는 .536, 학습열의의 내적일치도

는 .765으로써 잠재변인의 내적일치도는 적절하게 도출된 반면 관찰변인 중 자

기조절능력의 내적일치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되었다. 신뢰도 계수를 해석하

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사회과학분야에서는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가 .700 이상일 경우 관철변인과 잠재변인 간의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Fleiss, 1986; Nunnally, 1978; Richman, 1980).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주도

성의 관찰변인인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 조사도구를 활용했던 선행연구에서도 신

뢰도가 낮게 측정된 경우도 있었던 반면(강성호, 2013b; 김소라, 2015; 김연미, 

2018; Kim, 2010),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신뢰도가 도출되었던 경우

도 존재했었다는 측면에서(고자경, 2018; 임상문, 2018) 조사도구의 문제는 아

닌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기주도성 측정도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도구와는 달리 자기주도성을 발현하는 동기

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

로 해당 관찰변인을 삭제하지 않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과

정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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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Kim(2010) 예비조사(n=203) 본조사(n=346)

자기주도성 .773 .800 .784

타인과의 학습 .668 .685 .696

학습자동기

/자기효능감/자율성
.832 .785 .772

자기조절능력 .402 .495 .536

학습열의 .657 .797 .765

<표 Ⅲ-5> 자기주도성의 내적일치도 계수

다. 다중몰입

다중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 및 가치와의 일체성을 기반으로 조직

의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며, 직무에 대한몰입, 경력에 대한 몰입을 기반으로, 조

직을 위해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일련의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문영주, 2011; 임갑자, 2014).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다중몰입은 직무몰입(jo

b commitment), 경력몰입(career commitment) 그리고 조직몰입(organizatio

nal commitment)의 세 가지 관찰변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다중몰입의 측정은 문영주(2010)가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동기

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다중

몰입의 관찰변인인 직무몰입의 경우 Lorence와 Mortimer(1985)가 개발한 도

구를 번안하여 국내에서 활용한 서연숙과 김윤찬(2007)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경력몰입은 Blau와 Paul(1993) 그리고 Carson과 Bedeian(1994)의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를 번안하여 국내에서 활용한 장은미(1997)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조직몰입은 Allen과 Meyer(1996)가 개발한 도구를 번안하여 국내에서 활용한 

문영주(2007)의 도구 중 정서적 몰입만을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문영주(2010)

가 활용한 도구에서 측정된 Cronbach’s α값을 조사한 결과, 다중몰입의 관찰

변인인 직무몰입이 .868, 경력몰입이 .886, 조직몰입이 .844로써 전반적으로 관

찰변인의 신뢰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측정도구는 리커트 5점 척도이며, 직무몰

입 5문항, 경력몰입 5문항, 조직몰입 5문항 등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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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다중몰입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적일치도는 

<표 Ⅲ-6>과 같다. 잠재변인인 다중몰입의 전체 내적일치도는 .902이며, 관찰

변인인 직무몰입의 내적일치도는 .840, 경력몰입의 내적일치도는 .894, 조직몰

입의 내적일치도는 .799로써 다중몰입의 내적일치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절하

게 도출되었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문영주(2010) 예비조사(n=203) 본조사(n=346)

다중몰입 - .902 .902

직무몰입 .868 .828 .840

경력몰입 .886 .904 .894

조직몰입 .844 .807 .799

<표 Ⅲ-6> 다중몰입의 내적일치도 계수

라. 혁신적 업무행동

혁신적 업무행동은 조직구성원이 업무 수행 시 기존과는 다른 아이디어를 생

각하고, 홍보하며, 실현하는 활동으로써, 개인의 성과향상과 더불어 조직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이형우, 2018; Scott & Bruce, 199

4). 이를 기반으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혁신적 업무행동은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현실화의 세 가지 관찰변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혁신적 업무행동의 측정은 Janssen(2000)이 개발한 도구를 기

반으로 수정, 보완한 김일천, 김종우, 이지우(2004)가 사용한 도구를 활용하였

다. Janssen(2000)은 Scott과 Bruce(1994)의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바탕으

로 혁신적 업무행동을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현실화 등 세 가

지의 관찰변인으로 구분한 후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김일천 

외(2004)는 병원, 제조업, 교육기관, 금융기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종사하

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Janssen(2000)의 측정도구를 번안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김일천 외(2004)가 활용한 도구에서 측정된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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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bach’s α값을 조사한 결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하위구인인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현실화 세 가지 관찰변인을 설명하는 항목의 측정값이 

.93으로써 전반적으로 하위구인의 신뢰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측정도구는 리커

트 5점 척도이며, 아이디어 생성 3문항, 아이디어 홍보 3문항, 아이디어 현실화 

3문항 등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혁신적 업무행동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적일치

도는 <표 Ⅲ-7>과 같다. 잠재변인인 혁신적 업무행동의 전체 내적일치도는 .90

5이며, 관찰변인인 아이디어 생성의 내적일치도는 .800, 아이디어 홍보의 내적

일치도는 .751 아이디어 현실화의 내적일치도는 .820으로써 혁신적 업무행동의 

내적일치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도출되었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김일천 외(2004) 예비조사(n=203) 본조사(n=346)

혁신적 업무행동 .887 .911 .905

아이디어 생성 .757 .802 .800

아이디어 홍보 .747 .775 .751

아이디어 현실화 .743 .837 .820

<표 Ⅲ-7> 혁신적 업무행동의 내적일치도 계수

마. 학습문화

학습문화는 조직 구성원과 팀, 그리고 조직의 능력개발을 목표로 지속적인 학

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지식 창출이 발생하는 환경을 

의미한다(나병선, 2001). 이를 기반으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학습문화는 지속

적인 학습 기회, 대화 및 탐구 촉진, 팀 단위 조직학습화, 자율적 임파워먼트, 

지식의 조직적 체계화, 조직과 환경과의 연계, 전략적 리더십 등 7가지의 관찰

변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학습문화의 측정은 학습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Watkins과 

Marsick(1996)의 DLOQ(Dimensions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Ques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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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ire) 측정도구를 국내 외식기업의 학습조직문화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정, 보완한 박규은(2015)의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다. 박규은(2015)이 활용한 

도구에서 측정된 Cronbach’s α값을 조사한 결과, 학습문화의 관찰변인인 지

속적인 학습 기회가 0.808, 대화 및 탐구 촉진이 0.835, 팀 단위 조직학습화가 

0.836, 자율적 임파워먼트가 0.836, 지식의 조직적 체계화가 0.851, 조직과 환

경과의 연계가 0.825, 전략적 리더십이 0.848로써 전반적으로 관찰변인의 신뢰

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측정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지속적인 학습기회 3

문항, 대화 및 탐구촉진 3문항, 팀 단위 학습문화화 3문항, 자율적 임파워먼트 

3문항, 지식의 조직적 체계화 3문항, 조직과 환경의 연계 3문항, 전략적 리더십 

3문항 등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학습문화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적일치도는 

<표 Ⅲ-8>과 같다. 잠재변인인 학습문화의 전체 내적일치도는 .949이며, 관찰

변인인 지속적인 학습기회의 내적일치도는 .797, 대화 및 탐구촉진의 내적일치

도는 .802, 팀 단위 학습문화화의 내적일치도는 .832, 자율적 임파워먼트의 내

적일치도는 .844, 지식의 조직적 체계화의 내적일치도는 .788, 조직과 환경의 

연계의 내적일치도는 .778, 전략적 리더십의 내적일치도는 .821로써 학습문화의 

내적일치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도출되었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박규은(2015) 예비조사(n=203) 본조사(n=346)

학습문화 - .935 .949

지속적인 학습기회 .808 .774 .797

대화 및 탐구촉진 .835 .768 .802

팀 단위 학습문화화 .836 .844 .832

자율적 임파워먼트 .836 .843 .844

지식의 조직적 체계화 .851 .768 .788

조직과 환경의 연계 .825 .768 .778

전략적 리더십 .848 .825 .821

<표 Ⅲ-8> 학습문화의 내적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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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의 자료수집은 공정거래위원회(2018)에서 공시한 계열사 자산의 

총 합계가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을 포

함하여 총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지주회사 및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

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8년 9월 이후 대면조사, 우편조사 및 온라인 설문 

시스템(Survey Monkey)을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개 그룹 41개 계열사의 

접촉이 가능한 근로자들을 통해 계열사별로 1~2명의 조사협력자를 섭외한 후 각 

계열사 별로 설문 활동이 가능한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수를 파악하였다. 

이후, 각 기업의 상황 및 조사협력자의 설문취합 선호방식에 따라 온라인 설문조

사와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조사협

력자들에게 URL이 담긴 설문조사 링크를 전달한 후 이들이 각자가 근무하고 있

는 계열사의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들에게 설문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었다. 오프라인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조사협력자와 해당 기업을 방문할 날짜를 사

전에 확정한 후 해당 일시에 직접 설문지를 들고 기업에 방문하여 설문 대상자들

에게 직접 설문을 의뢰하는 방식과 조사협력자가 근무하는 기업에 우편으로 설문

지를 발송한 후 조사협력자가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완료된 설문지를 다시 회신해주는 우편조사 방식으로 나뉘어 진행하였으며, 해당 

자료수집 방식 역시 조사협력자가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었다. 

조사협력자들의 적극적인 설문 대상자 모집 및 설문지 취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조사협력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설문지를 회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오프라인 설문조사에 비해 불성

실 응답률이 높으며, 회수율이 낮다는 점에서 응답자들의 성실한 질문지 작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을 성실하게 작성완료한 사람들 전원에게 기프티콘

을 제공하였다. 더불어,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

의 협조에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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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인 설문조사를 성실하게 마친 대상자들에게도 동일한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예비조사의 경우 10개 그룹 13개 계열사의 영업·마케팅 직

무 근로자 203명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20일부터 2018년 10월 5일까지 약 

보름간 진행하였다. 이후 진행된 본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반영하여 

질문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다음 2018년 10월 15일부터 2018년 11월 5일까

지 약 3주간 진행하였다. 본조사를 통해 회수된 설문지는 총 397부였으며, 불성

실 응답자 및 본 연구에서 설정한 대기업 집단이 아닌 곳에서 회신된 설문지와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아닌 다른 직무 근로자가 응답한 설문지 등 결측치

를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20개 그룹 41개 계열사에서 회수된 총 346부를 본 연

구를 위한 분석에 활용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SPSS 24.0 프로

그램을 활용하였으며, AMOS 20.0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에 설정하였던 연구가설

에 따른 연구모형 검증과 변인 간 인과관계,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과정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p

<.05로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혁신적 업무행동 및 학습문화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방법을 사용

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한 입력자료 준비, ② 측정모형의 분석, ③ 구조모

형 분석의 3단계 분석 절차를 수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모형과 구조모

형을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추정하는 1단계 접근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별개

로 추정하는 2단계 접근(Anderson & Gerbing, 1988)으로 나뉜다. 1단계 접근

법은 측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것의 인과관계의 오류와 구분되지 않은 해석적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측

정모형을 먼저 추정한 후, 구조모형을 추정하는 2단계 접근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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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력자료 준비

본 연구에서 적용할 최대우도법 추정법을 포함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

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추정방법들은 이상치, 결측치, 다중공선성 등 

데이터 분포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가정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로, 결측치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는 경우, 모수 추정을 

위해 결측치를 제거하거나 혹은 대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모는 결측치는 

임의 결측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측치를 평균대치법을 사

용하여 대치하는 방식을 취했다. 두 번째로, 이상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치를 제거하는 과정은 보편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자료의 정규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상치를 확인하기 위해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 통계치(p<.0

01)와 평균에서의 표준편차 거리(∣3∣)를 기준으로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세 

번째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과정에서 주로 활용되는 추정법들은 다변량 정규

성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변량 정규성은 모든 단변량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며, 2개의 변수들이 동시에 이루는 결합분포가 이변량 정규성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이변량 산포도가 선형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하지만, 모든 결합빈도 분포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

에서 일변량 분포를 대신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일변량 정규성은 관찰변인의 

분포에 초점을 두며, 왜도와 첨도를 기반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성을 

확인하는 지표로써, Curran, West와 Finch(1996)가 제시한 왜도지표 ⎥3⎥ 
이내, 첨도지표 ⎥8.0~20.0⎥ 이내의 경우에는 정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네 번째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은 여러 개의 변수들 

사이의 상관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며, 이로 인해 수학적 연산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강인주, 2015; 손규태,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존재 여부를 공차(<.10)와 분산팽창지수(VIF >10)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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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 분석은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운 변인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설계된 측정모형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본 연구에서

는 각 잠재변인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설정된 측정모형이 적합한지 여부

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모

수를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요인적재량 및 잠재변인 간의 추정된 상관을 통해 

관찰변인들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도출하였다.

다.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인 연구모형의 적합성, 잠재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구조모형의 분석이 요구되나, 구조모형을 추정하기 전에 모형식별(mode

l identification) 절차를 거쳤다. 모형식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무의미하거나 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모형식별은 측정모형을 분석하여 하나 이상의 

계수가 매우 큰 표준오차를 보이거나, 오차분산과 같은 부적인 해가 존재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바람직한 추정치가 존재하거나, 추정계수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

관계(± 이상)를 보인다면, 모형식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구조모형에서 변수 간의 가설적 인과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나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절대적합지수, 중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등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 평가하였다. 각 적합도 지수와 적합도 

판단기준은 <표 Ⅲ-9>와 같다.

구분 적합도 지수 적합도 판단기준

절대적합지수

GFI(Goodness of Fit Index) ≥ .90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90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8

<표 Ⅲ-9>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판단기준



- 114 -

이후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경로계수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모형 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더불어 간접효과의 증명을 위해 효과분해 과

정을 활용함으로써 구조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크기

를 파악하였다. 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부

트스트래핑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효과 및 총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단계에서 Sobel 

검증을 수행하는 대신 부트스트래핑법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관찰변인 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표준오차가 요구되며, 이를 Amos 24.0 통계프로그

램에서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추정한다. 부트스트래핑법이란 모수추정치

들의 표본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표본상관행렬로부

터 무선표본값을 구하고, 이를 분석과정에 활용하여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유의

확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해당 방법은 모수의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

는 경우,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함으로써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

로서, 자료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충족해야한다는 정규성 가정 제약에서 벗어나 

모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김계수, 2010; 김태

환, 2013). 종합하면, 부트스트래핑법은 모집단의 분포에 대하여 모수적인 가정

을 하지 않고 표본자료의 추론으로 모수를 추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So

bel 검증은 매개변수 사이의 비표준화 경로계수와 표준오차를 통해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도출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z검정을 활용하게 된다(Kline, 2005). 

구분 적합도 지수 적합도 판단기준

중분적합지수

NFI(Normed Fit Index) ≥ .90

IFI(Incremental Fit Index) ≥ .90

TLI(Tucker & Lewis Index) ≥ .90

CFI(Comparative Fit Index) ≥ .90

간명적합지수

PRATIO(Parsimony Ratio) ≥ .50

PNFI(Parsimony NFI) ≥ .50

PCFI(Parsimony CFI) ≥ .50

자료: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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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el 검증은 모집단의 분포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만족한다는 가정 하에 수행

한다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

서는 잠재변인 간 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

로 부트스트래핑법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변인 간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에서 

상호작용항을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Ping(1996)의 접근 방식을 활용하

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

한 목적으로 회귀분석이나 분산분석을 활용하나, 해당 분석 방식으로는 연구모

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측정오차를 통제할 수 없어 분석결과가 측정오차에 영향

을 받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연구모형이 복잡하게 설계된 경우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어려우며, 모형 전체의 적합도 지수가 도출되지 않아 모형과 데

이터의 적합 수준을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 조절변수의 상효작용 효과 검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

분 해소할 수 있다(홍세희, 정송, 2014; 황영훈, 2017).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

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변인들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Ping의 2

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한편,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회수된 설문은 모두 불성실 응답과 결측치에 

대한 검증 과정을 실시하였다. 불성실 응답에 대한 검증은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활용한 데이터 스크리닝 방식을 통해 설문 결과를 확인 및 보정하였다, 이상치

는 산포도 확인과 다변량 통계기법 중 하나인 ‘마할라노비스 거리’검증을 통

해 제거하였다.

설정된 연구가설별로 적용할 자료 분석방법을 제시하면 <표 Ⅲ-10>과 같다.

연구가설 통계기법

인구통계학적특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가설 1.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 모형적합도 검증

<표 Ⅲ-10> 연구가설별 적용 통계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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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통계기법

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및 학습문화에 대한 가설

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인과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

이다.

가설 2-1.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은 혁신

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은 자기

주도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은 다중

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다중몰

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6.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다중몰입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조방정식

최대우도법

가설 3-1.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경력개

발지원과 다중몰입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2.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경력개

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3.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다중몰입은 경력개발

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3-4.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과 다중몰

입은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구조방정식 

부트스트래핑법

가설 4-1.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학습문화는 경력개발

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2.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학습문화는 경력개발

지원과 자기주도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구조방정식 

상호작용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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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정규성 분포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346명의 응답자의 일반적 특정을 정리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성 74.0%, 여성 26.0%로 남성 응

답자가 여성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 45.1%, 30대 27.2%, 40대 20.2%, 50대 이상 7.5%로 20대의 

비중이 절반 수준을 차지하였으나, 30대, 40대 응답자의 비중 역시 균등하게 분

포되어 있었다. 최종학력에 따른 분포는 고졸 1.2%, 전문대졸 0.6%, 대졸 80.

9%, 대학원졸 17.3%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대졸 학력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업종에 따른 분포는 제조업 53.8%, 금융·보험업 6.4%, 유통·운수·숙박·요

식업 17.8%, 출판·방송통신·IT업 22.0%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직급에 따른 분포는 사원 46.2%, 대리 15.6%, 과장 9.8%, 

차장 11.6%, 부장 16.8%로 사원의 비중이 절반 수준을 차지하였으나, 대리, 과

장, 차장, 부장 등 다른 직급의 응답자의 비율 또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고용형태에 따른 분포는 정규직 신규가 83.8%, 정규직 경력 13.3%, 계약직(인

턴 및 파트타임 포함)이 2.9%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정규직 신입 공개채용을 통

해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에 따른 분포는 영업직무 69.4%, 마케팅직

무 30.6%로 연구 설계 과정에서 설정했던 영업·마케팅 직무 인원의 표집 비율

을 일정 수준 충족하였다. 근속년수에 따른 분포는 0~5년 54.9%, 6년~10년 1

4.5%, 11년~15년 9.2%, 16년~20년 9.2%, 21년 이상이 12.2%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0~5년 이하의 근속년수를 기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성별 남성 256 74.0 74.0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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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여성 90 26.0 100.0

소계 346 100.0 100.0

연령(만)

20대 156 45.1 45.1

30대 94 27.2 72.3

40대 70 20.2 92.5

50대 이상 26 7.5 100.0

소계 346 100.0 100.0

최종학력

고졸 4 1.2 1.2

전문대졸 2 0.6 1.8

대졸 280 80.9 82.7

대학원졸 60 17.3 100.0

소계 346 100.0 100.0

업종

제조업 186 53.8 53.8

금융·보험업 22 6.4 60.2

유통·운수·숙박·요식업 62 17.8 78.0

출판·방송통신·IT업 76 22.0 100.0

소계 346 100.0 100.0

직급

사원 160 46.2 46.2

대리 54 15.6 61.8

과장 34 9.8 71.6

차장 40 11.6 83.2

부장 58 16.8 100.0

소계 346 100.0 100.0

고용형태

정규직 신규 290 83.8 83.8

정규직 경력 46 13.3 97.1

계약직(인턴 및 파트타임 포함) 10 2.9 100.0

소계 346 100.0 100.0

직무

영업 240 69.4 69.4

마케팅 106 30.6 100.0

소계 346 100.0 100.0

근속년수

0~5년 190 54.9 54.9

6년~10년 50 14.5 69.4

11년~15년 32 9.2 78.6

16년~20년 32 9.2 87.8

21년 이상 42 12.2 100.0

소계 346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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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잠재변인으로 활용된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혁신

적 업무행동 및 학습문화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경력개발지원의 관찰변인인 성장기회의 평균은 5점 환산 기준으로 3.44, 상사

지원은 3.51로써, 전반적으로 관찰변인의 평균값이 높게 측정되었다. 자기주도

성의 관찰변인인 타인과의 학습의 평균은 5점 환산 기준으로 3.69, 학습자동기/

자기효능감/자율성은 3.84, 자기조절능력 3.21 그리고 학습열의는 2.99로써, 타

인과의 학습과 학습자동기/자기효능감/자율성, 자기조절은 높게 측정된 반면, 하

위구인 중 학습열의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이 도출되었다. 다중몰입의 관찰

변인인 직무몰입의 평균은 5점 환산 기준으로 3.77, 경력몰입은 3.41, 조직몰입

은 3.24로 전반적으로 관찰변인의 평균값이 높게 측정되었다. 학습문화의 관찰

변인인 지속적인 탐구기회의 평균은 5점 환산 기준으로 3.14, 대화 및 탐구촉진

은 3.34, 팀 단위 학습문화화는 3.26, 자율적 임파워먼트는 3.22, 지식의 조직

적 체계화는 3.17, 조직과 환경의 연계는 3.26, 전략적 리더십은 3.38로써 전반

적으로 관찰변인의 평균값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하위구인 중 지속적인 탐구기

회와 지식의 조직적 체계화의 경우에는 다른 구인들에 비해 낮은 평균값이 도출

되었다.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찰변인인 아이디어 생성의 평균은 5점 환산 기준

으로 3.51, 아이디어 홍보는 3.41, 아이디어 현실화는 3.37로써 전반적으로 평

균값이 높게 측정되었다.

잠재변인 관찰변인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5점 환산 

평균

경력개발지원
성장기회 13.74 3.101 2 20 3.44

상사지원 17.54 3.432 10 25 3.51

자기주도성

타인과의 학습 18.44 2.603 13 24 3.69

학습자동기/

자기효능감/자율성
19.19 2.598 11 25 3.84

자기조절능력 9.64 2.093 5 15 3.21

학습열의 8.96 2.445 3 15 2.99

<표 Ⅳ-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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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찰변인의 정규성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관찰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일변량 정규성은 관

찰변인의 분포에 초점을 두며,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성을 판단한다. 경험적인 

기준에 의거하면, 왜도지표는 ⎥3.0⎥이내, 첨도지표 ⎥8.0~20.0⎥이내의 경우 

정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하나(Curran, West & Finch, 1996). 일부 보

수적인 연구자의 경우에는 ⎥10.0⎥보다 높을 경우 정규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

단하기도 한다(강인주, 2015; 배병렬, 2009).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

서는 일변량 정규성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왜도지표 ⎥3.0⎥이내, 첨도지표 ⎥8.

0~20.0⎥이내일 경우, 정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

된 관찰변인들의 왜도 값의 절대값 지수는 .008～.384로 단변량 정규성 기준을 

만족하였으나, 첨도 값의 절대값 지수는 .002~.571로 정규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구조방정식 분석 과정에서 최대우도법을 활

용할 경우,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함에도 적정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면 가정

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미지수 추정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제시한다

잠재변인 관찰변인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5점 환산 

평균

다중몰입

직무몰입 18.84 2.904 12 25 3.77

경력몰입 17.03 3.903 5 25 3.41

조직몰입 16.22 3.348 7 25 3.24

학습문화

지속적인 학습기회 9.43 2.448 3 15 3.14

대화 및 탐구촉진 10.01 2.091 4 15 3.34

팀 단위 학습문화화 9.78 2.438 3 15 3.26

자율적 임파워먼트 9.67 2.391 3 15 3.22

지식의 조직적 체계화 9.50 2.345 3 15 3.17

조직과 환경의 연계 9.78 2.520 3 15 3.26

전략적 리더십 10.14 2.369 3 15 3.38

혁신적 업무행동

아이디어 생성 10.53 1.988 6 15 3.51

아이디어 홍보 10.24 1.954 6 15 3.41

아이디어 현실화 10.12 2.064 5 15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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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규태, 김진모, 2015). 이러한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료를 분석

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최소자승법(GLS), 점근분포자유법(ADF), AMOS에서 활

용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법 등이 있다(배병렬, 2009).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잠재변인 관찰변인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지수 C.R. 지수 C.R.

경력개발지원
성장기회 2 20 -.183 -1.343 -.488 -1.788

상사지원 10 25 -.058 -.423 -.513 -1.880

자기주도성

타인과의 학습 13 24 -.107 -.782 -.571 -2.092

학습자동기/

자기효능감/자율성
11 25 .008 .058 .061 .222

자기조절능력 5 15 .070 .511 -.432 -1.582

학습열의 3 15 .079 .577 -.219 -.802

다중몰입

직무몰입 12 25 -.247 -1.813 -.238 -.872

경력몰입 5 25 -.357 -2.617 -.277 -1.015

조직몰입 7 25 .063 .460 -.154 -.564

학습문화

지속적인 학습기회 3 15 -.113 -.824 -.550 -2.016

대화 및 탐구촉진 4 15 -.287 -2.104 .002 .006

팀 단위 학습문화화 3 15 -.294 -2.156 -.206 -.756

자율적 임파워먼트 3 15 -.193 -1.412 -.446 -1.632

지식의 조직적 체계화 3 15 -.202 -1.477 -.220 -.805

조직과 환경의 연계 3 15 -.384 -2.817 -.381 -1.394

전략적 리더십 3 15 -.362 -2.653 -.048 -.176

혁신적

업무행동

아이디어 생성 6 15 .084 .618 -.340 -1.246

아이디어 홍보 6 15 .158 1.155 -.143 -.525

아이디어 현실화 5 15 .008 .059 -.320 -1.174

다변량 정규성 37.703 11.975

<표 Ⅳ-3> 관찰변인의 일변량 및 다변량 정규성 분석 결과

라.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본 연구에서 검증할 구조방정식 모형의 안정적인 분석을 위해 관찰변인의 다

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은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변인들 사이의 상관

관계가 높을 경우에 발생하며, 개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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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석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다(김진모, 손규태, 2015).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 발생 여부를 공차(<.10)와 분산팽창지수(VIF >10)를 기준으로 판

단하였다. 분석 결과 잠재변인의 공차는 최소 .241(전략적 리더십)이상 최대 .8

72(자기조절능력)이하였으며, 분창팽창지수 역시 최소 1.146(자기조절능력)이

상 최대 4.144(전략적 리더십)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차 .10이상, 분산팽창

지수 10이하를 만족하여 관찰변인의 심각한 수준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Ⅳ-4> 참조).

잠재변인 관찰변인 공차 분산팽창지수(VIF)

경력개발지원
성장기회 .481 2.078

상사지원 .453 2.209

자기주도성

타인과의 학습 .484 2.068

학습자동기/자기효능감/자율성 .460 2.175

자기조절능력 .872 1.146

학습열의 .847 1.181

다중몰입

직무몰입 .441 2.270

경력몰입 .509 1.963

조직몰입 .434 2.306

학습문화

지속적인 학습기회 .373 2.684

대화 및 탐구촉진 .416 2.406

팀 단위 학습문화화 .355 2.820

자율적 임파워먼트 .297 3.362

지식의 조직적 체계화 .406 2.461

조직과 환경의 연계 .295 3.384

전략적 리더십 .241 4.144

주) 종속변인: 혁신적 업무행동

<표 Ⅳ-4>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분석 결과

마. 관찰변인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에서 활용되는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는 <표 Ⅳ

-5>, <표 Ⅳ-6> 그리고 <표 Ⅳ-7>과 같다. 경력개발지원은 자기주도성과 .44

4, 다중몰입과 .583, 혁신적 업무행동과 .555, 학습문화와 .606로 상관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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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자기주도성은 다중몰입과 .548, 혁신적 업무행동과 .

560, 학습문화와 .414로 상관계수가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다중몰

입은 혁신적 업무행동과 .659, 학습문화와 .520으로 상관계수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혁신적 업무행동 역시 학습문화와 .588로 상관계수가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모든 관찰변인을 대상

으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공분

산 행렬과 상관행렬을 활용하지는 않지만, 잠재변인 간, 그리고 잠재변인과 관찰

변인 간 관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구조방정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모

형 수정 가능성을 대비하고 전반적인 모형 해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는 최소 .110(학습열의-지

식의 조직적 체계화, 학습열의-조직과 환경의 연계, 자기조절능력-다중몰입)이

상 최대 .909(학습문화-대화 및 탐구 촉진)이하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주요 1 2 3 4 5

1. 경력개발지원 1

2. 자기주도성 .444
** 1

3. 다중몰입 .583
**

.548
** 1

4. 혁신적 업무행동 .555
**

.560
**

.659
** 1

5. 학습문화 .606
**

.414
**

.520
**

.588
** 1

주) **p<.01

<표 Ⅳ-5> 잠재변인의 상관관계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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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경력개발 성장기회 상사지원 자기주도 타인학습 학습자동 자기조절 학습열의 다중몰입 직무몰입 경력몰입 조직몰입

경력개발지원 1

성장기회 .887**주1) 1

상사지원 .894** .585** 1

자기주도성 .444** .355** .434** 1

타인과의 학습 .505** .446** .452** .750** 1

학습자동기 .479** .386** .466** .685** .609** 1

자기조절능력 .114* .045 .156** .502** .188** .095 1

학습열의 .173** .150** .158** .679** .330** .279** -.017 1

다중몰입 .583** .475** .562** .548** .563** .619** .110* .262** 1

직무몰입 .523** .462** .469** .500** .486** .578** .120* .231** .837** 1

경력몰입 .360** .285** .356** .448** .462** .502** .087 .219** .849** .594** 1

조직몰입 .591** .459** .591** .421** .454** .467** .071 .202** .794** .541** .450** 1

혁신적업무행동 .555** .472** .515** .560** .529** .665** .118* .270** .659** .595** .524** .527**

아이디어생성 .528** .464** .475** .576** .586** .620** .190** .234** .615** .564** .470** .504**

아이디어홍보 .512** .437** .474** .474** .403** .593** .024 .303** .599** .552** .472** .473**

아이디어현실화 .455** .372** .438** .459** .435** .577** .103 .194** .564** .489** .470** .443**

학습문화 .606** .516** .562** .414** .377** .469** .186** .140* .520** .465** .251** .611**

지속적인학습기 .557** .512** .480** .319** .284** .369** .056 .183** .480** .395** .280** .538**

대화및탐구촉진 .469** .311** .521** .424** .339** .369** .261** .181** .488** .410** .290** .533**

팀단위학습문화 .441** .334** .449** .327** .274** .346** .163** .127* .409** .310** .215** .507**

자율적임파워먼 .508** .431** .473** .307** .294** .358** .164** .066 .344** .345** .106 .441**

지직의조직적체 .471** .432** .406** .328** .310** .396** .121* .110* .402** .388** .212** .428**

<표 Ⅳ-6> 잠재변인, 관찰변인의 상관관계 행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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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환경의 .553** .514** .472** .361** .323** .447** .152** .110* .423** .399** .181** .508**

전략적리더십 .531** .471** .475** .412** .397** .454** .160** .155** .495** .465** .212** .592**

주1) *p<.05, **p<.01

변인 혁신적업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학습문화 지속적인 대화및탐 팀단위학 자율적임 지식의조 조직과환 전략적리

혁신적업무행동 1

아이디어생성 .888** 1

아이디어홍보 .909** .723** 1

아이디어현실화 .895** .671** .731** 1

학습문화 .588** .502** .516** .563** 1

지속적인학습기 .470** .345** .460** .459** .811** 1

대화및탐구촉진 .485** .434** .427** .445** .749** .576** 1

팀단위학습문화 .491** .428** .422** .469** .816** .570** .657** 1

자율적임파워먼 .476** .369** .411** .499** .860** .646** .556** .709** 1

지식의조직적체 .495** .420** .400** .510** .809** .654** .523** .557** .692** 1

조직과환경의 .524** .466** .466** .478** .845** .607** .537** .619** .696** .625** 1

전략적리더십 .510** .486** .435** .453** .874** .666** .607** .675** .685** .666** .796** 1

주) *p<.05, **p<.01

<표 Ⅳ-7> 잠재변인, 관찰변인의 상관관계 행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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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이론적 연구모형 구조모형을 수행하기 전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높은 신뢰도

와 타당도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관찰변인-잠재변인 간 표준화계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가. 측정모형 적합도 분석

측정모형을 통해 도출된 모형상관행렬이 표본상관행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적합도 지수는 GFI, AGFI, RMSEA, NFI, IFI, TLI, CFI, PRATIO, P

NFIP, PCFI 등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한 수치를 종합한 결과 절대적

합지수 기준으로 설정했던 GFI는 .943, AGFI는 .901, RMSEA는 .073로 적합

도 판단기준으로 설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중분적합지수 기준으로 설정

했던 NFI는 .935, TLI는 .958, TLI는 .937, CFI는 .957로 적합도 판단기준으

로 설정했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마지막으로, 간명적합지수 기준으로 설정

했던 PRATIO는 .682, PNFI는 .637, PCFI는 .653으로 도출되어 적합도 판단

기준으로 설정했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표 Ⅳ-8> 참조).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적합도 지수 해석

절대

적합

지수

GFI(Goodness of Fit Index) ≥ .90 .943 적합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90 .901 적합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8 .073 적합

중분

적합

지수

NFI(Normed Fit Index) ≥ .90 .935 적합

IFI(Incremental Fit Index) ≥ .90 .958 적합

TLI(Tucker & Lewis Index) ≥ .90 .937 적합

CFI(Comparative Fit Index) ≥ .90 .957 적합

간명 PRATIO(Parsimony Ratio) ≥ .50 .682 적합

<표 Ⅳ-8> 측정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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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찰변인-잠재변인 간 표준화 계수 검정

본 연구에서 관찰변인과 잠재변인 간 표준화 계수 검정을 위해 각각의 경로계

수마다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S.E.: Standard Error), 기각률(C.

R.: Critical Ratio)을 제시하였다. 수렴타당도란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며 이는 요인부하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요인부하량이 .5이상 .95이하인 경

우, 수렴타당도를 지닌다고 본다(손규태, 김진모, 2015).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

인분석 결과 각 관찰변인 별 표준화 계수의 크기는 자기조절능력, 학습열의를 

제외한 모든 관찰변인에서 .50 이상으로 양호한 수치가 도출되었다. 자기조절능

력과 학습열의는 각각 .156, .360으로 도출되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Ⅳ-9>, [그림 Ⅳ-1] 참조).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적합도 지수 해석

적합

지수

PNFI(Parsimony NFI) ≥ .50 .637 적합

PCFI(Parsimony CFI) ≥ .50 .653 적합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경력개발지원
성장기회 1.000 .721***2) - -

상사지원 1.160 .811***1) .104 11.137

자기주도성

타인과의 학습 1.000 .736***2) - -

학습자동기/자기효능감/자율성 1.129 .833** .084 13.477

자기조절능력 .283 .156** .110 2.586

학습열의 .765 .360*** .128 5.985

다중몰입

직무몰입 1.000 .799***2) - -

경력몰입 1.148 .683*** .094 12.192

조직몰입 1.021 .707*** .080 12.693

혁신적 

업무행동

아이디어 생성 1.000 .853***2) - -

아이디어 홍보 .990 .859*** .053 18.611

아이디어 현실화 .989 .812*** .057 17.212

주1) **p<.01, ***p<.001

주2) 지표변인은 통계적 검증 불가

<표 Ⅳ-9>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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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별타당도는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관찰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타 잠재변인

과 구별하여 측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며,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관관계가 .80~1.00인 경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판단

되는데(Rea, Parker, 2005), 분석결과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는 .688~.853으로 

보통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일정수준의 변별타당도를 지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 간의 상관관계는 .853으로 상

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표 Ⅳ-10> 참조).

구분 추정된 상관계수

경력개발지원 ↔ 자기주도성 .707

경력개발지원 ↔ 다중몰입 .784

경력개발지원 ↔ 혁신적 업무행동 .688

자기주도성 ↔ 다중몰입 .853

자기주도성 ↔ 혁신적 업무행동 .822

다중몰입 ↔ 혁신적 업무행동 .803

<표 Ⅳ-10> 측정모형의 변별타당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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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이론)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 연구의 가설로 설정된 연구모형의 적합성, 잠재변인간의 인과관계

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조(이론)모형을 분석하였다. 구조(이론)모형 분석

은 이전에 설정하였던 가설적 구조모형을 바탕으로 AMOS 24.0 통계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모수를 측정하였다.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그림 Ⅳ-2]와 같다.

주1) 지표변인으로 통계적 검정 불가 

주2) *p<.05, **p<.01, ***p<.001 

[그림 Ⅳ-2] 구조(이론)모형 분석 결과



- 130 -

가.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해석하기에 앞서, 가설적 구조모형이 표본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를 확인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분석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 증분적

합지수, 간명적합지수 등으로 구성된 총 10개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분

석한 수치를 종합한 결과 절대적합지수 기준으로 설정했던 GFI는 .943, AGFI

는 .901, RMSEA는 .073로 적합도 판단기준으로 설정한 GFI, AGFI ≥ .90, R

MSEA ≤ .08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중분적합지수 기준으로 설정했던 NF

I는 .935, IFI는 .958, TLI는 .937, CFI는 .957로써 적합도 판단기준으로 설정

했던 NFI, IFI, TLI, CFI ≥ .90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마지막으로, 간명

적합지수 기준으로 설정했던 PRATIO는 .682, PNFI는 .637, PCFI는 .653으로 

도출되어 적합도 판단기준으로 설정했던 PRATIO, PNFI, PCFI ≥ .50의 기준

을 모두 충족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구조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영가

설을 기각되었으며,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예측하

기에 적절할 것이라는 가설 1이 채택되었다(<표 Ⅳ-11> 참조).

연구가설 1.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

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및 학습문화에 대한 가설적 인과

모형의 적합도는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적합도 지수 해석

절대

적합

지수

GFI(Goodness of Fit Index) ≥ .90 .943 적합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90 .901 적합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8 .073 적합

중분 NFI(Normed Fit Index) ≥ .90 .935 적합

<표 Ⅳ-11>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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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설적 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적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하였다. 경로계수 분석 결과 총 6개의 경로 

중 3개 경로의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p<.001에서, 3개 경로의 경로계수는 유의

수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모형의 경로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Ⅳ-12> 참조). 

가설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2-1 경력개발지원 → 혁신적 업무행동 .197 .162*주1) .095 2.069

2-2 경력개발지원 → 자기주도성 .573 .699*** .068 8.486

2-3 경력개발지원 → 다중몰입 .258 .250* .130 1.986

2-4 자기주도성 → 다중몰입 .889 .706*** .131 6.762

2-5 자기주도성 → 혁신적 업무행동 .744 .504*** .194 3.829

2-6 다중몰입 → 혁신적 업무행동 .288 .245* .145 1.981

주1) *p<.05, **p<.01, ***p<.001

주) 지표변인은 통계적 검증 불가 

<표 Ⅳ-12> 가설적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적합도 지수 해석

적합

지수

IFI(Incremental Fit Index) ≥ .90 .958 적합

TLI(Tucker & Lewis Index) ≥ .90 .937 적합

CFI(Comparative Fit Index) ≥ .90 .957 적합

간명

적합

지수

PRATIO(Parsimony Ratio) ≥ .50 .682 적합

PNFI(Parsimony NFI) ≥ .50 .637 적합

PCFI(Parsimony CFI) ≥ .50 .653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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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의 영향관계

본 연구의 잠재변인으로 설정한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및 다중몰입의 영향관계를 기반으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면 다음과 같다.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162로써,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

출되었다(p=.039).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식

한 경력개발지원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1을 채택하였다. 즉,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

무 근로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699로써,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

었다(p=.001).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식한 경

력개발지원이 자기주도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

고, 가설 2-2를 채택하였다. 즉,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식한 경

력개발지원은 자기주도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2-1.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은 자기주

도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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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다중몰입 간의 표

준화 경로계수는 .250으로써,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

다(p=.047).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식한 경력

개발지원이 자기주도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3를 채택하였다. 즉,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식한 경력

개발지원은 다중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식한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 간의 표준

화 경로계수는 .706으로써,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

다(p=.001).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식한 자기

주도성이 다중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

각하고, 가설 2-4를 채택하였다. 즉,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

주도성은 다중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식한 자기주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

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504로써,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

연구가설 2-3.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은 다중몰

입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4.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다중몰입

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5.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혁신적 업

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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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p=.001).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식한 

자기주도성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귀

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2-5를 채택하였다. 즉,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

로자의 자기주도성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식한 다중몰입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45로써,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

다(p=.048).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식한 다중

몰입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

을 기각하고, 가설 2-6을 채택하였다. 즉,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다중몰입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의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가설적 구조모형의 매개변인인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효과분

해를 실시하였으며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

다. 단,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측정모형에 두 개 이상의 매개변수가 있을 경우 각

각의 매개변수에 의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Cohen과 Cohen(1983)의 연구에 따르면,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

에 이르는 전체 매개효과를 검증한 비표준화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가정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 역시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유의한 경우 해당 경로 상의 간접효과를 

연구가설 2-6.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다중몰입은 혁신적 업무

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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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한 가설 역시 p<.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추정한다(<표 Ⅳ

-13>, <표 Ⅳ-14> 참조). 

가설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부트스트랩

추정p값

3-1 경력개발지원→자기주도성→다중몰입 .509 .493
** .002

3-2 경력개발지원→자기주도성→혁신적 업무행동 .426 .352
* .05

3-3 경력개발지원→다중몰입→혁신적 업무행동 .074 .061
* .05

3-4 경력개발지원→자기주도성→다중몰입→혁신적 업무행동 .147 .122
* .05

경력개발지원→혁신적 업무행동 .647 .535
** .004

주: *p<.05, **p<.01

<표 Ⅳ-13>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1)

가설 구분 경로유형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3-1

독립 → 매개 경력개발지원 → 자기주도성 .699
***

매개 → 종속 자기주도성 → 다중몰입 .706
***

독립 → 종속 경력개발지원 → 다중몰입 .250
*

.493
**

.743
**

3-2

독립 → 매개 경력개발지원 → 자기주도성 .699
***

매개 → 종속 자기주도성 → 혁신적 업무행동 .504
***

독립 → 종속 경력개발지원 → 혁신적 업무행동 .162
*

.352
*

3-3

독립 → 매개 경력개발지원 → 다중몰입 .250
*

매개 → 종속 다중몰입 → 혁신적 업무행동 .245
*

독립 → 종속 경력개발지원 → 혁신적 업무행동 .162
*

.061
*

3-4

독립 → 매개1 경력개발지원 → 자기주도성 .699
***

매개1 → 매개2 자기주도성 → 다중몰입 .706
***

매개2 → 종속 다중몰입 → 혁신적 업무행동 .245
*

독립 → 종속 경력개발지원 → 혁신적 업무행동 .162
*

.122
*

경력개발지원 → 혁신적 업무행동 .162
*

.535
**

.697
**

주: *p<.05, **p<.01, ***p<.01

<표 Ⅳ-14>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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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및 혁신적 업무행

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의 매개효과를 기반으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면 다음과 같다.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다중몰입 간의 관

계에서 자기주도성이 갖는 매개효과는 표준화계수를 기준으로 .493으로써,  p<.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p=.002). 이러한 측면에서 대

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이 경력개발지원과 다중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3-1을 채택하였다. 즉,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경력개발지원과 다중몰입 간

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이 갖는 매개효과는 표준화계수를 기준으로 .352로써,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p=.05).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이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3-2를 채택하

였다. 즉,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경력개발지원과 혁

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

연구가설 3-1.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경력개발

지원과 다중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3-2.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경력개발

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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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에서 다중몰입이 갖는 매개효과는 표준화계수를 기준으로 .061로써, p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p=.05). 이러한 측면에서 대

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다중몰입이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3-3을 채택하였다. 

즉,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다중몰입은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

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식한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이 갖는 매개효과는 표준화계수를 기준으

로 .122로써,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p=.05). 이러

한 측면에서,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은 경

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이중매개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3-4를 채택하였다. 즉,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

기주도성과 다중몰입은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이중매개

한다.

연구가설 3-3.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다중몰입은 경력개발지

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3-4.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

은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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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습문화의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변인 간의 조절효과, 즉 상호작용 효과와 관련된 가설을 검증

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에서 상호작용항을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Ping

(1996)의 2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상호작용 잠재변

인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절변인이 투입된 측정모형을 측정하였으며, 종

속변인인 혁신적 업무행동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을 평균중심화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절변인은 학습문화로 모두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본 측정모형에서 

도출된 값을 개별 가설분석에 활용하였다.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표 Ⅳ-15> 참조).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오차분산 분산

경력개발지원 .247

성장기회 1.000 .748 .195 -

상사지원 1.080 .782 .182 -

자기주도성 .146

타인과의 학습 1.000 .736 .124 -

학습자동기/자기효능감/자율성 1.129 .832 .083 -

자기조절능력 .290 .159 .473 -

학습열의 .769 .362 .576 -

다중몰입 .214

직무몰입 1.000 .797 .122 -

경력몰입 1.128 .669 .335 -

조직몰입 1.038 .718 .216 -

혁신적 업무행동 .312

아이디어 생성 1.000 .845 .125 -

아이디어 홍보 1.000 .859 .111 -

아이디어 현실화 1.010 .822 .153 -

학습문화 .429

지속적인 학습기회 1.000 .804 .235 -

대화 및 탐구촉진 .770 .724 .231 -

<표 Ⅳ-15> 조절효과 측정모형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오차분산 및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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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력개발지원과 학습문화의 관찰변인을 각각 곱하여 상호작용 지표변인

을 만들었으며, 이에 대한 비표준화 요인분석과 측정오차 및 상호작용 잠재변인

의 분산을 도출하여 조절변인이 포함된 가설모형에서 해당 값을 고정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상호작용 지표변인의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화계수, 오차분

산 및 상호작용 잠재변인의 분산은 다음과 같다(<표 Ⅳ-16> 참조).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오차분산 분산

팀 단위 학습문화화 .973 .786 .252 -

자율적 임파워먼트 1.005 .828 .199 -

지식의 조직적체계화 .916 .769 .249 -

조직과 환경의 연계 1.063 .830 .218 -

전략적 리더십 1.018 .845 .178 -

관찰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오차분산 분산 공분산

경력개발지원
성장기회(x1) 1.000 .729 .207

.234

.730

상사지원(x2) 1.135 .802 .167

학습문화

학습문화1(z1) 1.000 .775 .265

.399

학습문화2(z2) .782 .710 .241

학습문화3(z3) 1.003 .781 .257

학습문화4(z4) 1.044 .829 .244

학습문화5(z5) .956 .774 .198

학습문화6(z6) 1.110 .836 .212

학습문화7(z7) 1.088 .872 .149

추정값 지표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오차분산 분산 공분산

경력개발지원

☓ 학습문화

(XZ)

x1z1 1.000 .663 .706

.555 -

x1z2 .887 .598 .786

x1z3 .964 .655 .685

x1z4 .999 .723 .504

x1z5 .957 .679 .593

x1z6 1.137 .725 .648

x1z7 1.166 .795 .439

x2z1 1.164 .798 .430

x2z2 .983 .658 .703

<표 Ⅳ-16> 상호작용항 지표변인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오차분산, 분산 및 공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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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관찰변인 및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와 오차분산, 분

산을 고정하여 상호작용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추정치 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상

호작용모형과 실증데이터의 합치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형 적합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한 수치를 종합한 결과 절대적합지수 기준으로 설정했

던 GFI는 .930, AGFI는 .894, RMSEA는 .052로 도출되어 적합도 판단기준으

로 설정한 GFI, AGFI ≥ .90, RMSEA ≤ .08의 기준을 AGFI를 제외하고 모

두 충족하였다. 중분적합지수 기준으로 설정했던 NFI는 .935, IFI는 .969, TLI

는 .957, CFI는 .969로 도출되어 적합도 판단기준으로 설정했던 NFI, IFI, TL

I, CFI ≥ .90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마지막으로, 간명적합지수 기준으로 

설정했던 PRATIO는 .732, PNFI는 .684, PCFI는 .709로 도출되어 적합도 판

단기준으로 설정했던 PRATIO, PNFI, PCFI ≥ .50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AGFI의 경우 기준치로 설정한 수

치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모형은 상호작용항이 다수 포함

되었으며,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며, AG

FI 이외에 적합도 지표가 기준으로 설정한 적합지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기 때문에 해당모형을 토대로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표 Ⅳ-17> 참조).

관찰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오차분산 분산 공분산

x2z3 1.076 .738 .536

x2z4 1.194 .806 .426

x2z5 1.140 .791 .433

x2z6 1.282 .889 .242

x2z7 1.393 .898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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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적합도 지수 해석

절대

적합

지수

GFI(Goodness of Fit Index) ≥ .90 .930 적합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90 .894 부적합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8 .052 적합

중분

적합

지수

NFI(Normed Fit Index) ≥ .90 .935 적합

IFI(Incremental Fit Index) ≥ .90 .969 적합

TLI(Tucker & Lewis Index) ≥ .90 .957 적합

CFI(Comparative Fit Index) ≥ .90 .969 적합

간명

적합

지수

PRATIO(Parsimony Ratio) ≥ .50 .732 적합

PNFI(Parsimony NFI) ≥ .50 .684 적합

PCFI(Parsimony CFI) ≥ .50 .709 적합

<표 Ⅳ-17> 측정모형의 적합도

조절변인이 포함된 측정모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

행동 및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의 관계에서 학습문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였으며, 해당 모형에서 독립변인, 조절변인 및 상호작용항의 영향관계에 대한 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18> 참조).

가설 경로유형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4-1

경력개발지원 → 혁신적 업무행동 .066 .053 .136 .485

학습문화 → 혁신적 업무행동 .137 .148
* .067 2.048

경력개발지원×학습문화 → 혁신적 업무행동 .060 .118
* .027 2.224

4-2

경력개발지원 → 자기주도성 .634 .772
*** .094 6.769

학습문화 → 자기주도성 -.017 -.027 .061 -.275

경력개발지원×학습문화 → 자기주도성 .065 .194
*** .018 3.611

주: *p<.05, **p<.01, ***p<.001

<표 Ⅳ-18> 학습문화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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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및 혁신적 업무행

동 간의 관계에서 학습문화의 조절효과를 기반으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면 다

음과 같다.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

서 학습문화가 갖는 조절효과는 표준화계수를 기준으로 .118로써, p<.05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p=.026).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보다 명확

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혁신적 업무행동의 효과가 학습문화에 따라 어떻게 달

라지는지 여부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였다. 추정된 계수값을 바탕으로 조절효과 

공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Ŷ=0.066X+0.137Z+0.060XZ

Ŷ=0.137Z+(0.066+0.060Z)X

조절변인인 학습문화(Z)는 잠재변인이므로, 그래프의 기준이 되는 값은 Z평균

+1표준편차(), Z평균(), Z평균-1표준편차()을 사용하였다(김민지, 20

17; 홍세희, 정송, 2014). 평균중심화된 학습문화의 평균은 0이며, 표준편차는 

측정모형에서 추정된 학습문화의 분산값인 .399를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 ). 이에 세 값은 =.632, =0, =-.632로 도출되었

다. 이 세 값을 추정된 계수값으로 도출한 식에 대입하여 획득한 3개의 단순회귀

선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래프는 [그림 Ⅳ-3]과 같다.

연구가설 4-1.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학습문화는 경력개발지

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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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통해, 경력개발지원(X)이 높을수록 혁신적 업무행동(Y)은 증가하며, 

이 과정에서 학습문화(Z)가 높을수록 경력개발지원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식한 학습문화는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4-1을 채택하였다. 즉, 대기업 영업·마케

팅 직무 근로자가 인식한 학습문화는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

를 조절한다.

[그림 Ⅳ-3]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에서 학습문화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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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의 관계에서 학

습문화가 갖는 조절효과는 표준화계수를 기준으로 .194로써,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p=.001).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자기주도성의 효과가 학습문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였다. 추정된 계수값을 바탕으로 조절효과 공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Ŷ=0.634X-0.017Z+0.065XZ

Ŷ=-0.017Z+(0.634+0.065Z)X

조절변인인 학습문화(Z)는 잠재변인이므로, 그래프의 기준이 되는 값은 Z평균

+1표준편차(), Z평균(), Z평균-1표준편차()을 사용하였다(김민지, 20

17; 홍세희, 정송, 2014). 평균중심화된 학습문화의 평균은 0이며, 표준편차는 

측정모형에서 추정된 학습문화의 분산값인 .399를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 ). 이에 세 값은 =.632, =0, =-.632로 도출되었

다. 이 세 값을 추정된 계수값으로 도출한 식에 대입하여 획득한 3개의 단순회귀

선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래프는 [그림 Ⅳ-4]와 같다.

연구가설 4-2.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학습문화는 경력개발지

원과 자기주도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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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통해, 경력개발지원(X)이 높을수록 자기주도성(Y)은 증가하며, 이 과

정에서 학습문화(Z)가 높을수록 경력개발지원이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가 

인식한 학습문화는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다는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가설 4-2를 채택하였다. 즉,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

가 인식한 학습문화는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의거하여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표 Ⅳ-19>과 같다.

[그림 Ⅳ-4]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 간의 관계에서 학습문화 조절효과

가설 결과

가설 1.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발지원, 자

기주도성, 다중몰입 및 학습문화에 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인

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채택

가설 2.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발지원, 자

<표 Ⅳ-19>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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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결과

기주도성 및 다중몰입은 서로 간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은 혁신적 업무행동

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2.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은 자기주도성에 직

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3.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은 다중몰입에 직접

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4.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다중몰입에 직접적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5.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6.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다중몰입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

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발지원, 자

기주도성 및 다중몰입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은 유의한 매개

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3-1.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경력개발지원과 다

중몰입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 3-2.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경력개발지원과 혁

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 3-3.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다중몰입은 경력개발지원과 혁신

적 업무행동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 3-4.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은 경력개

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 4.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학습문화는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및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1.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학습문화는 경력개발지원과 혁신

적 업무행동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가설 4-2.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학습문화는 경력개발지원과 자기

주도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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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가. 연구 모형 전반 및 적합도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및 다중몰입 간 이론적 연구모형

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대상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가 연구모형에 부합하여 영향

관계를 예측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기

준으로 설정했던 절대적합지수(GFI, AGFI, RMSEA), 증분적합지수(IFI, TLI, 

CFI), 간명적합지수(PRATIO, PNFI, PCFI)모두 설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영향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 모형에서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은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

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조직에서 구성원을 위해 제공하는 경력개발지원이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또한 경력개발지원이 개인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자

기주도성 그리고 조직, 경력, 직무에의 몰입에도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구성원

의 혁신적 업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 내에서 학습문화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Ping의 2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여 기존 변인 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두 개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상호작용모형을 분석하였다. 상호작용모형 역시 

연구모형의 적합도 기준으로 설정했던 지수 중 AGFI를 제외하고는 영향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설정한 구조모형 내에

서 두 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동시에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경력개발지원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경력개발지원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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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었다(β=.161, p<.05). 즉, 조직구성원이 조직에서 제공하는 경력

개발지원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혁신적 업무수행의 정도가 높아지게 된

다. 이는 해외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Amabile 외(2004), Eisenberger 외(198

6)와 국내 외식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김동수(2018),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민병원(2018)등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했던 대다수의 연구에서 도출했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체계적으로 경력개발지원을 받

고 있다고 인지할 경우에 혁신적 업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지원을 분석했던 다수의 연구에서 

하위구인으로 전략적 체계성, 운영적 체계성, 성장기회, 상사의 지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과는 다르게 성장기회와 상사의 지원을 중심으로 경력개발지원을 분석

하였다. 이는 조직구성원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 있어 구성원을 대상으

로 제공하는 경력개발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구성원

이 실제 현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상사의 적극적인지지와 조직 내

에서 구성원이 스스로 경력개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구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의 관계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에 대한 경력개발지원의 효과

를 검증한 결과, 경력개발지원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β=.699, p<.001). 즉, 조직구성원이 조직에서 제공하는 경력개

발지원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주도성의 발현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는 해외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Briscoe와 Hall(2006), Mirvis와 Hall(1994) 

그리고 국내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김진화(2017),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김지석, 오석영(2017)등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의 관계를 분석했던 대다수의 연구에서 도출했던 연구결과와 일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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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체계적으로 경력개발지원을 제공받고 

있다고 인지할 경우에 개인의 자기주도성이 발현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했던 하위구인인 

타인과의 학습, 학습자동기/자기효능감/자율성, 자기조절능력, 학습열의 등은 경

력개발지원의 운영적인 측면보다는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성장을 위해 얼마나 많

은 기회를 제공하느냐, 조직구성원이 경력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행동을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얼마나 지원하는지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

서 본 연구의 결과가 이를 반영하여 도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성의 하위구인 중 자기조절능력은 자기주도성의 전체신뢰도(.784)대비 

낮은 신뢰도를 보였으며(.536), 표준화 회귀계수에서도(.157)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본 연구에서 유일하게 역문항으

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응답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긍정문항을 선택하여 다소 

측정의 오류가 발생된 것이 본 설문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경력개발지원과 다중몰입의 관계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다중몰입에 대한 경력개발지원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경력개발지원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250, p<.05). 즉, 조직구성원이 조직에서 제공하는 경력개발지

원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다중몰입의 발현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는 

해외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Arnold와 Boshoff(2004), Major, Morganson와 Bo

len(2013) 그리고 국내에서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손규태

와 김진모(2014), 대기업 IT 기업 R&D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했던 서경민(2010)등 경력개발지원과 몰입 혹은 이중몰입의 관계를 분석했던 

대다수의 연구에서 도출했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을 대

상으로 제공하는 경력개발지원은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 및 경력에 몰입하

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며(Chermiss, 1991), 조직구성원의 자아실현

의 매개물이 된다는 점에서 직무몰입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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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Lodahl & Keiner, 1965).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경력개발지원과 단일몰입 혹은 이중몰입을 중심으로 관계를 분석한 것에서 나아

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몰입 중 직무몰입, 경력몰입, 조직몰입을 다중몰입의 하

위구인으로 설정하고 관계를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

에서는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서적 몰입은 기존의 

조직몰입의 하위구인으로 보는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에 비해 조직구성원이 

행하는 가장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몰입의 속성을 보인다(전정호, 2012; 정준재, 

이진구, 2017).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의 자기주도성, 혁신적 업무행동, 다증몰

입 등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반 하여 행동의 변화를 측정하고자했던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마.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의 관계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다중몰입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효과를 검

증한 결과, 자기주도성이 다중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β=.703, p<.001). 즉,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다중몰입의 발현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는 해외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East(1986), De Vos와 

Soens(2008) 그리고 Eagan, Yang과 Barlett(2004)과 국내에서 중앙부처 공

무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신영숙(2010), 국내 외식기업 근로자를 대상

을 연구를 진행했던 이광옥(2014), 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유효강(2018)등 자기주도성과 몰입 혹은 이중몰입의 관계를 분석했던 대다수의 

연구에서 도출했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업무를 수행

하고자 하는 구성원일수록 직무에 몰입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직무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더불어, 자기주도적으로 경력을 관리하는 행동은 본

인의 경력설정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며, 조직에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에 대한 몰입이 형성되게 된다. 더불어 몰입이라

는 개념 자체가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애착, 동일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본

인이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자기주도성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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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결합해 본다면 개인이 직무, 경력, 조직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행동은 직무, 경력, 조직에 대한 동일시 및 애착감을 갖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몰입으

로 이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자기주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효

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주도성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β=.508, p<.001). 즉, 조직구성원이 자기주도성을 높게 느낄수

록 혁신적 업무행동의 발현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는 해외에서 연구를 진행

했던 Amabile 외(1996), Guglielmino와 Guglielmino(2008), 그리고 국내 호

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이형룡과 황서현(2015), 외식업계 종사

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고승식과 서남숙(2018), 공기업 근로자를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진윤희와 김성종(2015)등 자기주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

의 관계를 분석했던 대다수의 연구에서 도출했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으로부터의 적극적인 변화 및 

혁신적 업무행동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해 

하위구인을 타인과의 학습, 학습자동기/자기효능감/자율성, 자기조절능력, 학습열

의로 설정하였는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순히 자기 자신의 자기주도성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자기주도성도 측정하고 있다. 혁신

적 업무행동 역시 하위구인으로 설정했던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

어 현실화가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생성, 홍보, 활용한다는 의미를 포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즉, 자기주도성과 혁신적 업무행동 모두 개인 고유의 주도성뿐만 아니라, 타인과

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현되는 적극성을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와 

같은 관계를 도출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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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다중몰입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다중몰입의 효과

를 검증한 결과, 다중몰입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242, p<.05). 즉, 조직구성원이 다중몰입을 높게 느낄수록 혁신

적 업무행동의 발현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는 해외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Ag

arwal 외(2012), Kong, Cheung과 Zhang(2010), Van de Ven(1986), 그리

고 국내에서 항공사 승무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하동현(2017), 유통업

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정광영과 김홍유(2017),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김대욱과 이희재(2016)등 다중몰입과 몰입 혹은 이

중몰입의 관계를 분석했던 대다수의 연구에서 도출했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다중몰입과 단일몰입 혹은 이중몰입을 중심

으로 관계를 분석한 것에서 나아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몰입 중 직무몰입, 경력

몰입, 조직몰입을 다중몰입의 하위구인으로 설정하고 관계를 분석했다는 측면에

서 의의가 있다. 조직구성원이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에 몰입할 경우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보다 혁신적으로 수행

하게 된다. 더불어, 경력몰입의 경우 개인의 동기부여 및 행동변화에 영향을 끼

치는 주요 변인이라는 점에서 경력몰입을 한 조직구성원은 본인의 경력향상을 

위해 좀 더 혁신적 업무행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조직몰입이 높은 구성원일

수록 조직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조직 내에서의 혁

신적 업무수행 수준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즉, 혁신적 업무행동은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 경력몰입, 조직몰입 등 개별 몰입으로 인해 혁신적 업무행동이 발현되

기도 하지만, 세 가지의 몰입이 결합해서 혁신적 업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은 단일 몰입 요인에 의해 발현

되는 것 보다 여러 몰입이 결합하여 서로 다른 비중으로 영향을 미침에 따라 발

생된 현상이라는 이전의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Blau, 19

88; Cohe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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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경력개발지원과 다중몰입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과 다중몰입 간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주도성이 경력개발지원과 다중몰입

과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493, p<.01). 즉, 조직

에서 제공하는 경력개발지원으로 인해 조직구성원은 자기주도적인 성향을 보이

게 되며, 조직구성원의 다중몰입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

력개발지원과 다중몰입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인과 유사한 변인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유통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권오식(2012)과, 공무원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신영숙(2010), 그리고 중국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했던 왕가(2018)등에서 도출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조직구성원 개개

인이 지니고 있는 몰입이라는 것이 개인이 수행하는 일련의 행동과 의지 사이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O'Reily & Chatman, 1986), 수동적인 성향을 지

닌 사람보다는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 직무, 경력 그리고 

조직에 몰입할 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경력개발지원은 

하위구인으로 설정한 상사의 지원과 성장 기회를 설정하였다. 해당 구인의 경우

에는 기존의 경력개발지원을 측정할 때 활용되었던 전략적 체계성과 운영적 체

계성과는 달리 개인의 주도적인 행위를 측정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력개발지원이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자기주도성

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 경력몰입 및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

출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

계에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주도성이 경력개발지원과 혁

신적 업무행동과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352, p<.

05). 즉, 경력개발지원으로 인해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성이 강화되며 이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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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경력개발지원과 혁신

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와 유사한 연구를 해외에서 진행

하였던 Gomez, Rosen(2001)과 국내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송정수, 양필석(2009)과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최

석봉 외(2013)등에서 도출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경력개발지원과 혁신

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했던 선행연구가 국내·

외에 미비한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력개발지원

제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 스스로가 변화를 주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유

도하는 것이 중요하다(Collins & Porras, 1994).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경력개

발지원은 단순히 지원제도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

성을 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차.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다중몰입의 매개효과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

계에서 다중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다중몰입이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과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061, p<.05).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IT 업계 R&D 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서경민(2010), 국내 IT 서비스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했던 이혜민, 송해덕(2017), 국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이신영(2018), 국내 병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서창적, 이슬기(2015) 그리고 국내 호텔기업 근로자를 대상을 연구를 진행했던 

전현민, 이규태(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매개효과를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 가장 낮은 비표준화추정치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매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도

출된 이유로는 첫 번째로, 다중몰입의 하위구인인 직무몰입, 경력몰입,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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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귀계수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조직몰입(β=.260, p<.05)의 회귀계

수는 직무몰입(β=.830, p<.001)과 경력몰입(β=.715, p<.05)의 회귀계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조직몰입 역시 본 연구에서 유의수준으

로 설정한 p<.05를 충족하였으나, 다른 몰입에 비해 회귀계수가 낮다는 점에서 

다중몰입의 매개효과를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두 번째로, 경력개발지원이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을 증가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였는지 여부이다. Blau(1964)의 사회적 교환이론에 의거하여 조직구

성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기존의 물질적, 재무적 교환관계가 아닌 정

서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경력개발지원의 하위구인인 상사의 지원이나 

성장기회제공이 조직몰입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조

직의 경력개발지원을 통해 본인의 경력 및 역량이 강화된다면 본인의 능력을 인

정해주는 조직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심리로 인해 오히려 조직몰입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의 하위구인 중 정서

적 몰입만을 중심으로 보았으나,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조직몰입 내 하위구인 간

에는 상쇄(trade-off)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도 도출되었다는 점에서(서경민, 20

10), 조직몰입이 다른 몰입과의 연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카.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

의 매개효과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

계에서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주도성과 다중몰

입이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과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β=.122, p<.05). 특히,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 등 총 2개의 변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국

내·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는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경력개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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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수혜적, 복지

적인 관점에서 경력개발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개발지원제도를 통해 

기업과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력개발지원제도는 조직구성원이 현재 수행 중인 직무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며, 조직 내에서의 경력 개발을 지원해야 하며, 조직에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경력개발지원제도를 기업의 전

략에 맞추어 운영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하에 운영하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조직구성원이 경력개발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이 

경력개발을 자유롭게 설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멘토링과 코칭

과 같은 비공식적 채널을 활용하여 조직구성원의 몰입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그들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타.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학습문화의 조절효과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

계에서 학습문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습문화가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과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118, p<.05). 

즉,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의 학습문화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경력개발지

원이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학습문화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나, 본 연구

에서 활용한 변인과 유사한 변인을 활용하여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임한려, 정철영(2016), 기업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정영혜(2013) 그리고 대기업 R&D 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이건창 외(2010)등에서 도출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습문

화는 조직구성원의 개인학습, 팀 학습, 조직학습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조직 전반

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박현주, 김진모, 2018) 조직구성원과 조직의 지속

가능한 혁신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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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개발지원이 조직구성원의 실질적인 혁신적 업무행동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성장기회 제공과 상사의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실제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점에서 개인의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본인이 속한 조직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 내에서 학습문화 구축을 통해 조직구성원들

에게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구성원 간의 대화와 탐구를 촉진하며, 팀 

단위의 조직학습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경력개발지원이 조직구

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파.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의 관계에서 학습문화의 조절효과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 간의 관계에

서 학습문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습문화가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

과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194, p<.001). 즉, 조

직구성원이 조직 내의 학습문화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경력개발지원이 조

직구성원의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

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의 관계에서 학습문

화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인

과 유사한 변인을 활용하여 국외에서 진행된 Hall과 Las Heras(2009), Lips-

Wiersma와 Hall(2007) 그리고, 국내 교육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한 김주엽(2016)의 연구, 국내 증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박용

호, 한억천(2013)등에서 도출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습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활성화된다는 점에서(Pedler, Burgoyne, & Boydel

l, 1981), 조직 내 학습문화의 유지를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성이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경력개발지원이 단순히 경력개발지원에 그

치지 않고 조직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구

성원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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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를 통해, 경력개발지원이 단순히 조직구성원에게 의미 없이 제공되는 

비용의 측면이 아닌 조직구성원의 성장을 통한 조직 전체의 성과를 야기하는 투

자의 관점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 내의 학습문화 구

축을 통해 조직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주도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

써 경력개발지원이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59 -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발지

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및 학습문화의 이론적 연구모형을 검증하고, 경력개발

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및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영향관계와, 경력개발지원

과 혁신적 업무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주도성 및 다중몰입의 매개효과와 

더불어 학습문화의 조절효과를 구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수행 대상 및 모집단은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이다. 하

지만,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정확한 수

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목표모집단을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한 30개의 상호출자제한집단을 포함한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지주회사 및 계열사에서 영업·마케팅 직

무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설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오프라인 설

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유의표집 방식을 활용하여 예비조사

와 본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는 2018년 9월 20일부터 2018년 10

월 5일까지 약 보름간 진행되었으며, 60대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설문

응답자, 영업·마케팅 직무가 아닌 설문응답자 및 불성실 응답자를 제거한 203

명의 응답설문을 활용하였다. 본조사는 예비조사 분석결과 및 예비조사 과정에

서 응답자들이 답변하였던 문항 항목 중 해석에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과, 

어색한 표현을 수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8년 10월 15일부터 2018년 11월 

5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다. 본조사 종료 후 불성실 응답자 및 설정한 집단에 

속하지 않은 응답자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는 20개 그룹 

41개 계열사에서 수집된 총 397부 중 346부이다.

측정도구는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혁신적 업무행동, 학습문화 

및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이때, 각 잠재변인 별 



- 160 -

설문문항 중 본 연구의 대상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장 및 표현은 연구자가 대상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수정

한 측정도구는 HRD 전공 박사 2명, HRD 박사수료 대학원생 2명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더불어, 측정도구가 대상 및 현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집 대상 기업에서 근무 중인 영

업 직무 근로자 2인, 마케팅 직무 근로자 2인에게 안면 타당도를 확보한 후 예

비조사 및 본 조사에 활용하였다. 본 과정을 거쳐 본 조사에 활용된 측정도구의 

문항 수는 변인별로 경력개발지원 9문항, 자기주도성 16문항, 다중몰입 15문항, 

혁신적 업무행동 9문항, 학습문화 21문항 마지막으로 인구통계변인 9문항으로 

총 79문항이었다.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

었으며, 각 측정도구 별 신뢰도는 경력개발지원 .869, 자기주도성 .784, 다중몰

입 .902, 혁신적 업무행동 .905, 학습문화 .949이다.  

자료분석은 SPSS 24.0과 AMOS 20.0을 활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구조방정식 모형적합도 분석, 구조방정식 최대우도법 분

석, 구조방정식 부트스트래핑 분석 방법을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조절효과 분석은 Ping의 2단계 접근법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상호작용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관련하여 이론

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자가 설정한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및 학습문화에 관한 가설적 구

조모형은 실증 데이터를 타당하게 설명하였다. 잠재변인 간 영향관계와 관련해

서는 첫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은 혁신적 업무행

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162, p<.05). 둘째, 대기업 영업·마

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은 자기주도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β=.699, p<.001). 셋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

은 다중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250, p<.05). 넷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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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다중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706, p<.001). 다섯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

도성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504, p<.001). 

여섯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다중몰입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245, p<.05). 잠재변인 간 매개효과와 관련

해서는 첫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경력개발지원과 

다중몰입 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했다(β=.493, p<.01). 둘째, 대

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

동 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했다(β=.352, p<.05). 셋째, 대기업 영

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다중몰입은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

계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했다(β=.061, p<.05). 넷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은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이중매개 하였다(β=.122, p<.05). 잠재변인 간 조

절효과와 관련해서는 첫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학습문화는 경

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했다(β=.118, p<.05). 둘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학습문화는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 간

의 관계를 조절했다(β=.194, p<.001).

2. 결론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가설적 연구모형은 국내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

게 예측하였다. 지금까지 경력개발지원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인적자원관리의 측

면에서 연구가 되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을 기반으로 경

력개발지원을 활용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경력, 직무, 조직몰입, 자기주도성 및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영업·

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도성, 다중몰입이 혁신적 업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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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회와 상호간의 관계형성을 기반으로 한 상사지원으로 구성된 경력개발지원을 

제공할 경우 조직구성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개선한 혁신적 업

무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조직구성원은 조직으로부터 지

원받는다는 인식을 할 경우 기존과는 다른 행동준거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경력

개발지원은 향후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

로 판단된다.

셋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은 자기주도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력개발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태의 경력개발지원을 제공할 경우, 조직

구성원의 자기주도성향이 강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직차원에서 

구성원이 수행하는 활동에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개인의 자기주도성이 발현된다

는 측면에서 경력개발지원은 향후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은 다중몰입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직구성원에게 경력개발지원을 제공함으로

써 구성원 개인의 직무에 몰입하게 되며, 본인의 설정한 경력에 몰입하게 되며, 

본인이 속한 조직에 몰입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에게 미치

는 몰입은 단일 요소가 아닌 여러 개의 몰입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

서 경력개발지원은 향후 조직구성원의 다중몰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

로 판단된다.

다섯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다중몰입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적인 성향을 지닌다면 

구성원이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에 몰입하며, 본인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경력에 

몰입하며, 주도적으로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에 몰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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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몰입이라는 것은 개인과 특정 대상이 정서적

으로 일치된 상황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구성원의 자기주도성은 향후 다중몰입

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자기주도성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직구성원이 자기주도적인 성향을 지

니고 있다면 평소 업무 행동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고안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혁신적 업무행동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

어 고안하여 이를 실제 업무 환경에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조직구성원의 자기주

도성은 향후 혁신적 업무행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다중몰입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직구성원이 본인의 직무에 몰입하거

나, 본인이 설정한 경력에 몰입하거나, 조직에 몰입하게 된다면 혁신적인 업무행

동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몰입을 하게 되면 본

인이 수행하는 업무 상황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개인의 신념이 형성된다

는 점에서 조직구성원의 다중몰입은 향후 혁신적 업무행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덟째, 자기주도성과 다중몰입은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

를 매개한다. 이는, 경력개발지원 자체로도 조직구성원의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및 혁신적 업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서 나아가 경력개발지원이 개인의 

자기주도성 혹은 다중몰입에 영향을 끼쳐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유도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경력개발지원을 제공할 경우, 멘토링, 코칭과 같이 구성원과의 지속적

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활동을 통해 구성원이 담당한 직무와 개인의 경력 그리

고 개인이 속한 조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경력개발수행 및 업

무수행 과정에서 구성원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구성원의 자기주도성이 발현되어 혁신적 업무행동 수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164 -

아홉째, 학습문화는 경력개발지원과 혁신적 업무행동, 경력개발지원과 자기주

도성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 이는 경력개발지원이 혁신적 업무행동과 자기주도

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켜준다는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실제로 

조직 내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경력개발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

것이 실제 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력개발지원 제도를 운

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직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팀 학습 및 조직 학습을 수

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그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경력개발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에서 학습한 내

용을 공유하고 획득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의 변화하는 환경에 조직구성원이 능

동적으로 학습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학습문화의 구축이 동시에 병

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

대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

의 경우에는 국내 대기업의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반영하여 국내 60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의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동일한 대기업 집단이라고 하더

라도 상위권 대기업 집단과 하위권 대기업 집단의 규모 차이는 상당하다는 점에

서 동일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라면 동일한 성향을 보

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더

불어,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비중이 많은 직종은 제조업이며 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영업·마케팅 업무를 수

행하더라도 산업군이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 금융업, 운송업과 같이 비제조업이

거나 업무 수행 시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B2B 영업과 같이 기업을 대상으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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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편적인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특성과는 다소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영업·마케팅 직

무 근로자이면 산업 군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집단으로 보고 연구를 진

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영업·마케팅 직무 응답자의 대다수가 4년제 대학 출신이며, 정기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직원들이었으나, 현장에는 고졸, 전문대 채용으로 단기계약으로 시작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일반 영업사원 채용 전형을 통해 입사한 직원들과 더불어, 

CS(Customer Satisfaction)분야 직원들과 같이 고용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영업·마케팅 직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이들을 일반 대

기업 정규직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와 동일하게 바라보고 연구를 진행할 것

인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하위변인을 반영한 경력개발지원 도구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된 경력개발지원 관련 연구에서는 해외의 

선행연구에서 경력개발지원을 측정한 도구를 번안한 서경민(2010)의 도구를 대

부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 도구의 하위변인인 전략적 체계성, 운영적 체계

성의 질문 항목은 주로 개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다양한 경력개발지원 프로그램

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측

정도구는 결국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문항 측정 결과의 차이

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조사를 했던 회사들의 경력개발지원 현황

의 차이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시사점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이러

한 측면에서 문항에 응답한 대상자마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변인이 반영된 

경력개발지원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풍성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효과적

일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경력개발지원 이외에도 근로자들의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및 혁신적 업

무행동을 발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분석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

다. 지금까지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근로자

의 경제적, 물질적인 유인과 같은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제공하는 지원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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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Blau(1964)의 사회교환이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물질적 교환을 기반으로 조직 구성원을 동기부여 하는 방식은 더 이상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의 연구는 경력개발지원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의 발현을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시스템적인 접근이 아닌 경력개발지원을 상사지원과 성장기회와 같은 정서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 외에도 임파워먼트, 직무자

율성, 조직사회화 등 기존연구에서 많이 검증되지 않은 비물질적 요인을 조직구

성원에게 적용하였을 때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다중몰입을 활용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

해서 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일 몰입이 아닌 여러 종류의 몰입

이 각기 다른 비중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

지도 몰입을 변인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단일 몰입 혹은 이중몰입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중몰입을 활용하여 진행한 연구는 2010년 초반에 

문영주(2010)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최근 3년간 다중몰입을 활용

한 연구는 조민정 외(2017)가 유일하다. 특히,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인

이 수행하는 직무가 체계화되어 있으며, 일정 시기가 지나면 보직순환으로 인해 

다양한 경력을 획득하게 되며, 일상의 대부분을 직장이라는 조직에서 보낸다는 

측면에서 직무몰입, 경력몰입, 조직몰입이 개인의 행동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

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변인을 다중몰입의 하위구인으로 

보고 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에서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

는 연구를 진행한다면 조직구성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시

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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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예비조사 설문조사지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혁신적 업무행동 및 학습문화의 구조적 관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산업인력개발학을 전공하고 

있는 양인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

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석사학위논문 연구로서,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

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혁신적 업무행동 및 학습문화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인식하는 경력개발지

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혁신적 업무행동 및 학습문화의 정도를 본인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기반하여 솔직하게 작성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질문지는 총 7면이며, 응답하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7분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작성자의 

개인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됩

니다. 더불어, 응답자께서 작성하신 설문지 내용 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

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설문지는 분석에 활용될 수 없기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설문이 종료된 후 응답하

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다시 한 번 바

쁘신데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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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양인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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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가 인식하는 ‘경력개발지원’에 관한 설문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다음은 귀하가 인식하는 ‘자기주도성’에 관한 설문입니다. 아래의 항

목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나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현재의 회사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는 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직무와 관련하여 새로 밝혀진 지식 및 
기술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세미나, 학습동아리 등)이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상사는 인사면담 등을 통해 경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상사는 나의 경력목표 달성 여부에 늘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상사는 내가 업무성과 목표를 정하는데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상사는 내 업무성과가 좋은 경우 나의 
공로를 확실히 인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성과에 관해 피드백을 주고 
조언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조직에서 업무수행 시 다른 사람들 참여를 
적극적으로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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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나는 의문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적극적
으로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새로운 과제에 자발적으로 도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독서를 하거나, 연극 또는 영화를 본 후, 다
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한번 업무를 시작하면,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계속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맡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한
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일은 전반적으로 조직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준
비해왔고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리더가 내 성과에 대해 만족하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프레젠테이션, 문서작성 등의 직무에 어려움
을 느끼거나 잘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새로운 리더의 성격이 파악되기 전에 미리 
스스로 판단 내리기를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역사, 전기, 또는 고전과 같은 진지한 문학을 
읽으며 즐거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어릴 적부터 독서를 좋아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전문서적을 정기적으로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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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귀하가 인식하는 ‘다중몰입’에 관한 설문입니다. 아래의 항목

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업무에 강한 애착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앞으로도 현재 업무를 계속해서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업무는 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앞으로도 내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업무 달성을 위해 내 자신을 어느 정도 희생하겠
다.

① ② ③ ④ ⑤

6
비슷한 수준의 보수가 주어지는 다른 직업으로 바
꿀 수 있다면 영업·마케팅직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7 영업·마케팅직에서 경력쌓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돈이 충분히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영업·마케팅 
근로자로서 일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영업·마케팅직에서 일하는 것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영업·마케팅 직무가 나에게는 평생 직업으로 적절
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현재 조직에서 남은 직장생활을 보내는 것이 행복
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조직으로 옮기면 현재 조직처럼 애착을 갖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현재 근무하는 조직에서 ‘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현재 근무하는 조직은 나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
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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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가 인식하는 ‘학습문화‘에 관한 설문입니다. 아래의 항목

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서로 학습하는 것을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학습하도록 시간을 제공한
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학습에 대한 보상을 제공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직원들은 서로 개방적이고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직원들은 의견을 말할 때, 항상 서로의 견해가 어
떠한지 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6 직원들은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해 신뢰를 구축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회사의 각 팀은 필요에 따라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회사의 각 팀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정한
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회사는 각 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의견을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회사는 직원들 각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회사는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을 지원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현재 근무하는 조직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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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가 인식하는 ‘혁신적 업무행동’에 관한 설문입니다. 아래

의 항목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업무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
구, 방법 등을 찾으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와 관련해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우리 회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회사는 업무를 통해 학습된 내용을 모든 직
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회사는 교육훈련에 사용된 시간과 자원에 대
한 결과를 측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회사는 현재와 미래의 학습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글로벌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회사는 공동의 니즈(Needs)를 충족하기 위해 
외부 업체와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회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 전체 차원에
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회사의 리더들은 부하 직원들에게 도움(멘토
링, 코칭)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회사의 리더들은 지속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회사의 리더들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
합되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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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익명으

로 처리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4년제) 

                        ④ 대학원졸  ⑤ 기타(        )

4. 귀하가 소속된 회사의 업종은?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금융·보험업 ④ 유통·운수·숙박·요식업 

 ⑤ 출판·방송통신·IT업 ⑥ 제약업 ⑦ 기타 (         )

- 뒷면에 질문내용이 이어집니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직장의 핵심인물들을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
한 열렬한 후원자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잘 다듬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작업
현장에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실용적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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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의 현재직급은?   

 ① 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  ⑥ 기타 (          )

6. 귀하의 고용계약 형태는? 

 ① 정규직 신규 채용 ② 정규직 경력 채용 

 ③ 계약직(인턴 및 파트타임 포함) 채용 ④ 기타 (          ) 

7. 귀하의 담당 직무는(둘 다 수행하는 경우 주로 수행하는 직무를 표시)?

 영업 직무 예시: 해외영업, 국내영업, 일반영업, 영업관리, 영업지원, 식품영업, 

기술영업, 주택영업, 건축영업, 제약영업, 철강영업 등

 마케팅 직무: ‘마케팅’ 명칭이 붙은 직무

 ① 영업  ② 마케팅  ③ 기타(         )

8. 귀하의 전체 직장 근무 기간은?  ① 0년 ~ 5년 ② 6년 ~ 10년

 ③ 11년 ~ 15년  ④ 16년 ~ 20년 ⑤ 21년 이상

9. 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명칭은(계열사 포함)?  

 (              )

10. 귀하의 휴대폰 전화번호는? 010 -         -     

  (설문조사 후 기프티콘 발송 목적이오니 반드시 기재 부탁드립니다) 

최종 설문을 종료하시기 전에 누락한 설문 항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긴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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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본조사 설문조사지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혁신적 업무행동 및 학습문화의 구조적 관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산업인력개발학을 전공하고 

있는 양인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

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석사학위논문 연구로서, 대기업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의 경력

개발지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혁신적 업무행동 및 학습문화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인식하는 경력개발지

원, 자기주도성, 다중몰입, 혁신적 업무행동 및 학습문화의 정도를 본인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기반하여 솔직하게 작성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질문지는 총 7면, 79문항이며, 응답하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

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작성자의 개인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

만 사용됩니다. 더불어, 응답자께서 작성하신 설문지 내용 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해당 설문지는 분석에 활용될 수 없기

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설문이 종료

된 후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

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양인준 드림

지도교수 정 진 철

[연구자 연락처] 전화: 02-880-4719, C.P: 010-4133-0031

                E-Mail: jaden_injun@snu.ac.kr

mailto:jaden_inju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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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가 인식하는 ‘경력개발지원’에 관한 설문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다음은 귀하가 인식하는 ‘자기주도성’에 관한 설문입니다. 아래의 항

목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나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면 현재의 회사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는 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직무와 관련하여 새로 밝혀진 지식 및 기술
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세미나, 학
습동아리 등)이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상사는 인사면담 등을 통해 경력 계획을 수
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상사는 나의 경력목표 달성 여부에 늘 관심
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상사는 내가 업무성과 목표를 정하는데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상사는 내 업무성과가 좋은 경우 나의 공로
를 확실히 인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성과에 관해 피드백을 주고 
조언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조직에서 업무수행 시 다른 사람들 참여를 
적극적으로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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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나는 의문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적극적
으로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새로운 과제에 자발적으로 도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독서를 하거나, 연극 또는 영화를 본 후, 다
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한번 업무를 시작하면,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계속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맡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한
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일은 전반적으로 조직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준
비해왔고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리더가 내 성과에 대해 만족하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프레젠테이션, 문서작성 등의 직무에 어려움
을 느끼거나 잘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새로운 리더의 성격이 파악되기 전에 미리 
스스로 판단 내리기를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역사, 전기, 또는 고전과 같은 진지한 문학을 
읽으며 즐거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어릴 적부터 독서를 좋아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전문서적을 정기적으로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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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귀하가 인식하는 ‘다중몰입’에 관한 설문입니다. 아래의 항목

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업무에 강한 애착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앞으로도 현재 업무를 계속해서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업무는 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앞으로도 내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업무 달성을 위해 내 자신을 어느 정도 희생하겠
다.

① ② ③ ④ ⑤

6
비슷한 수준의 보수가 주어지는 다른 직업으로 바
꿀 수 있더라도 영업·마케팅 직무를 선택할 것이
다.

① ② ③ ④ ⑤

7 영업·마케팅 직무에서 경력을 쌓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돈이 충분히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영업·마케팅 
근로자로서 일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영업·마케팅 직무에서 일하는 것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영업·마케팅 직무가 나에게는 평생 직업으로 적절
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현재 조직에서 남은 직장생활을 보내는 것이 행복
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조직으로 옮기면 현재 조직처럼 애착을 갖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현재 근무하는 조직에서 ‘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현재 근무하는 조직은 나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
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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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가 인식하는 ‘학습문화‘에 관한 설문입니다. 아래의 항목

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서로 학습하는 것을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학습하도록 시간을 제공한
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학습에 대한 보상을 제공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직원들은 서로 개방적이고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직원들은 의견을 말할 때, 항상 서로의 견해가 어
떠한지 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6 직원들은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해 신뢰를 구축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회사의 각 팀은 필요에 따라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회사의 각 팀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정한
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회사는 각 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의견을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회사는 직원들 각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회사는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을 지원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현재 근무하는 조직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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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가 인식하는 ‘혁신적 업무행동’에 관한 설문입니다. 아래

의 항목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업무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
구, 방법 등을 찾으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와 관련해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우리 회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회사는 업무를 통해 학습된 내용을 모든 직
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회사는 교육훈련에 사용된 시간과 자원에 대
한 결과를 측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회사는 현재와 미래의 학습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글로벌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회사는 공동의 니즈(Needs)를 충족하기 위해 
외부 업체와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회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 전체 차원에
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회사의 리더들은 부하 직원들에게 도움(멘토
링, 코칭)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회사의 리더들은 지속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회사의 리더들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
합되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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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익명으

로 처리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직장의 핵심인물들을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
한 열렬한 후원자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잘 다듬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작업
현장에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실용적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본다.

① ② ③ ④ 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4년제) 

                        ④ 대학원졸  ⑤ 기타(        )

4. 귀하가 소속된 회사의 업종은?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금융·보험업 ④ 유통·운수·숙박·요식업 

 ⑤ 출판·방송통신·IT업 ⑥ 제약업 ⑦ 기타 (         )

- 뒷면에 질문내용이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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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의 현재직급은?   

 ① 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  ⑥ 기타 (          )

6. 귀하의 고용계약 형태는? 

 ① 정규직 신규 채용 ② 정규직 경력 채용 

 ③ 계약직(인턴 및 파트타임 포함) 채용 ④ 기타 (          ) 

7. 귀하의 담당 직무는(둘 다 수행하는 경우 주로 수행하는 직무를 표시)?

 영업 직무 예시: 해외영업, 국내영업, 일반영업, 영업관리, 영업지원, 식품영업, 

기술영업, 주택영업, 건축영업, 제약영업, 철강영업 등

 마케팅 직무: ‘마케팅’ 명칭이 붙은 직무

 ① 영업  ② 마케팅  ③ 기타(         )

8. 귀하의 전체 직장 근무 기간은?  ① 0년 ~ 5년 ② 6년 ~ 10년

 ③ 11년 ~ 15년  ④ 16년 ~ 20년 ⑤ 21년 이상

9. 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명칭은(계열사 포함)?  

 (              )

10. 귀하의 휴대폰 전화번호는? 010 -         -     

  (설문조사 후 기프티콘 발송 목적이오니 반드시 기재 부탁드립니다) 

최종 설문을 종료하시기 전에 누락한 설문 항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긴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229 -

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Innovative Work 

Behavior,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Self-Direction, Multiple Commitment and Learning Culture 

of Sales & Marketing Workers at Large Corporations in 

South Korea

By Injun Yang

Thesis for the Master of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9

Major Advisor: Jin-Chul Jeo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causal relationship among innovative 

work behavior,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self-direction and multiple 

commitment, and to clarify moderating effects of learning culture of sales & 

marketing workers at Large Corporations in South Korea.

Target population of the study was sales & marketing workers of top 60 

corporations in South Korea provided by KCCI(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ampling data was conducted in 41 subsidiary companies out of 20 

company groups, and collected by online and offline survey from October 15 to 

November 5, 2018. Of the total 397 survey responses, 346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Bo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o estimate parameters of proposed research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ootstrapping, and ping(1995)’s approach were used to investigate. In 

this study, SPSS 24.0 and AMOS 20.0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nd alpha 

level of 5% was established prior to determining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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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atistical 

causal model of innovative work behavior,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self-direction and multiple commitment was identified suitable for analyzing the 

collected data. In term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is study revealed that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can be a major factor that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s self-direction, multiple commitment and innovative work behavior.

Second, paths from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to innovative work behavior

(β=.162, p<.05), self-direction(β=.699, p<.001) and multiple commitment(β

=.250, p<.05) were tested to have a statistical significance. Path from 

self-direction to multiple commitment(β=.706, p<.001) and innovative work 

behavior(β=.504, p<.001) were tested to have a statistical significance. Path 

from multiple commitment to innovative work behavior(β=.245, p<.05) was 

tested to have a statistical significance. Aside from conventional career 

development support system, growth opportunities provide workers with the 

opportunity to actively grow within the organization. In addition, based upon 

continuous relationship, a strong support from supervisor has a positive impact on 

self-direction, multiple commitment and innovative work behavior of workers. 

The self-direction orientation not only allows workers to actively engage in 

current job, career, and the organization itself, but to perform the task in a new 

way. It turned out tha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workers is achieved 

through multiple factors, and the emotional bond has a positive impact on inducing 

innovative work from the workers.

Third, Self-direction has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and multiple commitment(β=.493, p<.01) and innovative 

work behavior(β=.352, p<.05), and multiple commitment has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and innovative work 

behavior(β=.061, p<.05). Moreover, self-direction and multiple commitment 

have a doubl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and innovative work behavior(β=.122, p<.05). In order for career 

development support of the organization to stimulate innovative work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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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direction and multiple commitment should be considered as key factors. 

Also, given that self-direction is important for promoting worker’s innovative 

work behavior, and self-direction and multiple commitment mediate innovative 

work behavior, self-direction and multiple commitment of sales & marketing 

workers play a key role in innovative work behavior’s models.

Fourth, learning culture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and innovative work behavior(β=.118, p<.05) 

and between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and self-direction(β=.194, 

p<.001). In order for career development support of the organization to provide 

workers with practical aid and assistance, a learning culture should be established 

in which workers can perform various learning activities within the organization. 

In this respect, to reinforce the influence of career development support of the 

organization on self-direction and innovative work behavior of workers, it is 

crucial to encourage team learning and invest workers with autonomy to design 

instructional contents and implement the actual plan.

Further suggestions based 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llow-up research needs to be carried out in considering diverse characteristics 

of sales & marketing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Second, follow-up research 

needs to be carried out using career development support tools that reflect a 

variety of sub-variables. Third, in addition to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support, Third, follow-up research is needed to analyze various variables that 

could lead to self-direction, multiple commitment and innovative work behavior of 

sales & marketing workers. Fourth, along with single or double commitment, 

follow-up research should take multiple commitment as a main variable and 

derive significant finding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Innovative work behavior,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Self-direction, Multiple commitment, Learning culture

Student Number: 2017-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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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연습생은 나무 아래 힘없이 흔들리는 줄기와 같다(IZ*ONE, 이채연, 2018)’

올해 화제 속에 방영되었던 아이돌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연습생이 인터뷰 중에 

했던 말입니다. 단순히 연습생이 한 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연습생이 눈물을 참으며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학 입학 과정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를 

전장의 병사와 같이 치열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제 모습을 대변해주는 말인 것 같아 

쉽게 지나치지 못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자신에게 냉정함과 혹독함

만을 가르쳤다면 부족하지만 지난 2년간 치열한 고민과 성찰의 과정을 거쳐 학위논문을 

무사히 마친 이 시점에서는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부끄럽지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 학위논문이 지난 2년간 연구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던 흔적임과 동시에 

앞으로의 제 인생에서 이곳에서 지냈던 2년간의 시기의 한 페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혼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십 년 후 우연치 않게 제가 본 논문을 확인했을 때 지금

의 시기를 힘들었던 시간이 아닌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족들에게 제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부모님과 동생에게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남들과 같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기회를 포기

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다시 서게 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을 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묵묵히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던 부모님의 남들과는 다른 교육관이 있었기에 꿈

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모님과 동생의 기대에 어

긋나지 않도록 매사에 감사하며, 저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임하여 하루빨리 당신에

게 자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오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동안 부족한 저를 키워주신 지도교수님이신 정진철 교수님께 진

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교수님을 통해 연구자란 무엇인지, 연구는 어떻

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었으며, 먼저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항상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교수님의 모습을 보며 향후 제가 다른 사람들과 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에서의 가르침도 배울 수 있었습

니다. 앞으로는 교수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

에 정진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33 -

더불어, 부족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서울대

학교 농산업교육과 교수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핵심을 파고드는 냉철한 조

언을 주셨던 정철영 교수님, 연구자로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주신 나승일 교수님, 석사학위논문 계획서부터 종심에 이르기까지 제가 작성한 논문의 

부족한 면을 꼼꼼하게 챙겨주셨던 김진모 교수님, 지난 2년간 있었던 수업과 연구 활동 

중에 제가 목표로 했었던 경영학과 교육학을 결합한 연구주제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

공해 주셨던 이찬 교수님, 제가 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공부하는 것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최수정 교수님, 교수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으셨다면 지

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석사학위 작성을 통해 획득한 경

험을 기반으로 박사과정에서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성찰하고 탐구하는 연구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입학하여 연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며, 지금까

지도 저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는 저에게는 친정과도 같은 학부의 전정호 교수님께

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날을 그려봅니다. 더불어, 학부시절에는 지속적으로 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를 주셨고, 대학원생이 되었을 때는 연구자는 항상 주류의 관점이 아닌 비주류의 관점에

서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자세를 가져야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신 이기광 교수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교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 더 정진하는 연구자

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시절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저에게 

바쁘신 시간을 쪼개어 자기소개서도 첨삭해 주시고, 추천서도 써 주시고, 인턴기간 동안

에 발생했던 여러 행정 문제를 처리해주시는 등, 제가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도록 배경

을 만들어 주셨으며, 이로 인해 현업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세를 지닐 수 있도

록 만들어주신 천성용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대학원 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서울대학교 산업조직개발연구실 선

후배님들과 제 동기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들과 함께했기에 대학원 생활이 

고달프지 않고 행복했었다는 점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제 석사학위논문 계획

서를 검토해주셨던 규태형과 지은선배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제가 대

학원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마다 본인의 힘든 업무를 마다하고 저의 이야기

를 들어주시고, 항상 따뜻한 조언을 아낌없이 주셨던 성표형과, 제가 학위논문을 작성하

는 과정에서 통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늦은 시간동안 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

셨으며, 향후 연구자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까지 많은 조언을 주시는 유우누나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의 말씀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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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의지했던, 지금은 본

인의 꿈을 찾아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홍용이에게 그대가 있었기에 앞만 보며 

살던 제가 뒤를 돌아볼 수 있었으며, 인생을 여유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고, 항상 어둡기만 했었던 제 인생에서 소소한 행복을 통해서도 밝음을 찾

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외에도 저에게 항상 큰 활력이 되어 주는 MINI 123 친구들, 일본에서 열심히 일하

고 있는 준성이, 롯데 공채 동기들과 선배님들, TIME연구회 회장단들, 캄보디아 해외봉

사 팀장들, ROKAF 19비 선후임들, KOICA-연세대학교 방글라데시 프로젝트 팀원들, 

KOICA 역량개발사업팀 선배님들, UNGC 친구들, APPA 지예 및 제자들을 포함하여 

저를 위해 항상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대들이 있었기

에 나의 대학원 생활에서 쉼표가 있었다는 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 학위논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주셨으며, 현업에서 지

금도 근무하고 계신 영업·마케팅 직무 근로자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

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더 좋은 연구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지난 2년보다 더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과오를 생각하며, 제가 이곳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품었던 마음가짐을 토대로 변치 않고 천천히, 묵묵히 한 발자국 씩 걸어 나

가 몇 년 후 다시 감사의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는 제가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었다는 내용의 감사의 글을 쓸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연구에 

정진하는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私の人生でこの2年間の大学院での経験は研究者として成長しようとする私の目標

を再確認させるきっかけになりました。これからもこの前の切実さを忘れずに私

の最終目標を達成するその日まですべてのことに慎重に臨みます。

감사합니다. 

2019.01.

서울대학교 산업조직개발연구실에서

양 인 준 不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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