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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과 성장욕구, 무형식학습,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

인 연구 목표는 3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가 

조직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구명, 둘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

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구명, 셋째, 중소기업 초기경력

자의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에 의해서 조

절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구명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표 모집단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우수중소기업의 

초기경력자이다. 초기경력자의 경우 이직횟수와 상관없이 전체 재직기간 3년 이

하로 정의하였다. 자료 수집은 10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주간 KSDC의 

온라인 설문시스템과 우편조사 및 대면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91개 중소기업, 

총 368명으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345부의 자

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질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직무만족(18문항), 조직

몰입(10문항), 성장욕구(6문항), 무형식학습(12문항), 상사-부하 교환관계

(LMX)(7문항), 일반적 특성(9문항)으로, 총 6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도구

의 타당성을 검증을 위하여 내용타당도(전문가 5인), 안면타당도(중소기업 초기

경력자 3인)를 확인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상관분석, 차이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으며, 각 변인



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활용하였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직접적 영향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종속변인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통제하였다. 이어서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4

와 model 8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미성은 사회

과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05수준에서 판단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무형식

학습이 조직적응의 측정변인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는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을 통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초기

경력자의 성장욕구는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을 통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상사-부하 교환관계(LMX)는 중소기업 초기경

력자의 성장욕구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는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

욕구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

욕구와 무형식학습이 조직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

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동시에, 성장욕구와 무형식학습이 중소기업 초기경력

자의 조직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성장욕

구는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에 직접효과 및 무형식학습을 통한 간접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초기경력자가 조직 내에서 

성장 및 발전하려고 할수록, 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 등의 활동에 참

여하고, 이런 무형식학습의 결과 조직적응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상사-부하 교환관계(LMX)는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 대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와 상사

가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를 도울수록 성장욕구를 지닌 개인이 무형식

학습 활동에 참여하여 조직적응을 달성하는 경향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경력자는 조직적응을 위해 직속상사와의 관계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하고, 조직은 직속상사와 초기경력자가 호혜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리더십교육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멘토링 등과 같은 초기경력자-



직속상사 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2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대기업 초기경력자는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와 조직적응에 있어서 다른 맥락에 놓

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대기업 초기경력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응과 성장욕구, 무

형식학습,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조직적응을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같은 측정변

인을 통해 측정하였으나 조직적응 자체를 하나의 변인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

가 필요하다. 또한 결론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언 2가지를 도

출하였다. 첫째, 무형식학습은 다양한 개입(intervention)에 의해 증가할 수 있

으므로, 무형식학습을 통해 조직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입에 대해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는 조직적응이라는 공통적인 이슈를 

갖고 있을 수 있으나 업종, 업무,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개별 기업에 이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는 경우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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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초기경력자가 조직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신의 직무에 몰입함으로써 지속

적으로 자신의 경력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은 개인, 조직,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으

로 기여한다(Greenhaus, Callanan, & Godshalk, 2000). 초기경력자는 조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적합한 직무를 찾아 나서며, 안정적으로 조직에 정착한 뒤

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즉 초기경력자는 조직에 적응함

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조직의 경우, 초기경력자를 

성공적으로 조직에 적응시킴으로써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

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추가적인 선발 및 교육훈련 비용 등 초기경력자가 

부적응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 조직적응

은 자발적 이직을 예방하여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생산성

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현대에 들어 취업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경력이동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조직적

응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평생직장 개념이 일반화되었던 시기에 일회성으로 

끝나던 조직적응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경력이동이 잦아지면서 더욱 자주 

필요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응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됨에 따

라 초기경력자가 조직적응을 해나가며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초기경력

자는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직무에 필요한 요령이나 비공식적인 요

소들을 인지하기 어려운 데 반해, 조직은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초기경

력자의 조직적응에 투자하는 데 더욱 소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이다(장원섭, 김소

영, 김민영, 김근호, 2007).

특히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과 관련된 어려움은 조직적응의 특징과 

맞물려있다. 먼저 조직적응은 조직사회화 결과 발생하는데, 중소기업은 조직 내

에서 조직사회화를 촉진하기 어렵다. 조직사회화는 개인의 성격, 가치, 목표, 태

도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문화, 가치, 목표, 규범, 요구되는 행위 등을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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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고 조직에 맞게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박경규, 윤종록, 임효창, 199

9; Kristof, 1996). 조직은 조직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직사회화 전략을 활

용하고, 인적자원개발에 자원을 투자해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을 돕는다. 조직은 

다양한 인터벤션을 통해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시키고자 

하는데, 오리엔테이션, 직무교육, S-OJT 등 공식적이고 집단적인 방법뿐만 아

니라 상사의 피드백, 월례회의, 무형식학습 등과 같은 비공식적이고 개별적인 사

회화제도를 통해 초기경력자의 사회화를 유도한다(박지희, 백지연. 2016; 

Ostroff, 1993). 대기업은 충분한 자원을 바탕으로 조직사회화 전략을 효과적으

로 사용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조직사회화와 관련된 인터벤션을 활용하기 어

렵다. 중소기업은 인적자원개발에 투자할 자원에 대한 예산 및 인프라가 부족하

여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에 대해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조윤성, 홍아정, 

2016).

다음으로 조직적응은 조직과 개인 사이에 상호호혜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발

생하는데(Kristof, 1996), 초기경력자와 중소기엄은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

하기 어렵다. 개인은 조직이 요구하는 능력을 충족할 때 조직적응이 발생하며, 

조직은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때 성공적인 조직적응이 가능하다(Wanous, 

1980). 이때 조직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지식, 기술이나 조직의 목표를 내면화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태도 등이다. 즉, 

개인이 조직의 인적자원으로서,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때 조직적응이 발생

한다. 반대로 개인이 조직에게 원하는 것은 급여, 승진기회, 근로환경뿐만 아니

라 개인이 경력을 지속적으로 쌓아나갈 수 있는 경력개발 기회를 포함한다. 즉 

개인은 현재의 만족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경력을 위해 조직 내

에서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조직적응이 발생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조

직의 요구를 충족시킬 인재를 찾기 어렵고, 개인의 만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보상이 제한적이다. 심지어 중소기업은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 및 인프라가 부

족하고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조윤성, 홍아정, 2016), 중

소기업 초기경력자가 조직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개인의 경력개발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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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소기업은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에 관심을 보이고 만족시킴으로써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을 달성할 수 있다. 조직구성원의 성장욕구는 조직에서 

성장, 발전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도전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도전적인 다양한 일을 선호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태도이다(박

내회, 2002). 즉 성장욕구가 높은 개인은 조직 내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

하고자 하고, 조직이 제공하는 다양한 인터벤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습한 

내용을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데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성장욕구가 높

은 개인은 조직 내에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

며, 이 과정에서 환경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면, 조직 내 자신의 역할에 더욱 몰

입할 수 있을 것이다(이규만, 1999). 덧붙여 성장욕구가 높으면 직무를 함께 수

행하는 다른 구성원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보를 공

유하여 사회화(socialization)에도 도움을 제공한다(Lassk, Marshall, Cravens, 

& Moncrief, 2001).

또한 성장욕구가 높은 경우 개인은 주도성이 강조되는 무형식학습에 활발하게 

참여할 것이며, 무형식학습을 통해 성장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조직적응을 보다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형식학습은 인적자원개발에 투자하기 어

려운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Rowden, 2002), 인적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문세연, 2010). 무형식학습은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에 

대한 학습을 이끌어 조직적응을 발생시킬 수 있다(Marsick, 1987). 또한 합법

적 주변참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무형식학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있는

데, 무형식학습을 통해 초기경력자는 조직에서 보다 핵심적인 위치로 이동하게 

되며, 이를 조직적응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성장욕구가 높은 초기경력자가 주도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

고, 조직의 인터벤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맥락적 요인 중 하나가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이다. 상사-부하 교환관계(LMX)는 호혜적인 규범이 

내재된 사회적 교환관계로, 상사와 부하의 정서적 관계에 기반한 리더십을 의미

한다(Graen & Uhl-Bien, 1995). 직속상사는 구성원에게 지원, 인정, 자원을 



- 4 -

제공하며, 구성원은 성과로 보답하는 과정 속에서 신뢰가 형성된다(배범수, 이지

영, 임원섭, 2016).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질이 높은 경우 적극적인 의

사소통을 통해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요구에 대해 전달할 수 있으며, 직무 

수행과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김승곤, 전정호, 설현도, 

2017). 성장욕구가 높은 개인은 직무를 통해 자신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여 내재

적인 동기와 적극적인 행동이 증가하고 어려움을 보다 쉽게 극복하는데(관예주, 

여경환, 2017; 박내회, 2002; 함상우, 2014; Hellreigel & Slocum, 2011), 상

사-부하 교환관계(LMX)가 높은 경우 적합한 직무 수행기회를 갖게 되거나 직

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아 성장욕구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

다. 즉, 성장욕구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데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중요

한 맥락적 요소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상 정리하자면, 중소기업의 초기경력자는 조직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

으나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조직적응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초기경력자는 성장욕구를 가지고 있어 조직 내에서 발전하

고자 하며, 직업을 통해 자신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무형식학습은 성

장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조직적응이 발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성장욕구가 높은 개인은 무형식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조직

이 요구하는 능력을 획득하여 조직적응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사-부

하 교환관계(LMX)는 성장욕구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맥락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장욕구가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조직

적응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에 대해 구명하고, 이에 대

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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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과 성장욕구, 무형식학습,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

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무형식학습이 조직적응(직무만족, 조

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다.

둘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직무만족, 조직몰입)의 관

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셋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직무만족, 조직몰입)의 관계에

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에 의해서 조절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 가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무형식학습이 조직적응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무형식학습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무형식학습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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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무형식학

습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1.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무형

식학습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2.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무형

식학습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3.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무형식학

습의 매개효과를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조절할 것이다.

가설 3-1.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무형

식학습의 매개효과를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조절할 것

이다.

가설 3-2.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무형

식학습의 매개효과를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조절할 것

이다.

4. 용어 정의

가. 중소기업 초기경력자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총자산, 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의미한다. 초기경력자는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여 갖게 되는 경력단

계에 해당하는 사람이다(장서영, 장원섭, 2008; Feldman, 1988). 이 연구에서

는 중소기업 초기경력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속연수 만 3년 이하의 근로자로 정의한다.



- 7 -

나. 조직적응

조직적응은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그 조직에 쉽게 융화되어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명옥, 2014; 박경환, 2009). 

이 연구에서는 조직적응을 개인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사회화된 결과로 보고(주

홍석, 2014; Ashforth & Saks, 1996; Bauer, Bodher, Erodogan, Truxillo, 

& Tucker, 2007),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직무만족은 직무나 직무 경험으로 인해 생기는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이 연구에서는 Brayfield와 Rothe(1951)이 개발하고 이영면(2011)이 번안한 

직무만족지표(Job Satisfaction Index: JSI)에 중소기업 초기경력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동일시 

및 감정의 상대적 정도로, 조직에 대한 개인의 애착과 심리적 유대감 또는 조직

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동일시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Allen과 

Meyer(1990)의 도구와 Jaros(2007)의 도구를 활용하여 안정원(2016)이 한

국 직장인에게 적합하게 개발한 도구에 중소기업 초기경력자가 응답한 값을 의

미한다.

다. 성장욕구

성장욕구는 한 개인이 조직에서 성장,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로, 자아실현을 향

한 열망이자, 도전적이고 가치있는 직무를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고자 하는 개인

적인 특성이다(박내회, 2002; 정순여, 장은주, 이승환, 2005). 이 연구에서는 

Hackman과 Oldham(1980)이 개발하고 이규만(1999)이 번안하였으며 박슬기

(2008)가 수정한 도구에 중소기업 초기경력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무형식학습

무형식학습은 조직구성원이 일터에서의 자기주도적인 실천 및 성찰을 통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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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동료와 관계를 형성하며 조직에 대해 알아가는, 

덜 구조화되고 덜 계획적인 학습으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Choi(2009)의 

도구를 수정한 조현정(2015)의 도구에 중소기업 초기경력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상사-부하 교환관계(LMX)는 호혜적인 규범이 내재된 사회적 교환관계로, 리

더와 구성원의 정서적 관계에 기반한 리더십을 의미한다(Graen & Uhl-Bien, 

1995). 이 연구에서는 고혜원(2014)이 번안한 Graen과 Uhl-Bien(1995)의 

도구에 중소기업 초기경력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중소기업은 분포의 편차가 산업별, 지역별로 심해 기존의 통계 자료를 통해 

정확한 모집단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목표 모집단을 중소기업현황정보시

스템에 등록된 우수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목표 모

집단 외의 초기경력자에게 적용할 경우, 주의하여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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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

가. 초기경력자의 개념

초기경력은 경력의 발달과정 가운데 특히 학교를 마치고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여 갖게 되는 경력단계를 의미한다(장서영, 장원섭, 2008; Feldman, 

1988). 초기경력자는 이러한 경력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Feldman(1988)

은 초기경력자들이 생존 가능한 첫 번째 직업을 가지고 일상 업무 및 관리자에 

적응하며, 조직에 공헌하는 독자적인 업무 수행자가 되기 위해 특정 역량의 영

역을 선택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즉, 초기경력 기간은 개인이 직장에 

취업하여 업무와 직장생활에 적응하는 시기를 거쳐,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경력이 성숙되는 중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초기경력자의 성공적인 과업 이행은 경력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좋은 일

자리의 정착과 경력성공으로 이어진다. 초기경력자의 과업은 크게 입사, 정착과 

성취로 볼 수 있다(Greenhaus et al, 2000). 개인은 능력, 흥미, 가치 등 자신

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환경을 확인하여 적합한 조직 및 직

업을 선택하게 된다. 이후 개인은 새로운 역할에 적합한 내용을 학습하는 사회

화 과정을 통해 직무에 관련된 과제를 배우고, 조직 구성원과 권력구조를 이해

하며,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내재화하는 등 직무에 정착하게 된다(Chao, 

O’Leary-Kelly, Wolf, Klein, & Gardner, 1994). 안정적으로 정착한 개인은 

경력경로를 설정하고 직무만족, 목표달성, 수행증대 등의 성취를 추구하게 된다

(Greenhaus et al, 2000).

여러 선행연구에서 초기경력 기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초기경

력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초기경력자의 전체 경

력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현재 조직에서의 기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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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마다 다르다. 따라서 초기경력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로 한정해야 하는가

에 대한 문제는 최근의 노동시장과 경력 이동 상황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앞으

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장서영, 장원섭, 2008; 주홍석, 2014).

Greenhaus 외(2000)는 초기경력을 25~40세의 성인초기로 보았으며, 

Feldman(1988)은 초기경력자의 경력기간을 전체 경력이 10년 미만이고 현재 

조직에서의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사람으로 보는 등 초기경력을 다소 길게 보

았다. 국내의 여러 선행연구(김소영, 장원섭, 김민영, 2007; 박정현, 류숙진, 

2008; 이영민, 임정연, 2010; 장서영, 장원섭, 2008; 장원섭, 김정환, 2007, 채

창균, 옥준필, 2006)에서는 이론적 근거와 경험적 근거를 통해 초기경력 기간을 

5년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초기경력 5년 이하의 시기는 직장생활에서 학습과 적

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고, 이에 실패할 경우 가장 쉽게 이직이 발

생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임정연, 이영민, 2013; 장서영, 장원섭, 2008). 그러

나 황영훈(2017)은 초기경력자의 이직이 빈번하며, 대다수의 인사담당자가 직

무적응에 필요한 기간을 3년 이하로 보고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초기경력자 

기간을 3년 이하로 보았다. 오히려, 조직적응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조직생활을 

시작한지 2년 이내가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보기도 한다(박지희, 백지연, 2016; 

채창균, 옥준필, 2006).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초기경력 

기간을 해당 조직에서 3년 이하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나.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특징

중소기업은 통상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시설, 자본금, 총자산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의미한

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정의나 범위는 국가마다 그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국

내연구 사이에서도 기준이 다르다. 중소기업 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국내연

구나, 법령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하지 않은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

가 작은 기업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

의 사업장이나 자산총액이 5천억 이하의 기업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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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분류하는 다른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들 수 있다.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

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범위는 기

업이 속하는 산업과 평균매출액(혹은 연간매출액)에 따라 달라지며, 소유와 경

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산업과 평균매출액을 통해 구체적으로 중

소기업의 범위를 살펴보자면(<표 Ⅱ-1> 참조), 첫째,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평균매출액이 1,500억 원 이

하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

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

신장비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운송장비 제

조업(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제외),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은 평균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으

로 볼 수 있다. 셋째,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제품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운수 및 창

고업, 정보통신업 등은 평균매출액이 800억 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

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

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평균매출액이 600억 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평균매출액이 

400억 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상의 분류에 해당하더

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거나, 자산총액

이 5천억 원 이상인 영리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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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 등

1,500억 원 이하

2.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 등

1,000억 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13.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

조업 제외)
C25

17.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

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항공기용 의

자 제조업 제외)
C31

2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표 계속>

<표 Ⅱ-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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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중소기업 초기경력자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초기경력자로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중소기업은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시설, 자본

금, 총자산 등을 비교했을 때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볼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

령을 준용하여 중소기업을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초기경력자는 노동시장에 새롭

게 진입하는 단계로(Feldman, 1988), 연구자마다 기간은 상이하게 보지만 해

당 조직에서 3년 이하로 종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초기

경력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자로, 해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 등

800억 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E

(E36)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등

600억 원 이하

3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

스업(임대업 제외)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 등

400억 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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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조직에서 근속연수가 3년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특성으로는 첫째,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교육훈련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중소기업은 부재와 결핍 상황

이라고 표현할 정도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이 부족하다(Hill, 200

4). 중소기업은 조직구성원이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훈련시설을 설치하고 장비를 구입하기 어려우며, 적절한 훈련위탁기관 

및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교육훈련 예산 및 인프라가 부

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교육훈련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 대비 교육훈련에 대한 이점을 획득

하기 어렵다(조윤성, 홍아정, 2016).

또한 교육훈련 참여에 있어서 업무 공백의 우려가 크다(백평구, 2016). 중소

기업은 적은 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교육훈련 참여로 인한 생산차질이 불

가피하여 대기업에 비해 초기경력자의 교육훈련 참여로 인한 기회비용이 높다

(강순희, 2001). 조직은 초기경력자가 조직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초기경력자를 신속하게 실전에 투입

하여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 초기경력자가 업무 공백을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아울

러 중소기업에서는 교육훈련이 필요없다는 문화 및 인식이 중소기업 내부에 퍼

지면, 중소기업 초기경력자는 더욱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워진다(Lange, 

Ottens, & Taylor, 2000).

둘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는 무형식학습에 의존한다. 초기경력자는 숙련형성

을 통해 숙련 노동자로 거듭나야 하지만,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숙련형성은 선배 또는 동료로부터 배움과 스스로의 

학습 등 일터에서의 무형식학습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형만, 김

철희, 2001). 또한 중소기업에서 무형식학습은 중소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인터

벤션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 및 인프라 등 중소기업 인적자원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기업 특성상 업무 현장

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촉진하기 유리한데, 인원이 적어 리더가 교육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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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원에게 전달하기 쉽고 개인이 수행하는 역할이 많아 다양한 학습이 가능

하다(문세연, 2006; Ackroyd, 1995). 그 밖에도 중소기업 초기경력자는 습득

한 내용을 자신의 직무에 바로 적용하고, 고객에 초점을 맞춰 학습하며, 광범위

한 시도와 오류를 통해 학습하는 등 무형식학습의 특징을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특성에는 조직구성원에 대

한 부족하고 소극적인 투자, 가족적인 분위기와 적은 의사소통 계층,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개별 구성원의 다양한 과업 수행 등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 무형식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문화의 특징은 갑을 관계로 묘사되는 대기업과의 관

계나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이 있다. 이런 중소기업의 무형

식학습 특징 및 환경은 [그림 Ⅱ-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Jeong, McLean, 

& Park, 2018).

출처: Jeong, S., McLean, G. N., & Park, S. (2018). Understanding informal learning in 

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South Korea. Journal of Workplace Learning, 

30(2), 89–107. p.95 재구성

[그림 Ⅱ-1] 한국 중소기업의 무형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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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높은 이직률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2016)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32.5%로, 같은 기간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이 9.4%인데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이런 중소기업 초기경

력자의 이직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는데, 탁진국(2008)은 임금, 

회사에서의 비전, 복리후생, 현실적 직무안내, 직무부합, 역할모호성, 상사불만, 

동료관계, 업무환경 등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이직의도가 증가하게 된다고 설

명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초기경력자는 학력수준, 교육수준 불일치, 정규직 일자

리 여부, 직무만족도, 임금수준 등으로 인해 이직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임정연, 이영민, 2013). 덧붙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 대졸 신입사원

의 퇴사이유를 분석한 결과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

혔으며, 노민선(2014)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이직 사유를 분석한 결과 자기개

발 기회 확대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소기업 초기경력자는 

임금이나 직무환경 등등 근로여건과 더불어, 조직적응 및 경력개발과 같은 경력

과 관련된 요소에 의해 이직하게 된다.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높은 이직률은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특성과도 연

결된다. 중소기업이 인적자원개발에 투자할 유인을 감소시키고, 반대로 중소기업 

초기경력자는 자기개발의 기회를 찾아 인적자원개발이 활발한 곳으로 이직을 선

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인적자원개발은 악순환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크다(노민선, 2014; 백평구, 2016). 그뿐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직무교육, S-OJT 등 조직적응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이 부족하여 조직 및 직무

적응 실패로 인한 이직이 증가하기도 한다.

다. 조직적응

1) 개념

조직적응은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그 조직에 쉽게 융화되어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조직이라는 환경에서 부딪히는 



- 17 -

변화와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김명옥, 

2014; 박경환, 2009). 먼저 개인에게 있어서 조직적응은 조직의 내부인으로서 

조직의 맥락에 맞게 태도가 변화하고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경력자에게 조직적응은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조직적응을 통해 경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후 발달단계로 더욱 쉽게 이동할 수 

있다(박지희, 백지연, 2016; Greenhaus et al, 2000). 다음으로 조직차원에서

의 조직적응은 주변인에 머물고 있는 조직구성원을 조직 내부로 끌어들여 조직

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게 만드는 것이다. 조직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구성원을 조직의 맥락에 빠르게 적응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

해 조직은 조직사회화 전략을 활용한다(박경규 외, 1999). 이렇듯 조직적응은 

개인적 관점, 조직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양쪽 모두를 고려한 통합된 관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권상순, 2007).

초기경력자의 정보탐색과 같은 개인적인 노력과 조직의 조직사회화 전략은 조

직사회화를 촉진하며 조직사회화는 초기경력자의 적응으로 이어진다(Bauer 외, 

2007). 구성원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조직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고, 직업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조직에 필요한 일원이 된다(김효섭, 노명화, 2015). 

Feldman(1976)의 조직사회화 단계 모형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은 조직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진입, 침투, 정착의 세 단계를 거치며 새로운 규칙 및 과업을 학습

하고, 대인관계를 구축하며, 직무를 숙달하며 조직에 적응하게 된다. 그 결과 행

동적, 정서적으로 조직에 적응하게 되는데, 자발적인 혁신과 협력이 발생하고, 

조직에 남으려고 하며, 믿을만한 역할 수행이 발생하고, 내적인 동기부여가 발생

하며, 전반적인 만족도가 증가한다(Feldman, 1981).

나아가 조직적응은 조직사회화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주홍석, 2014; 

Ashforth & Saks, 1996; Bauer et al, 2007).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조직

사회화의 결과는 직접적인 결과물인 근거리 결과와 조직사회화를 통해 최종적으

로 달성하게 되는 원거리 결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으며, 원거리 결과를 조직

적응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주홍석, 2014). 근거리 결과는 구성원이 조직을 접

했을 때 행동하는 방식과 새로운 환경에 맞춰가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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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meyer-Muller & Wenberg, 2003). 따라서 역할에 관련된 변인과 주로 

관련을 맺으며, 역할요구, 역할갈등, 기술습득, 조직의 언어, 역사, 조직의 목표

와 가치, 과업숙달, 등이 여기에 속한다(Ashford & Black, 1996; Chao et al, 

1994; Feldman, 1981; Saks & Ashforth, 1997). 반면 원거리 결과는 중요한 

태도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으로 학습과 구성원으로서의 사회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Kammeyer-Muller & Wanberg, 2003). 원거리 결과의 대표적인 변인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있다(주홍석, 2014).

다음으로 조직적응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발생한 조직구성원의 다양한 인지

적, 행동적, 정서적 상태이므로, 다양한 측정변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정재, 

2006; Ashforth & Saks, 1996; Feldman, 1981). 선행연구에서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업무능력, 직무성과, 조직 정체성, 역할 지향성, 역할 모호

성 등등을 조직적응의 측정 변인으로 보고 있으며, 연구결과 사이에 조직적응의 

측정변인에 대한 일치된 결과는 없다(<표 Ⅱ-2> 참조). Ostroff와 Kozlawski

(1992)는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와 같은 대인적인 측면과 매뉴얼과 같은 비대

인적인 측면을 통한 지식획득을 통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Saks(1995)는 직무만족, 이직의도, 업무능력 등을 통

해 신입사원의 조직적응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Ashforth와 

Saks(1996)는 조직적응을 조직사회화의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직무만족, 조직

몰입, 이직의도로 조직적응을 측정하였다. Bauer와 Green(1998)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조직적응의 결과로 보았다. 국내연구로는 김상표, 김태열(2004), 김

용진(2018), 이동윤(2010), 이윤섭(2008), 장철호, 김진강(2012), 천보영

(2013), 최우성(2012) 등의 연구에서 조직적응의 측정변인으로 직무만족, 조직

몰입, 이직의도를 보았다. 김명옥(2014), 김용수(2006), 백지연, 최윤정(200

7), 이정재(2006) 등은 조직적응의 측정변인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역할모호

성를 제시하였다. 또한 김효섭, 노명화(2015)는 사회화전략이 지식 공유를 매개

로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주홍

석, 정철영(2015)은 조직사회화의 원거리 결과로서 조직적응을 강조하며,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으로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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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조직적응의 측정변인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조직적응을 조

직사회화의 결과로 보고 있으므로(주홍석, 2014; Ashforth & Saks, 1996; 

Bauer, Bodher, Erodogan, Truxillo, & Tucker, 2007), 조직적응의 대표적인 

측정변인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들 수 있다. 

구분
직무
만족

조직
몰입

이직
의도

업무
능력

직무
성과

조직
정체성

조직
소속감

역할
지향성

역할
모호성

역할
명료성

Ostroff &
Kozlawski

(1992)
● ●

Saks
(1995)

● ● ● ●

Ashforth &
Saks

(1996)
● ● ●

Ashforth,
Saks, &

Lee
(1998)

● ● ● ●

Bauer &
Green
(1998)

● ●

Saks,
Uggerslev, &

Fassina
(2007)

● ● ● ● ●

Webster,
Adams, &

Beehr
(2014)

● ●

윤종록
(1998)

● ●

박경규,
윤종록,
임효창
(1999)

● ● ●

<표 계속>

<표 Ⅱ-2> 선행연구에서의 조직적응 측정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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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무
만족

조직
몰입

이직
의도

업무
능력

직무
성과

조직
정체성

조직
소속감

역할
지향성

역할
모호성

역할
명료성

이정재
(2006)

● ● ●

김상표,
김태열
(2004)

● ● ●

김용수
(2006)

● ● ●

백지연,
최윤정
(2007)

● ● ●

장원섭,
김소영,
김민영,
김근호
(2007)

● ● ● ● ●

이윤섭
(2008)

● ● ●

이동윤
(2010)

● ● ●

장철호,
김진강
(2012)

● ● ●

최우성
(2012)

● ● ●

천보영
(2013)

● ● ●

김명옥
(2014)

● ● ●

김효섭,
노명화
(2015)

● ●

주홍석,
정철영
(2015)

● ●

박지희,
백지연
(2016)

● ●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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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은 업무와 관련된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에게 주

어진 직무 및 과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함으로써 본인의 

업무와 조직 내에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조직에서 느

끼는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Ashford & Black, 1996; 주홍석, 2014). 

이런 심리적 안정을 조직적응의 정서적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직무만족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또한 사회화전략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에 대한 이해와 상사나 

동료와의 빈번한 접촉은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형성을 통해 조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한다(Morrison, 1993). 이런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조직적

응의 인지적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조직몰입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통해 조직적응을 확인할 것이다.

2) 관련 이론

개인이 조직에 맞게 태도가 변하고,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조직의 입장에서 개인이 

조직에 적합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조직의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즉, 조직에 대한 개인의 요구와 개인에 대

한 조직의 요구가 조화를 이룰 때, 조직적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Dawis와 Lofquist의 직업적응이론과 Wanous(1980)의 개인과 조직

의 적합모형이 있다. 

Dawis와 Lofquist(1984)는 직업적응이 개인과 환경의 조화에서 발생한다는 

입장에서 직업적응을 만족과 충족을 통해 설명한다. 개인은 끊임없이 직업환경

구분
직무
만족

조직
몰입

이직
의도

업무
능력

직무
성과

조직
정체성

조직
소속감

역할
지향성

역할
모호성

역할
명료성

김용진
(2018)

● ● ●

최유연
(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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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호작용하며, 직업환경에서 자신의 욕구를 달성하기를 원한다. 이런 개인의 

욕구는 직업환경이 강화시켜줄 때 만족이 발생하며, 조화의 내적 지표에 해당한

다(김봉환 외, 2013). 반대로 충족은 조화의 외적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직업환

경은 개인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길 바라며, 성과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인

이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출 때, 충족이 발생한다. 종합하면, 개인

의 욕구와 조직의 요구 사이에 일치가 발생할 때, 그리고 만족과 충족이 모두 

이뤄질 때, 직업적응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적응의 결과는 직무성과에 

대한 보상으로부터 오는 감정인 직무만족과 근속으로 확인할 수 있다(정철영, 

1991).

다음으로 Wanous(1980)는 직업적응이론을 발달시켜 개인과 조직의 적합모

형을 개발하였다([그림 Ⅱ-2] 참조). 개인의 욕구에 대해 조직이 적절한 강화

물을 제시할 수 있으면 개인은 조직에 적응하게 되며,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Wanous는 조직이 제시할 수 있는 강화물을 직무차

원과 직무외적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했는데, 직무차원에서의 개인의 욕구와 조

직의 강화물 사이의 일치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외적 차원에서의 개

인의 욕구와 조직의 강화물 사이의 일치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하였다. 반대로, 개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잠재능력이 조직이 요구하는 

능력이나 잠재능력에 부합한다면, 개인이 조직에 적응하게 되며, 직무성과를 통

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과 조직의 적합모형에 대한 후속연구에 따

르면, 직무성과는 다른 변인에 영향을 많이 받아 개인과 조직의 적합모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권상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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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anous, J. P. (1980). Organizationl Entry: Recruitment, Selection, & Socialization of 

Newcomers. MA: Addison-Wesley. p.11 재구성

[그림 Ⅱ-2] 개인과 조직의 적합모형

조직적응 관련 이론을 종합하면, 개인이 조직에서 제공하는 보상에 만족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능력을 개인이 충족할 때 조직적응이 발생한다. 이를 직무만족, 

조직몰입, 그리고 직무성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성과는 만족이나 충족 

외의 다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초기경력자에게 확인하기에는 

초기경력으로 상정한 기간이 너무 짧다. 따라서 조직적응은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측정변인

이상의 조직적응의 개념과 관련 이론을 정리하면, 조직적응은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회화는 조직적응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회화로 인

한 지식습득의 원거리 결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김효섭, 

노명화, 2015; 주홍석, 2014; Ostroff & Kozlawski, 1992).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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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ous(1980)의 개인과 조직의 적합모형과 그에 관한 후속연구에 따르면, 개

인 요구와 조직 요구의 조화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발생하며, 이를 조직적응

으로 볼 수 있다. 조직적응의 측정변인 각각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인적자원개발이나 산업 및 조직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분

야 중 하나로 직무나 직무 경험으로 인해 생기는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Locke, 1976; Levy, 2010에서 재인용). 직무만족은 조직적응을 나타

내는 지표 중 하나로,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조직이 구성원에게 적절한 일터환

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조직의 효과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무만족은 전반적 직무만족과 단면적 직무만족으로 구분하여 이

해할 수 있는데, 전반적 직무만족은 단일 차원에서 직무만족을 이해하여 주로 

개인이 직무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인지를 나타낸다. 즉, 직무는 개인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직무만족 역시 특정요소 하나씩 개별적으로 나눠서 볼 수 없

으며, 총체적인 관점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단면적 직무만족은 

여러 측면에서 직무만족을 바라보는데, 이런 단면 점수의 합이 전체 직무만족으

로 본다. 단면적 직무만족의 요소는 급여, 승진 기회, 부가급부, 관리감독, 동료, 

직무 조건, 작업의 본질, 의사소통, 안전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직무만족 요소

를 통해 직무만족을 측정한다.

직무만족은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며,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려는 선행

변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다. 보다 자세히 보자면, 직무만족은 환경 변

인, 인적 변인, 개인-직무 적합 등 3가지 선행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Spector, 

2006). 직무만족의 선행 요인으로 환경 변인은 직무 특성, 급여, 공정성, 근무

시간, 근로환경과 같은 변인이 있고, 개인 변인으로 성격, 감정, 정서, 근속연수, 

문화 및 인종 등이 있으며, 환경 변인과 개인 변인의 상호작용 및 조합이 직무

만족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요인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환경 변인 중 직무 특성은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 나오는 요소들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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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를 의미하는 기술 다양성, 직무의 내용이 하나의 완전한 제품이나 서비스

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과업 정체성, 다른 사람에 

대한 내 직무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과업 중요성,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자율성, 그리고 자신의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과업 

피드백 등이 있다, 또한 직무 범위(job Scope)는 복잡성과 도전성을 의미하며, 

넓을수록 직무만족을 하게 되고, 좁으면 권태와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

급여는 직무만족의 가장 대표적인 양적 지표로 개인이 제공한 노동력에 금전

적인 보상을 의미한다. 급여는 자체의 실제 수준보다 공정성, 혹은 형평성이 중

요하다(Williams, McDaniel, & Nguyen, 2006). 즉, 급여가 높다고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급여와 동일한 직종의 타인과 비교하거나 조직의 

자원이 구성원들 사이에 적절하게 분배된다고 느낄 때 직무만족이 높아진다. 이

런 직무만족의 특성은 조직에서 보상의 분배가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정도인 분

배 공정성과 조직에서 보상이 분배되는 과정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정도인 절

차 공정성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직무만족과 관련된 인적 변인을 살펴보면, 성격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직무만족을 일관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Bowling, 

Beehr와 Lepisto(2006)은 직무만족이 예상보다 직무나 조직에 상관없이 일관

적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성격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좋아하는 경향을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쉽게 자신의 직무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직무를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특성에 따라 시

간이 지나거나 직무가 변경되더라도 직무만족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Dormann & Zapf, 2001). 선행연구에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질은 첫째, 성격의 5요인이다. 성격의 5요인은 신경증,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원만성, 성실성 등이 있으며, 신경증은 직무만족과 부적 상관관계이고 

나머지 성격요인들은 직무만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Judge, Heller, & 

Mount, 2002). 둘째, 통제 소제이다. 개인이 특정 사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

는 것을 귀인이라고 하는데, 성격, 태도, 동기 또는 능력과 같은 기질적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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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인하는 경우를 내부귀인이라고 하며, 환경, 운, 타인 또는 과제의 난이도와 같

은 상황요인에 귀인하는 경우를 외부귀인이라고 한다. 대체로 내부귀인을 하는 

경우 직무에 더 만족하며, 개인이 강화에 대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자

신의 직무에 더 만족한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적 변인으로 감정(affect)과 정서(emotion)

가 있다. 감정과 정서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감정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이고, 정서는 감정에 대한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해석을 포함

한다. 긍정적 감정이 높은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민첩하고, 열정적이고, 고무되

어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회

복탄력성이 높다. Brief(1998)의 직무만족 모델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과 급

여, 근무시간, 물리적 작업조건 등 객관적 직무 조건에 기초하여 직무상황에 대

한 평가나 해석이 발생하고, 이는 직무만족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부적 감정이 

높은 사람들은 매사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직무에서도 불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직무만족 자체가 대표적으로 일터현장에서 경험하는 정서

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긍정적, 부정적, 실존적, 불쾌한, 감정이입적 정서에 영향

을 받는다(Muchinsky, 2000).

그 밖에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의 경우, 근속연수와 문화 및 인

종 차이 등등이 있다. 대체로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자신의 직무에 대해 더 만

족하며, 나이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26~31세 사이에 가장 직무만족이 낮고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입사초기에 조직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개인과 

조직 사이의 밀월기간이 지나면서 직무만족이 감소하나, 차차 조직에 적응하면

서 직무만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Spector, 2006). 문화 및 인종의 

경우, 주류에 속하는 경우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개인-직무 적합성을 통해 환경특성과 개인특성이 종합적으로 직

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pector, 2006). 즉, 개인과 직무

가 서로 적절히 맞아 떨어질 때 직무만족이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직무만족을 해

석하는 것으로, 앞서 설명한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이론과 같은 관점

이다(Greguras, & Diefendorff, 2009). 먼저 과업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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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스트레스와 직무부담 등의 직무특성에 대해 개인이 자

신과 적합하다고 느낄 때 직무만족이 증가한다(Hackman, & Oldham, 1976; 

Levy, 2010). 또한 개인이 기대하는 근로시간, 종사상의 지위, 유연한 일정, 역

할변화 등이 조직에서 실제 제공하는 것과 일치할 때 직무만족이 증가한다

(Holtom, Lee, & Tidd, 2002).

나)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동일시 

및 감정의 상대적 정도로, 조직에 대한 개인의 애착과 심리적 유대감 또는 조직

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동일시이다. 조직몰입은 크게 인지적(태도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에서 볼 수 있으나 분리된 개념이라기 보다는 마음상태(Mind-set)

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Meyer & 

Herscovitch, 2001). 조직몰입의 구성은 다음 [그림 Ⅱ-3]과 같다.

출처: Brown, R. B. (1996). Organizational commitment: Clarifying the concept and 

simplifying the existing construct typolog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9(3), 

230–251. p.232 재구성

[그림 Ⅱ-3] 조직몰입의 구성

Meyer와 Allen(1991)에 따르면, 심리적인 상태에 초점을 놓고 봤을 때, 조

직몰입의 하위변인은 크게 정서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 그리고 규범적 몰입으로 

나뉜다([그림 Ⅱ-4] 참조). 첫째, 정서적 몰입은 개인이 대상에 대해 갖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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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정이나 대상과 동일시하는 정서적 애착이다. 조직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 

조직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열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서적 몰입은 개인의 

행동, 보상, 조직의 지원 인식, 긍정적인 감정과 영향을 주고받는데, 조직몰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Mercurio, 2015). 둘째, 지속적 몰입은 

조직과의 관계가 중단되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인지와 관련 있으며, 지

속적 몰입이 높은 구성원은 임금, 복지혜택,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등 조직을 

이탈했을 때 사라지는 직접적·부가적 이익 때문에 조직에 남아 있으려고 한다. 

조직의 가치에 대한 동일시와 관련 없는 비자발적 몰입으로 개인이 조직에서 억

류감을 느끼는 정도로, 고용 기회 등 대인이 부족할 때 증가한다(Meyer & 

Herscovitch, 2001). 셋째, 규범적 몰입으로 조직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조직구

성원의 의무감을 말한다. 조직의 권위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이며, 조직이 추구하

는 목표와 관심, 조직의 규범 등의 외부적 기준을 내사한 결과로 발생한다.

출처: Meyer, J. P., & Herscovitch, L. (2001). Commitment in the workplace: Toward a 

general model.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1(3), 299–326. p.317 재구성

[그림 Ⅱ-4] 조직몰입의 종류

한편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의 단일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서적 몰입이 조직몰입의 핵심이라는 주장을 넘어서(Mercurio, 

2015), Solinger, Olffen와 Roe(2008)는 정서적 몰입만 강하고 신뢰롭고 타당

하게 일반적인 조직몰입을 나타내는 태도적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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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몰입의 경우, 조직몰입을 설명하기에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낮으며(Allen 

& Meyer, 1990; Cohen, 1996; Dunham, Grube, & Castaneda, 1994), 태도

적 측면보다는 표면적인 행동이나 교환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Meyer, 

Becker, & Van Dick, 2006). 또한 규범적 몰입은 정서적 몰입과 높은 상관을 

갖고 있는데, 이는 의무감 역시 애착의 한 형태로 보고, 정서적 몰입이 개인의 

신념과 의무감을 포함한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Jaros, 1997). 특히, 집

단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는 구성원의 몰입이 조직 내에서의 이해타산보다는 

관계에 따라 발생하므로 지속적 몰입의 개념이 성립되기 어려우며, 정서적으로 

조직에 몰입되어 충성심을 느낌으로써 규범적 몰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안

정원, 2016). 즉, 규범적 몰입은 정서적 몰입과 구분되기 어려우며(Ko, Price, 

& Mueller, 1997), 정서적 몰입은 규범적 몰입의 태도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동

시에, 조직몰입을 나타내는 단일변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측정도구

조직적응을 개인의 요구와 조직의 요구의 조화로 본다면, 개인이 얼마나 만족

했고 조직이 얼마나 충족했는지 확인함으로써, 조직적응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

다. 또한 조직적응을 개인이 조직에 적합하게 사회화된 결과로 본다면, 사회화의 

결과 발생한 다양한 변인을 측정함으로써 조직적응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직적응을 측정할 수 있으며, 연구의 목적이나 관점에 따

라 조직적응을 측정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Bauer와 

Green(1998)은 상사와의 관계에서 유발되는 감정적인 측면의 결과로 조직적응

을 측정하였고, Kammeyer-Muller와 Wenberg(2003)는 태도 측면과 행동 측

면으로 나눠서 조직적응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적응을 조직사회화의 

결과로 보는 만큼, 측정변인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나눠서 조직적응을 측

정하고자 한다.



- 30 -

가) 직무만족

먼저 직무만족이 단면적 직무만족과 전반적 직무만족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측정도구 역시 단면적 직무만족과 전반적 직무만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측정도구는 첫째, 직무기술지표(Job Descriptive 

Index: JDI)로 Smith, Kendall, & Hulin(1969)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단면적

으로 직무만족을 측정한다. 업무, 관리감독, 급여, 동료, 승진 기회 등 주로 환경

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직무만족을 측정하며, 총 7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역시 단면적으로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도구로 미네소타 만

족 질문지(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가 있다(Weiss, 

Dawis, Lofquist, & England, 1967). 활동, 독립성, 다양성, 사회성, 관리감독

(인간관계), 관리감독(기술적), 도덕적 가치, 안전, 사회봉사, 권위, 능력 활용, 

회사 정책과 시행, 보상, 승진, 책임, 창의성, 작업 조건, 동료, 인정, 성취 등 20

개의 단면을 측정하는 10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검사도 있다. 셋째, 직무전반척도(Job in General scale: JGI)로 JDI와 

MSQ와 달리 전반적으로 직무만족을 측정한다(Ironson, Smith, Brannick, 

Gibson, & Paul, 1989). JDI를 모태로 18문항으로 만들어졌으며, 다른 척도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Spector, 2006).

마지막 넷째, 직무만족지표(Job Satisfaction Index: JSI)는 전반적 직무만족

도를 측정하고 있다. 직무만족지표는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사무직과 회계직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Brayfiedld, & Rothe, 1951). 이 도구는 국내에서 전반적 직무만족지표로 직

무만족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측정도구이다(이영면, 2004). 국내에서는 

이선균(1991)이 공단지역 제조업, 금융업, 건설업,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종업

원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Cronbach’s α값이 .94으로 나왔다. 또한 이상호

(2006)가 국내 실정에 맞게 5개 항목을 선별하여 재구성하는 등 다수의 연구에

서 일부 문항을 활용하여 직무만족을 측정하였다.

직무만족의 측정을 위해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고려하여 단면적 직무만족과 

전반적 직무만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연구가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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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서 직무만족에 관심이 있는 경우, 전반적 직무만족 지표로 직무만족을 측

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이영면, 2011; Chung-yan, 2010). 이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다양한 변인과 함께 보고 있으며, 성장욕구 및 무형식학습의 결과로

서 직무만족을 보고 있으므로, 전반적 직무만족지표로 직무만족을 측정하고자 

한다. 전반적 직무만족지표 중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어 다른 연구와 비교가 용

이한 직무만족지표(Job Satisfaction Index: JSI)을 사용하고자 하며, 이영면

(2011)이 번안한 18문항을 활용하고자 한다.

나) 조직몰입

조직몰입의 대표적인 측정도구는 OCQ, O’Reilly & Chatman(1986)의 도

구, Allen & Meyer(1990)의 도구 등이 있다. 먼저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는 Porter, Steers, Mowday, & Boulian(1974)

에 의해 개발된 모델로 총 15개의 문항을 통해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

한 믿음 및 수용,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 조직에 남아있고자 하는 강한 열망 등

을 측정한다. 이 도구는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을 중심으로 한 단일 차원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O’Reilly & Chatman(1986)의 도구는 기존의 OCQ가 조직몰입을 

단일 차원에서 측정하고 있는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개발되었다. 내재화, 동일

시, 순응을 하위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 5문항, 3문항, 3문항으로 총 11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대 이후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보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Allen과 Meyer(1990)의 도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이목

화, 문형구, 2014). 조직몰입에 대한 마음상태(Mind-set)를 중심으로 측정고자 

하였으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는 정서적 몰입이 .87, 지속적 

몰입이 .76, 규범적 몰입이 .79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일부 문항을 제거

하여 활용한 경우가 전체를 사용한 경우보다 많았는데, 3요인에 대한 판별타당

성 검증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목화, 문형구, 2014).

마지막으로, 정서적 몰입을 중심으로 조직몰입을 단일차원으로 보는 경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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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도구에서 일부 문항을 가져와 활용하거나 일부 문항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

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대표적으로 안정원(2016)은 규범적 몰입을 포함하는 

정서적 몰입을 중심으로 조직몰입을 단일차원으로 정의하였는데, Allen과 

Meyer(1990)의 도구와  Jaros(2007)의 도구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조직몰입

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Cronbach’s α값은 .90으로 매우 

높게 나왔다.

2. 성장욕구, 무형식학습,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가. 성장욕구

1) 개념

성장욕구는 우선, 조직 내에서 개인이 성장하고자 하는 바람과 관련 있다. 성

장욕구는 개인이 조직에서 성장·발전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되는 개인적 특성

이다(강인주, 2010; Phillips, & Bedeian, 1994). 기업 조직 내에서 구성원의 

성장욕구는 조직에서 성장, 발전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독립적으로 업

무를 행하고자 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박내회, 2002). 성장욕구가 높은 개인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업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여 자신과 조직을 발전시키고

자 한다. 즉, 성장욕구가 높은 사람은 주어진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장욕구는 동기부여의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작용한다. 성장이 미래지향

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직무나 조직생활을 통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포함하므로(함상우, 2014), 이런 기대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에게 동기가 발생한

다. 또한 성장욕구는 자아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직무에 참여하도록 내재적 동

기를 발생시키는데, 자신에게 의미있는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자기자신을 실현하

고자 하는 인본주의 심리학과 연결된다(김정식, 김현철, 2012). 최근에는 조직



- 33 -

관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조직의 목표에 몰입하는 동기요인으로서 성장욕구가 

조직심리학 및 경영학에서 주목받는 연구주제로 떠오르고 있다(정상원, 송은지, 

2017).

덧붙여,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성장욕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과 관련 있다. 성장욕구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선호

하며(de Jong, van Der Velde & Jansen, 2001),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직무

강도에 만족한다(Hackman & Lawler, 1971). 성장욕구가 높은 개인은 자존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적극적으

로 행동한다(박내회, 2002; 함상우, 2014; Hellreigel, & Slocum, 2011). 아

울러 성장욕구가 높은 사람은 도전적이므로, 성장욕구가 낮은 사람에 비해 자신

에게 닥친 어려움을 쉽게 이겨낸다(관예주, 여경환, 2017).

성장욕구의 특징과 성장욕구의 정의를 종합하여(박내회, 2002; 정순여, 장은

주, 이승환, 2005), 이 연구에서는 성장욕구를 한 개인이 조직에서 성장, 발전

하고자 하는 욕구, 도전적이고 가치있는 직무를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특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관련 이론

성장욕구와 관련된 이론은 우선, 인간이 기본적으로 원하고 채우고자 하는 욕

구를 설명한 욕구이론이 있다. 욕구이론에는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성장

욕구와 관련되는 이론은 대표적으로 Maslow의 욕구위계론과 Alderfer의 ERG

이론이 있다.

Maslow의 욕구위계설에서 성장욕구는 충족되면 사라지는 저차원의 결핍욕구

와 달리 발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욕구이다.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

속 및 사랑 욕구, 자존 욕구, 자기실현 욕구 등 5단계의 욕구가 있으며, 이 중 4

단계의 일부와 5단계가 성장욕구에 해당한다. 자존 욕구는 명성과 권력을 추구

하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욕구이고, 자기실현 욕구는 온전한 자신은 만들어 가려

는 욕구이다. Maslow는 욕구들이 하위차원부터 계층화되어 있으며, 하위차원의 



- 34 -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차원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Alderfer는 Maslow의 욕구이론을 수정·보완하면서, 인간의 욕구를 크게 존

재욕구(Existence needs),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성장욕구(Growth 

needs)의 세 개로 나누고, 머리글자를 따서 ERG이론이라고 명명하였다. 여기서 

성장욕구는 스스로 얻게 되는 자존감으로 창조적이고 개인적으로 발전하고자 하

는 욕구이다. ERG이론은 각 욕구를 독립적으로 봐서 성장욕구를 느끼다가도 존

재욕구나 관계욕구를 느낄 수 있으며, 때로는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

하여 Maslow의 욕구위계설과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직무특성과 심리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직무특성이론에 의

해서도 성장욕구를 설명할 수 있다. Hackman과 Oldham(1980)는 [그림 Ⅱ

-5]와 같이 핵심 직무특성인 기능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

백 등이 일에 대한 경험, 일에 대한 책임, 작업 활동으로 인한 지식 등 주요 심

리상태를 통해 직무만족, 동기부여, 작업효율성, 성장만족 등과 같은 결과로 이

어진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성장욕구는 스스로의 학습이나 개발과 같은 성취에 

대한 욕구로서, 지식, 기술,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과 함께 핵심 직무특성, 주요 

심리상태, 결과 사이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Hackman, & Oldham, 

1980). 즉, 성장욕구가 높은 경우, 핵심 직무특성이 높은 직무에 대하여 더 정

적으로 반응한다. 국내에서는 임몽택(1989)이 핵심 직무특성이 직무만족에 영

향을 미치며, 성장욕구에 의해 조절됨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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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ackman, J. R., Oldham, G. R. (1980). Work Redesign. NJ: Addison-Wesley. p.90 

재구성

[그림 Ⅱ-5] 직무특성이론

3) 측정도구

성장욕구를 측정하는 도구는 대표적으로 Hackman과 Oldham의 도구(1980)

가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이 도구

를 이규만(1999)이 번안하고 박슬기(2008)가 수정한 도구를 주로 사용하고 있

다. “나는 업무수행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갖고 싶은 욕구가 

있다.”, “나는 비교적 어렵고 도전적인 업무를 좋아한다.”, “나는 힘들더라

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업무를 좋아한다.” 등등의 질문을 통해 성장욕구

를 측정한다. 강인주(2010)의 연구와 윤노준(2011)의 연구에서 타당성을 확인

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각각 .79, .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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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박승동(2002)은 임몽택(1989)이 번안한 직무진단조사(Job 

Diagnostic Survey: JDS)를 일부 수정한 도구를 활용하여 성장욕구를 측정하

였다. 박승동(2002)의 도구는 4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은 .76으로 나타났다.

나. 무형식학습

1) 개념

무형식학습은 일터학습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일터학습은 업

무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을 일컫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학습형태이

며, 업무의 성과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 형태를 총칭한다(유평준, 권

혁일, 2000). 일터학습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어 단일한 형

태로 보기 어려우며(Mattews, 1999), 구조화, 계획성, 장소, 적극성 등등 다양

한 기준에 따라 유형을 다양한 나눌 수 있다. 먼저 Marsick과 Watkins(1990)

는 일터학습을 계획성과 의도성에 따라 형식학습, 무형식학습, 우연학습으로 분

류하였다. 형식 학습은 구조화된 커리큘럼에 따라 제도적 지원에 따라 이뤄지며, 

주로 교실상황에서 집합적인 형태로 발생하나, 무형식학습은 장소에 제약을 받

지 않으며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소 계획적, 의도적으로 발생하고, 우연적 

학습은 학습을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며 형식지보다는 암묵지와 관련된

다. 다음으로 Colley, Hodkinson과 Malcom(2003)은 일터학습을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 그리고 무형식학습으로 나눴다. 형식학습은 교육기관에 의해서 진행

되는 구조화되고 의도적인 학습이고, 비형식학습은 교육기관에서 진행되지는 않

으나 구조화되고 의도적인 학습이며, 무형식학습은 일이나 가족, 여가 등 일상생

활에서 발생하는 비구조화된 학습이다. 그 밖에 Mocker와 Spear(1982)의 연

구와 Eraut(2000)의 연구는 일터학습을 통제위치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Jacobs과 Park(2009)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일터학습을 학습의 위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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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트레이너/촉진자의 역할로 일터학습을 구분하였다. 종합하면, 일터학습의 구

성요소로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으로 나눌 수 있으며, 두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박종선, 김진모, 2011)

무형식학습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형식학습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

해할 수 있으며 무형식학습은 형식학습에 비해 무형식성이 높은 학습으로 볼 수 

있다(Colley 외, 2003). 즉, 특정 방법이나 조건을 기준으로 무형식학습을 엄밀

히 나누기보다는 형식학습과 비교함으로써 무형식학습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

다. 먼저 무형식학습은 형식학습에 비해 덜 공식화되어있고, 덜 구조화되었다

(Marsick & Watkins, 1999). 형식학습이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고 교실을 중

심으로 진행되며 학습목표나 교육과정이 명확히 정해진 데 반해, 무형식학습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일터를 포함하는 매일의 일상적인 환경에서 발

생하며 학습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Hager & Halliday, 2007). 즉, 무형식

학습은 업무현장에서의 의도적인 실천을 동반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 네트워킹, 

코칭, 멘토링 등을 포함하게 된다(Watkins & Marsick, 1992). 다음으로 무형

식학습은 형식학습에 비해 학습자 중심적이다(Colley 외, 2003). 학습자가 주

도적으로 참여하여, 개인의 의도성이 더욱 중요하게 반영되어 개인의 선택, 의

지, 기호에 따라 학습이 달라진다(Grolnic, 2001). 무형식학습은 학습에 대한 

통제위치가 학습자에게 있어 개인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구성원은 이

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 전략을 수립하며, 스스로 평가하는 등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다(EDC, 1998; Eraut, 2000).

형식학습과의 비교 외에도 무형식학습은 몇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주로 

암묵지의 습득과 관련이 높다. Eraut(2000)는 무형식학습의 주요 유형으로 암

묵적 학습을 제시하며, 무형식학습의 결과로 생긴 지식은 암묵적인 측면이 크다

고 주장했다. 문세연, 나승일(2011) 역시 무형식학습이 암묵지의 습득에 효과적

이며, 형식지로 확인하기 어려운 조직의 가치와 문화에 대해서 확인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하며 조직 구성원과의 협력방법을 학습함으로써 사회화 과정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둘째, 개인의 성찰이 수반된다. 업무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찰은 다양한 상황의 경험을 인식하고, 느끼고, 그것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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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인지적·정서적 활동을 의미한다(신은

경, 2012). 성찰을 통해 경험에 자신만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자신이 직

면한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형식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셋째, 타인

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 업무현장에서 다양한 조직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타인의 업무수행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Choi(2009)는 자기성찰 외에 무형식학

습의 중요한 요소로 타인과 실천 및 경험을 공유하고, 타인과 협업하며, 일터에 

있는 전문가를 관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무형식학습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및 지원까지 획득할 수 있다(신은경, 

2012).

무형식학습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무형식학습의 특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Marsick과 Watkins(2001)는 무형식학습을 비구조적이고 경험적이며 비제도적

인 학습으로 현장에서의 매일의 활동이나 삶의 영역에서의 학습으로 정의하였

다. 안동윤(2006)은 Colley 외(2003)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무형식성을 강조

하여, 학습의 목적, 학습의 제공자, 학습의 내용, 학습의 과정, 학습의 장소와 같

은 학습요소들이 학습자의 주도성과 자율성, 개발성, 유연성, 참여, 일상성 등의 

특징을 모이는 학습으로 정의하였다. 문세연, 나승일(2011)은 무형식학습의 목

적과 내용에 초점을 맞춰 무형식학습을 일터에서의 업무활동 중에 경험적이고 

학습자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성찰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업무지식을 획득하고, 

조직적응 및 맥락을 이해하며, 조직 구성원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자기개발능력

을 함양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외에도 Choi(2009)는 덜 구조화되거나 덜 

계획된 학습으로 학습자에 의해 통제되는 학습으로 무형식학습을 폭넓게 정의하

였다.

무형식학습의 특징 및 선행연구의 정의를 종합했을 때, 무형식학습은 조직구

성원이 일터에서의 자기주도적인 실천 및 성찰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

득하고 동료와 관계를 형성하며 조직에 대해 알아가는, 덜 구조화되고 덜 계획

적인 학습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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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이론

무형식학습은 Knowles의 무형식 성인교육(Informal Adult Education)이라

는 용어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Garrick, 1998; Rowden, 2007), 무

형식학습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기저이론이 있으며, 이를 통해 무형식학습의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첫 번째 기저이론으로는 경험학습이론이 있다. 

Dewey(1938)가 학습에 있어서 경험을 강조한 이래로, 경험학습이론은 개인의 

경험이 지식, 태도 등이 변화하는 유의미한 학습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외

적 과정과 내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olb(1984)는 경험학습 모

형을 통해 구체적인 경험이 개인의 관찰 및 성찰을 통해 내면화되며, 추상적 개

념화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고방식을 획득하게 되며, 이를 현장에서 적극

적으로 실험함으로써 다시 경험으로 이어지는 경험학습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

다. 무형식학습 역시 일터에서의 실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경험에서 발생하

는 학습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성찰과 추상적 개념화를 통해 개인에게 의미있

는 지식 및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저이론으로는 관점의 전환을 포함하는 전환학습 이론이 있다. 

Mezirow(1991)는 전환학습을 결정적인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

는 전제에 의문을 갖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의미관점을 전환하여 더

욱 포괄적, 개방적, 통합적인 의미관점을 갖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성찰은 

전환을 야기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판적 성찰은 새로운 경험과 기존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기존의 관점을 수정한다

(Lundgren 외, 2017). 이 과정에서 전환학습이 발생하게 된다. 무형식학습 역

시 일터에서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전환학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기저이론으로는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학습을 강조한 상황학습 이론이 

있다. 실천은 공동체에서 수행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활동으로 명시적

인 부분과 암묵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하며, 학습은 실천과 함께하게 된다

(Wenger, 1998). 이를 합법적 주변참여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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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점차 공동체에 적합한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며 이런 변화

를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Lave & Wenger, 1991). 상황학습 이론을 통해 일

터현장에서의 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무형식학습을 이해할 수 있으

며, 나아가 무형식학습과 사회화가 조직 내에서 함께 발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기저 이론을 바탕으로 무형식학습 모형을 도출할 수 있으며, 무형식학습 

모형을 통해 무형식학습이 발생하는 과정이나 무형식학습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Marsick과 Watkins(2001)는 자기주도학습, 네트워킹, 코칭, 멘토링, 수

행계획 등을 대표적인 무형식학습이라고 보았으며, 학습에 대한 욕구, 동기, 그

리고 기회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 무형식학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무형식학습은 일상의 통합이며, 내부적·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발생되고, 

크게 인식되지 않으며, 기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귀납적인 과정이며, 학습의 

다른 부분과 연관되는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정리한 모형은 [그림 

Ⅱ-6]과 같다. 안쪽의 원은 일상의 맥락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통해 성장한다는 믿음을 나타내며, 외곽의 원은 학습에 대한 경험과 사회성, 비

즈니스, 그리고 문화적 맥락을 의미한다. 또한 순서에 따라 의미가 만들어지며, 

실천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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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arsick, V., & Watkins, K. (2001). Informal and incidental learning.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89, 25-34. p.29

[그림 Ⅱ-6] Watkins & Marsick(2001)의 무형식학습과 우연적 학습 모형

Matthews(1999)는 일터학습과 관련된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일터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기존의 여러 모형의 한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일터학습의 전체론적인 관점(Holistic view of 

workplace learning)이라고 하며, 이 관점에 따라 성공적인 무형식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외부의 환경은 무형식학습을 포함하는 일터학습의 본질적인 측면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학습 철학을 지지할 수 있는 조직의 환경은 

문화, 구조, 시스템, 기술 그리고 구성원이 있으며, 이들은 일터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몰입, 동기, 자기상 등과 같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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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학습과 일터에 성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조직 구성원은 학습에 흥미

가 있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무형식학습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

하거나 지식, 기술 등을 학습할 것이다. 덧붙여, 연구기술 개발 준비, 멘토링, 조

정된 교육 부담, 높은 기준, 짧은 코스 등이 투입되면, 더 나은 능력, 더 나은 

자격, 향상된 생산성, 잠재력, 보상, 태도 변화 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그림 

Ⅱ-7] 참조).

출처: Matthews, P. (1999). Workplace learning: developing an holistic model. The Learning 

Organization, 6(1), 18–29. p.26 재구성

[그림 Ⅱ-7] Matthews의 일터학습 모형

무형식학습과 관련된 이론을 종합하면, 무형식학습의 정의 및 특징과 마찬가

지로 경험을 통한 개인의 성찰을 강조한다. 일터에서의 다양한 경험에 대하여 

성찰을 통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무형식학습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일터에서

의 실천에서 무형식학습이 발생한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일에 대해 학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 구성원과 의사소통하며 조직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Marsick, 1987). 아울러 무형식학습은 조직의 맥락에 영향을 받으며, 다시 하

나의 맥락으로서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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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무형식학습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형식학습에 비해 관찰하기 어려운 만큼 무

형식학습을 측정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무형식학습을 보는 관점이 다양한 만큼 

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무형식학습을 측정할 수 있다. 먼저 무형식학습과 관

련된 이론에서 무형식학습을 촉진하는 맥락적 요소를 강조하는 만큼 이를 측정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무형식학습의 정도를 파악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무형식학

습의 결과를 통해 학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함으로써 무형식학습을 측정하

기도 한다. 또한 무형식학습 활동이 발생하거나 무형식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정

도로 무형식학습을 측정할 수 있다. 즉, 무형식학습을 측정하는 기준은 다양하

며, 측정도구 역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개발되었다.

먼저 학습의 성과를 통해 무형식학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어떤 무형식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학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역량에 대해 무형식학습을 활용하는지, 혹은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을 함께 활

용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일터학습을 측정할 수 있다(Enos, Kehrhahn, & Bell, 

2003). 또한 Clarke(2005)도 문제해결능력, 변화관리, 정보에 접근하는 기술 

등등 무형식학습의 결과를 통해 무형식학습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학습의 성과

를 미리 정해야 하며, 학습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무형식학습은 제

대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무형식학습을 촉진하는 맥락적 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Rothwell(2002)이 일터학습을 촉진하는 상황, 저해하는 상황에 대한 인

터뷰를 통해 일터학습의 요소를 확인하고 무형식학습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Rowden(1995)은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일터학습 조사도구를 개발하였

다. 이 도구는 형식학습, 무형식학습 및 우연적 학습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개인

-팀-조직에 이르는 모든 수준을 포함하고 있다(Rodwen, 2002). 무형식학습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문세연(2006)이 번안 및 타당화하였

으며, Cronbach’s α값은 .93으로 도출되었다.

무형식학습 활동에 참여하거나 활용한 정도로 무형식학습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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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2009)는 무형식학습을 Lohman(2005)의 도구를 참고하여 자신이 사용한 

무형식학습 활동 빈도와 효과성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총 12가지 질문으로 구성

되어 있고, Cronbach’s α값은 .90이다. 조현정(2015)은 Choi(2009)의 도구

를 수정하여 평소에 발생하는 무형식학습 활동에 대해 12문항으로 질문하였으

며, 비서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Cronbach’s α값 .77로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박윤희와 최우재(2011)는 무형식학습의 방법을 현장훈련(OJT), 비공식 

멘토링 또는 코칭, 학습공동체(CoP), 액션러닝으로 구성하였으며, 하나도 참여

하지 않은 경우 0점, 4가지 모두 참여한 경우 4점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한

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역시 멘토링 또

는 코칭, 학습 조직(동아리), OJT 등의 참여 여부 및 도움이 되는 정도와 선·

후배 및 동료 간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일을 통해 스스로 배우기 등의 활동 정

도를 통해 무형식학습을 측정한다.

다.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1) 개념

상사-부하와의 관계는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과 관련된 중요한 환경 특성 변

인이다. 직속상사가 초기경력자의 활동에 대해 지지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

하며,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면, 초기경력자는 더욱 빠르게 조직에 적응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상사가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에 관심이 없다면, 초

기경력자가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초기경력자 

역시 직속상사의 지원 및 인정에 반응하여, 직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

행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상호 신뢰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직속상사는 지

원, 인정, 자원을 제공하고, 초기경력자는 향상된 성과나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

답하게 된다(배범수 외, 2016).

이렇게 초기경력자와 직속상사가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상사-부하 교환관계

(Leader-Member eXchange: LMX)로 이해할 수 있다. 상사-부하 교환관계

(LMX)란, 호혜적인 규범이 내재된 사회적 교환관계로, 리더와 구성원의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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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기반한 리더십을 의미한다(Graen & Uhl-Bien, 1995). 즉, 리더십은 

팀이나 조직 구성원 개개인에게 다르게 적용되며, 구성원마다 리더십에 대해 다

르게 반응하여 리더에게 영향을 미친다. 초기경력자 역시 개별적으로 직속상사

와의 관계 속에서 조직사회화 과정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고, 

직속상사에게 팀과 조직에 적합한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높은 구성원은 직속상사와 수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비공식적

으로 호혜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적성과 니즈를 직속상사

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원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다(김승곤 외, 

2017). 이에 따라 조직 내에서 더욱 직무에 더욱 몰입할 수 있으며, 조직 내에

서 자신의 기여를 높이기 위한 기회를 찾고자 주도적으로 행동한다(배범수 외, 

2016).

2) 관련 이론

상사-부하 교환관계와 관련된 이론은 크게 사회교환이론, 역할형성 이론, 수

직적 쌍대 연결, 그리고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형성에 대한 이론이 있다. 

상사-부하 교환관계와 관련된 이론들은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 개별적인 교환관

계가 발생하는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질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직속상사와 초기경력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개인 사

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로, 상호 간의 물리적·정신적 가치의 교환

함으로써 효용이 증가하므로, 교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관계가 이어지게 되

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사회교환이론은 경제학,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며(Turner, 2001), 공리주의나 행동주의 

심리학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리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교환은 효용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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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개인과 조직은 자신에게 가치가 낮은 자원, 재

화 등을 교환함으로써 효용을 최대화하고자 하며, 교환이 발생할수록 사회 전체

의 효용은 커진다. 또한 행동주의 심리학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교환은 개인 간 

혹은 개인과 집단 간에 발생하는 보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즉, 서로

가 제공한 교환의 결과가 서로에게 강화물로 작용하는 것이다.

Blau(1964)는 호혜성 원칙을 통해 사회교환이론을 발전시켰다. 호혜성 원칙

에 따르면, 개인은 다른 개인과 보상을 더 교환할수록 상호의무가 발생하여 후

속적인 교환이 발생한다(정승환, 2017). 이를 통해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호혜

성을 바탕으로 하는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Blau는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로 나눴는데, 사회적 교환관계는 과거의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할 보상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반면, 경제적 교

환관계는 교환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에 기반한 관계이다. 사회적 

관계는 장기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경제적 관계는 주로 단기적인 성과로 이어진

다(박현철, 1999).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도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가 동시

에 발생하여, 단기적으로는 금전적인 보상, 행동과 같은 호혜적인 혜택을 주고받

으며,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기대를 갖게 된다.

둘째, [그림Ⅱ-8]과 같이, 역할형성 이론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특정 역

할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리더십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이를 역할협상 과정이라고 하며, 역할협상 과정에 따라 상사-부하 교환관계

(LMX)가 결정되는데, 어떤 구성원과는 높은 질의 교환관계를 갖게 되며, 다른 

집단은 낮은 질의 교환관계를 갖게 된다(이상호, 2009). 역할협상 과정은 역할 

취득, 역할 형성, 역할 일상화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Graen, & Scandura, 

1987). 먼저 역할취득 단계는 리더가 구성원에게 직무를 할당하고 구성원의 직

무 수행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구성원은 다양한 행동으로 리더에게 반응하는데, 

리더는 이를 평가한 후에 다른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역할형

성 단계로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의 행동을 통해 상사-부하 관계의 특성이 정해

지며, 본격적으로 교환관계가 발생하는 단계이다. 리더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

고, 구성원은 기대를 표출하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혜원, 2014).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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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역할일상화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교환이 안정화되며, 리더

와 구성원 간에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상호의무감을 갖게 된다(이상호, 

2009). 교환관계가 정착 및 습관화되어 이후 교환관계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

된다.

출처: 이상호. (2009). 조직과 리더십. 서울: 북넷. p.183

[그림 Ⅱ-8] 역할협상과정과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셋째, 상사-부하 교환관계(LMX)를 이해하기 위해 수직적 쌍대 연결

(Vertical Dyad Linkage: VDL) 모형을 들 수 있다. 수직적 쌍대 연결 모형은 

기존의 리더십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좋은 리

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특성론, 리더에게 필요한 행동과 

이를 훈련시킬 방법에 대해 다루는 행동론, 상황별로 적합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상황론 등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은 좋은 상사의 특징이나 상황별로 적

합한 리더십에 대해 다루나 상사와 구성원의 개별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못했다. 

Dansereau, Graen과 Haga(1975)는 이전의 리더십 연구는 평균적 리더십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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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Average Leadership Style: ALS)로 리더십이 모든 조직 구성원에게 동

등하게 영향을 미치며, 구성원이 리더십을 대하는 반응 역시 같다고 가정하는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대안 이론으로 조직 내에서의 내집단과 외

집단에 따라 리더십이 다르게 나타나는 수직적 쌍대이론을 제시하였다.

수직적 쌍대 연결은 [그림Ⅱ-9]과 같이 리더가 조직 구성원을 호의적인 내집

단과 비호의적인 외집단으로 나누어 인지한다. 내집단의 경우, 리더와 구성원이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약 이상의 추가적인 행동을 교환하며, 상호 신뢰하

고, 존중하고, 좋아하며, 공동의 운명을 느끼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 외집단의 

경우, 리더는 감독자로서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구성원은 공

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자 한다(이상호, 2009). 또한 부하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상사가 부하에게 허용하는 

정도인 협상허용범위로 이해할 수 있는데(Dansereau, 1975; Graen, Liden, & 

Hoel, 1982), 조직 구성원이 내집단에 속하는 경우 협상허용범위가 높아 상사

로부터 높은 신뢰와 재량권을 부여받으며, 의사소통도 원활하다(박경규, 이규만, 

2001).

평균적 리더십 스타일 수직적 쌍대 연결

[그림 Ⅱ-9] 평균적 리더십 스타일(ALS)과 수직적 쌍대 연결(VDL)

마지막 넷째,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형성에 대한 이론이 있다. Dienesch

와 Liden(1986)은 초기 상호작용 단계, 리더의 시험 단계, 구성원의 반응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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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반응 및 귀인 단계 등 4단계를 거쳐 상사-부하의 교환관계가 발달하고 

교환의 질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발달 과정 모

형이라고 하며, 단계에 따라 기여, 충성심, 감정 등 상사-부하 교환 관계의 측

면이 달라진다. 첫 번째, 초기 상호작용 단계에서는 리더와 구성원의 개인적 특

성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계이다. 만약, 초기 상호작용 단계에서 구성원의 

개인적인 특성이 리더가 용인하지 못하는 수준이거나 리더가 편견을 수정할 의

지가 없으면, 다음 단계를 거치지 않고 교환의 질이 결정된다. 두 번째, 리더의 

시험 단계로, 리더는 구성원의 직위나 직무에 적합한 과업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데, 이를 통해 구성원의 능력이나 태도를 시험한다. 세 번째, 구성원의 반응 단

계로 구성원이 리더로부터 할당받은 과업이나 의무에 대해 반응하며, 리더의 할

당에 대해 귀인하게 된다. 과업과 의무에 더하여, 리더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거

나 관계를 공정하게 하려는 구성원의 감정적인 노력까지 포함한다. 네 번째, 리

더의 반응 및 귀인 단계로, 구성원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해석하는 단계이다. 

리더는 구성원이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상향적 영향전략에 영향을 받아 구성원에 

대해 판단한다([그림Ⅱ-10] 참조).

    

출처: Dienesch, R. M., & Linden, R. C. (1986). Leader-member exchange model of 

leadership: A critique and further developmen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618–634. p.627 재구성

[그림 Ⅱ-10]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발달 과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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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초기 연구에서는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협상할 기회를 의미하는 협상 허용범위를 2가지 혹은 4가지 정도의 질문을 통

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를 통해 측정하였다

(Dansereau, et al, 1975; Dienesch, & Liden, 1986). 이후 하위요소를 통해 

상사-부하 교환관계(LMX)를 측정하고자 하였는데, 감정, 충성, 공헌, 전문성 

존경의 4가지 하위요소로 나누고, 개별적인 측면을 확인하여 LMX를 측정하였

다. 대표적으로 Liden과 Maslyn(1998)은 감정 3문항, 충성 3문항, 기여 2문

항, 전문성 존경 3문항 등 총 11문항으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 측정도구

인 LMX-MDM을 개발하였다. 국내에서는 LMX-MDM을 12문항으로 구성하였

으며, 이준형(2013), 김민주(2013), 우상호(2017) 등에 의해 타당화되었다.

반면, Graen과 Uhl-Bien(1995)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7문항으로 구성된 단일차원의 측정도구를 제안하였다. Graen과 

Uhl-Bien은 상사-부하 교환척도가 기여, 충성심, 감정 등 여러 차원의 개념으

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다양한 차원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측정은 하나의 도구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7문항의 단일차원 도구는 

다양한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이 .80에서 .90으로 높게 나타났다(Graen, 

& Uhl-Bien, 1995).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값 역시 .80에서 .90으로 해외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고혜원, 2014; 김성국, 서여주, 2006; 배범수 외, 2016). 김승곤 외(2017)

의 연구와 정현우, 김창호(2007)의 연구에서는 7문항 척도 중 일부 문항을 선

택적으로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값은 각각 .90과 .93으로 매우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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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적응과 성장욕구, 무형식학습,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관계

가.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는 먼저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는 앞서 설명

한 Wanous(1980)의 개인과 조직의 적합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과 

조직의 적합모형에 따르면, 조직은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야기하고, 조직적응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개인의 요구

에 성장욕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조직은 강화물로서 다양한 인터벤션을 통해 

개인의 성장욕구를 만족시켜 조직적응을 이끌 수 있다.

다음으로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는 동기부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성

장욕구가 높은 사람은 직무를 통해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므로, 성장욕구는 내재

적 동기부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신의 일을 통해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즉, 자신의 일을 통해 성장욕구를 달성하려는 경우, 내재적 동기가 

발생하며, 이런 내재적 동기는 직무몰입으로 이어진다(김정식, 김현철, 2012). 

마지막으로,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측정변인 사이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성

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

이론처럼 성장욕구를 조절변수로 활용한 연구가 많으나, 성장욕구와 조직몰입, 

직무만족의 영향관계를 확인한 연구도 존재한다. 박승동의 연구(2002)에 의하

면, 성장욕구가 자율성과 타인에 의한 피드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할 뿐만 아니라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성장욕구가 높은 개

인은 조직에서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고,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고 느껴 조직에 몰입하게 된다(함상우, 2014). Steers(1977)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욕구를 연구하였는데, 직접 성장욕구로 명명

하진 않았으나 “나는 나의 직무가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한다.”,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 등 성장욕구와 유사한 욕구를 측정함으로써 

개인의 욕구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Lo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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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 Moeller과 Fitzgerald의 연구(1985)와 박승동(1998)의 연구는 공통적으

로, 높은 성장욕구를 지닌 집단이 낮은 성장욕구를 지닌 집단에 비해 직무만족

이 높다는 점을 밝혀냈다. 그 밖에도 윤노준(2011), 이혁준(2010)의 연구에서 

성장욕구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밝혀냈다.

나. 무형식학습과 조직적응의 관계

Marsick(1987)의 무형식학습의 분류에 따르면, 의사소통적 학습을 통해 조

직에 대해 학습할 수 있으며, 이런 학습은 몰입과 직무만족을 포함한다. 즉, 무

형식학습을 통해 조직을 이해함으로써 조직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

으며, 조직적응의 측정변인을 학습할 수 있다. 무형식학습이 조직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상황학습 이론의 측면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조직에서의 실천에 

참여하면서 무형식학습이 발생하는데, 이를 통해 조직의 핵심적인 위치로 점차 

변화함으로써 조직에 적응하게 된다. 같은 관점에서 문세연(2010) 역시 무형식

학습의 주요 목적으로 조직적응 및 맥락이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무형식학습을 포함하는 일터학습과 조직적응에 대한 관계를 확인함으로

써 무형식학습이 조직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곽상현(2012)에 

따르면 일터학습은 조직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데, 일터학습이 초기경

력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학습함으로써 조직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또한 이정금, 손승남(2014)는 일터학습이 조직

적응의 측정변인인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무형식학습

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임재원, 이찬(2010)에 의하면, 무형식학

습은 조직몰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owden(2002)에 

의하면, 중소기업에서 일터학습은 직무만족과 강력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다.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개인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성장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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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형식학습의 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며, 성장욕구가 무형식학습을 매개

하여 조직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학습동기를 통해 성

장욕구가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학습동기는 전문성을 

키우고, 현재의 직무에서 성과를 내며,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는 

등 개인의 성장과 관련된 개인의 동기는 무형식학습을 포함하는 무형식학습에 

참여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Kremer, 2005). 학습동기는 학습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하며,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지

속적으로 학습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동인으로(문세연, 나승일, 2011), 성장욕구

와 관련된 대표적인 동기로 볼 수 있다. 문세연, 나승일(2011)은 중소기업 근로

자의 학습동기를 학습지향성, 성과지향성, 과제가치, 학습효능감으로 보고 학습

동기가 무형식학습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무형식학습을 포함하는 일터학습은 개인의 학습에 대한 동기 등이 학습의 결

과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매개역할을 수행한다. Matthews(1999)의 일터학습의 

전체론적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욕구는 정책, 프로그램, 전략, 활동 등 일터학

습의 투여를 통해 만족이나 몰입으로 이어진다. 개인의 욕구가 일터학습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이런 태도에 따라 일터학습의 결과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일터학습이 성장욕구가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 조직적응의 측정변인

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무형식학습이 학습자 주도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성장욕구가 무

형식학습을 통해 조직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경력자는 

안정적으로 경력개발을 해나가고 자신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에 입사하

고자 하며, 이를 확인함으로써 조직에 적응하게 된다(Greenhaus et al, 2000). 

무형식학습은 주도성, 자기효능감, 직업에 대한 관심 등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받으며, 중소기업 구성원의 경우, 직무능력에 자신감이 있을수록 무형식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박윤희, 2012; Lohman, 2000) 개인과 조직의 적합모형 

관점에 봤을 때,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발생한 무형식학습은 초기경력

자가 자신의 욕구에 적합한 방향으로 진행되며, 학습자의 성장욕구를 충족시킴

으로써 조직적응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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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조직과 직무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장원섭 외, 2007). 이런 개입을 무형식학습이 제공해줄 수 있

는데, 무형식학습은 지식 및 기술 습득의 주요한 수단으로 개인이 환경에 대처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Watkins & Marsick, 199

2). 이런 무형식학습의 특징을 직업-적응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조직 내에서 발

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만들어내는 내재적 동기가 무형식학습을 통해 만족됨으로

써 직무만족, 나아가 조직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조절효과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조절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상사-부하 교환관

계(LMX)가 성장욕구가 무형식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 상사-부

하 교환관계(LMX)와 성장욕구의 관계는 연구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다. 성장

욕구가 높은 구성원은 직속상사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자신의 발전을 추구하고

자 할 수 있으나(박경규, 이규만, 2001), Phillips와 Bedeian(1994)의 연구에

서는 성장욕구가 상사-부하 교환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

였다. 그러나 성장욕구가 높은 경우, 내재적 동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직무에 더

욱 도전적으로 임하는 데(함상우, 2014),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높은 

경우 내재적 동기를 실현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즉, 성장

욕구와 상사-부하 교환관계가 초기경력자의 조직 내 학습에 있어서 상호작용한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좋을 때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가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함으로써 조직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Reichers(1987)는 기존의 구성원과 신입사원의 빈번한 접촉이 조

직사회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나 트레

이닝 훈련이 조직적응으로 이어지는 것을 빈번한 접촉이 매개하는 신입사원 조

직사회화의 상호작용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 관점에 따르면, 상사-부하 교환관

계(LMX)가 높을수록 서로 더욱 자주 접촉할 것이므로, 타인과의 학습 등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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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학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높을수록 성장욕구가 무형식학습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성장욕구가 조직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의 조절효과는 개인의 적응 성과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적응 성과는 독립적으

로 새로운 지식, 기술, 능력을 찾음으로써 변화하는 상황에서 조직의 결과에 효

율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Sweet, Witt, & Shoss, 2015). 상사-부하 교

환관계(LMX)가 좋은 경우,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상사 또는 조직의 지원, 정보, 

심리적 자본과 같은 가치 있는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개인들이 적응하는 데 필

요한 역량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배범수 외, 2016). 나아가, 상사-부하 

교환관계는 직속상사와 초기경력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적응 실패

의 위험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적응력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Sweet, Witt, & Shoss, 2015). 개인의 적응 성과는 초기경력자가 조직에 적

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작용하므로, 성장욕구를 지닌 개인이 조직

에 적응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따라서 상사-부하 교환관계가 조직적응에 

미치는 성장욕구의 정적인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변인들 간 관계를 지지하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Ⅱ-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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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거이론 및 개념 선행연구

성장욕구 → 조직적응
직업-적응 이론,
개인과 조직의 

적합모형

박승동(1998), 윤노준(2011),
이혁준(2010), 함상우(2014),
Loher, Noe, Moeller, &
Fitzgerald(1985), Steer(1977)

무형식학습 → 조직적응 상황학습 이론

곽상현(2012), 김현우,
홍아정(2016), 문세연,
나승일(2011), 이정금,
손승남(2014), 임재원, 이찬(2010),
차유석, 이기은(2014), Rowden
(2002)

성장욕구 → 무형식학습 →
조직적응

개인과 조직의 
적합모형,
일터학습의 

전체론적인 관점

Kremer(2005), 문세연,
나승일(2011), Mattews(1999),
Wanous(1980)

성장욕구 → 무형식학습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조절효과
-

배범수 외(2016), 윤종록(1998),
함상우(2014), Reicher(1987),
Sweet, Witt, & Shoss(2015),

성장욕구 → 조직적응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조절효과
-

배범수 외(2016), Sweet, Witt, &
Shoss(2015)

<표 Ⅱ-3> 변인 간 관계에 대한 근거 및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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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변인은 조직적응, 성장욕구, 무형식학

습, 직속상사와의 교환관계(LMX)이다.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된 가설을 검

증하기 위하여 [그림Ⅲ-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모형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는 무형식학습

을 통해 조직적응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지니며, 이때 간접효과는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모형에 따른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장욕구는 무형식학습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무형식학습을 통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형식학습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사

-부하 교환관계(LMX)는 성장욕구가 무형식학습에 미치는 영향과 성장욕구

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림 Ⅲ-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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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가. 목표 모집단

이 연구의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초기경력자로 해당 조직에 입사한 지 만 3년 이하인 근로자이다. 중소기업중앙

회(2017)에 따르면, 중소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017년 현재 3,604,773개이

고, 근로자 수는 16,774,948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기준으

로 삼고 있는 2018년 1월 1일에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2조의 내용을 반영하

기 이전 수치이고, 초기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모집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다른 대안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 

sminfo.mss. go.kr/)에 등록된 중소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

기업현황정보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정보 및 통계를 관

리하는 시스템으로, 중소기업기본법 2조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전체 중소기업

을 가장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11월 현재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기업 수는 2,939,674개이다. 단, 중소기업은 업종 및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크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에 따른 편차가 심하여 표집에 문

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김강호, 나승일, 2008; 윤경신, 김진모, 2016).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을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우수중소기업의 초기경력자를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 go.kr/)에 등록된 우수

중소기업을 목표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우수중소기업은 종업원수, 업력, 신용

등급, 자본잠식 유무, 금융불량 유무, 정상 운영 여부를 통해 선발된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2018년 11월 현재 47,953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수중소기업

을 규모별로 살펴보자면, 종사자가 10명 미만 규모인 기업이 13,245개, 10-19

명이 13,680개, 20-49명이 12,922개였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이 대

체로 많으나, 1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도 15%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



- 59 -

다. 다음으로 우수중소기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 우수중소기업이 

13,514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에 10,155개, 경남, 부산이 각각 3,024개, 

2,847개로 뒤를 이었다. 자세한 우수중소기업의 현황은 <표 Ⅲ-1>과 같다. 

나. 표집

이 연구는 목표 모집단을 대표하는 동시에 현실성을 고려하여 표집은 수도권

과 비수도권을 기준으로 층화표본추출을 활용하였다. 또한 우수중소기업에 근무

하는 초기경력자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반영하여, 지역의 비

율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선정한 후에 해당 중소기업 내의 초기경력자를 표집하

였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라 연구에 사용할 표본의 수를 정하는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사회과학연구에서 신뢰할 만한 표본 집단의 기준으로 300명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류근관, 2005), 그 이상을 표집하고자 하였으며, 질문지의 회수율과 

유효 응답률을 고려해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지역 10명 미만 10-19명 20-49명 50-99명 100-499명 500명 이상 총계(%)
서울 2,750 2,780 2,534 1,099 913 79 10,155(21.2)

부산 868 724 777 273 199 6 2,847(5.9)

대구 537 445 483 173 119 4 1,761(3.7)

인천 645 725 744 245 156 5 2,520(5.3)

광주 459 398 286 96 53 3 1,295(2.7)

대전 402 321 245 86 66 2 1,122(2.3)

울산 261 245 251 106 57 1 921(1.9)

강원 297 300 211 74 47 2 931(1.9)

경기 3,565 4,004 3,840 1,317 764 24 13,514(28.2)

경남 744 777 903 386 210 4 3,024(6.3)

경북 574 680 749 255 166 2 2,426(5.1)

전남 660 694 438 117 72 2 1,983(4.1)

전북 462 452 362 102 54 1 1,433(3.0)

제주 116 133 86 20 14 0 369(0.7)

충남 448 501 530 226 145 1 1,851(3.9)

충북 396 457 447 207 121 0 1,628(3.4)

세종 61 44 36 20 12 0 173(0.4)

총계(%) 13,245(27.6) 13,680(28.5) 12,922(26.9) 4,802(10.0) 3,168(6.6) 136(0.3) 47,953(100)

<표 Ⅲ-1> 우수중소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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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개 중소기업 당 초기경력자가 평균적으로 5명 정도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삼았다. 목표 모집단을 지역에 따라 크게 수도

권(49.4%)과 비수도권(50.6%)으로 나누고 비율에 맞게 기업을 선정하고자 하

였다. 이에 따라 목표 모집단인 우수중소기업의 지역 비례에 맞게 수도권 45개, 

비수도권 46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초기경력자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91개 기업의 368부를 

수집하였다.

3. 조사도구

이 연구는 조사연구로 중소기업 초기경력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표 Ⅲ-2>와 같이 조직적응, 일터학습, 성장욕구, 상사-부하 교환관계

(LMX) 및 그 외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

인들은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도구를 사용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문항은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성별, 연령, 학력, 업종, 직무, 

첫 직장 유무, 재직기간, 전체 경력기간, 고용계약형태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도구는 예비조사 전 중소기업 재직자 3인의 검토를 통해 안면타당도를 확보하였

으며,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하고 중소기업 초기경력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

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2인과 박사수료 연구원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확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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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수 문항번호

조직적응
직무만족 18 Ⅰ11~18
조직몰입 10 Ⅰ21~10

성장욕구 6 Ⅱ1~6

무형식학습

타인과의 학습 4 Ⅲ1~4
자기성찰 4 Ⅲ5~8
외부탐색 4 Ⅲ9~12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7 Ⅳ1~7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업무,
업종, 첫 직장 유무,

재직기간, 전체 경력기간,
고용계약형태

9 Ⅴ1~9

총 문항 62

<표 Ⅲ-2> 조사도구의 구성

가. 조직적응

조직적응은 조직적응의 측정변인을 개별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각각 측정함으로써, 조직적응의 정도를 확인

하였다.

1) 직무만족

이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직무나 직무 경험으로 인해 생기는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만족과 함께 다양한 변인을 보고 있

고, 결과 변인으로서 직무만족을 측정하므로 전반적 직무만족 측정도구를 통해 

직무만족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이영면(2011)이 번안한 Brayfield와 

Rothe(1951)의 직무만족지표(Job Satisfaction Index: JSI)를 사용하고자 한

다. 직무만족지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총 18문항으로 되어있으며, “내 일은 

항상 흥미로워서 나를 지겹게 만들지 않는다”, “거의 매일 나는 내 일에 열정

적으로 임한다”, “나는 종종 내 일이 지겹다(역문항)” 등등의 문항을 통해 

전반적 직무만족을 측정하고 있다. Brayfield와 Rothe(1951)의 도구는 개발 당

시에 여성 사무직 및 회계직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

으며, 이후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 전체 혹은 일부 문항이 직무만족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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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활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표 

Ⅲ-3>과 같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53) 본조사(n=345)

직무만족 .863 .911

<표 Ⅲ-3> 직무만족의 내적일치도 계수

2) 조직몰입

이 연구는 조직몰입을 조직에 대한 개인의 애착과 심리적 유대감 또는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동일시로 정의한다. 이 연구는 조직몰입에 대한 마음상태

(Mind-set)를 반영하고 있는 Allen과 Meyer(1990)의 도구와 Jaros(2007)의 

도구를 활용하여 안정원(2016)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기존에 많은 연구

에서 활용되었던 Allen과 Meyer(1990)의 도구는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등 3요인으로 조직몰입을 측정하나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구분

의 어려움, 지속적 몰입의 차원 문제 등 구성개념의 타당성 문제가 존재한다(이

목화, 문형구, 2014). 안정원(2016)은 구성개념의 타당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정서적 몰입의 단일차원으로 조직몰입을 정의하였으며, 정서적 몰입과 상관

이 높은 규범적 몰입의 일부 문항을 포함하는 5점 리커트 척도, 10문항을 통해 

조직몰입을 측정하였다. 안정원의 도구(2016)는 은행 종업원을 대상으로 측정

한 결과 Cronbach’s α값이 .9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문항으

로는 “나는 이 회사의 일원이어서 행복하다”, “내가 지향하는 가치와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는 대체로 일치하므로 나는 이 조직에 전념하는 편이다” 등이 있

다. 이 연구의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조직몰입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86으로 나타났으며, 본조사의 경우, .90으로 나타났다(<표 Ⅲ-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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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53) 본조사(n=345)

조직몰입 .864 .904

<표 Ⅲ-4> 조직몰입의 내적일치도 계수

나. 성장욕구

이 연구는 성장욕구를 한 개인이 조직에서 성장,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로, 자

아실현을 향한 열망이자, 도전적이고 가치있는 직무를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 하는 개인적인 특성으로 정의한다. 성장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Hackman과 

Oldham의 도구(1980)를 이규만(1999)이 번안하고 박슬기(2008)가 수정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박슬기(2008)가 수정한 Hackman과 Oldham의 도구(1980)

는 “나는 업무수행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갖고 싶은 욕구가 

있다.”, “나는 비교적 어렵고 도전적인 업무를 좋아한다.”, “나는 힘들더라

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업무를 좋아한다.” 등등의 질문을 통해 성장욕구

를 측정하며, Likert 5점 척도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박슬

기(2008)의 연구에서 호텔 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Cronbach’s α값이 

.83으로 나타났으며, 강인주의 연구에서 대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Cronbach’s α값을 .79로 보고하였다. 또한 윤노준(2011)의 연구에서 신입사

원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85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도구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예비조사에서  

 .80으로, 본조사에서 .82로 나타났다(<표 Ⅲ-5> 참조).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53) 본조사(n=345)

성장욕구 .801 .815

<표 Ⅲ-5> 성장욕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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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형식학습

무형식학습은 조직구성원이 일터에서의 자기주도적인 실천 및 성찰을 통해 업

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동료와 관계를 형성하며 조직에 대해 알아가는 덜 

구조화되고 덜 계획적인 학습을 의미한다. 무형식학습을 측정하는 방법은 학습

의 성과, 무형식학습 환경 등으로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초기경력

자가 성장욕구에 따라 무형식학습 정도가 달라질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무형

식학습 활동을 통해 무형식학습을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무형식학습 활동을 측정한 조현정(2015)의 도구를 활용하여 무형식학습을 

측정하였다. 조현정(2015)은 Choi(2009)와 마찬가지로 무형식학습을 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으로 나누고, “나는 특정 업무 상황과 관련하여 상사

와 비공식적인 토론을 한다”, “나는 스스로의 시행착오를 통해 어려운 업무 

상황을 해결하려 한다” 등등 12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

였다. 조현정(2015)에 따르면, 전체 도구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77이며, 

타인과의 학습이 .61, 자기성찰이 .70, 외부탐색이 .70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도 

선행연구와 비슷한 신뢰도를 나타냈는데, 예비조사 결과 무형식학습 전체의 경

우 Cronbach’s α값이 .82로 나타났으나 타인과의 학습은 .62, 자기성찰은 

.74, 외부탐색은 .73으로 나타났다. 본조사 결과 역시 선행연구와 비슷한 수준

을 보였는데, 전체의 경우 Cronbach’s α값이 .82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소별

로 타인과의 학습은 .62, 자기성찰은 .73, 외부탐색은 .73으로 나타나 다른 변

인에 비해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Ⅲ-6> 참조).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53) 본조사(n=345)

무형식학습 .819 .823

타인과의 학습 .693 .616

자기성찰 .742 .733

외부탐색 .730 .727

<표 Ⅲ-6> 무형식학습의 내적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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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이 연구는 상사-부하 교환관계(LMX)를 호혜적인 규범이 내재된 사회적 교환

관계로, 리더와 구성원의 정서적 관계에 기반한 리더십으로 본다. 따라서 상사-

부하 교환관계(LMX)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

혜원(2014)이 번안한 Graen과 Uhl-Bien(1995)의 측정도구를 사용하고자 한

다. 이 도구는 7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 문항으로는 

“나의 직속상사는 나의 업무상 문제점이나 필요사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

다.”, “내가 업무상 어려움에 봉착할 때 나의 직속상사는 그의 모든 권한을 활

용하여 나를 도와준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속상사와 나의 생각은 서로 

잘 맞는다.” 등이 있다. Graen과 Uhl-Bien(1995)의 측정도구는 국내외 다양

한 연구에서 활용되었으며, Cronbach’s α 값이 .80에서 .90 사이로 매우 높

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역

시 <표 Ⅲ-7>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범위 사이로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예비조사(n=53) 본조사(n=345)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846 .862

<표 Ⅲ-7>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내적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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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조사 중소기업 선정, 기업의 관계자와 접촉하여 설문 협조 요청, 설문지 전달, 

설문 결과 회수의 절차로 진행하였다. 층화비율표집을 통해 선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 및 전화 연락을 통해 설문협조자를 섭외하여 연구의 목적 

및 설문과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였다. 이후 설문협조자가 조직 내 초

기경력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우편조사, 온라인 조사, 방

문조사를 병행하되, 우편조사의 경우 협조를 구하는 안내문과 반송용 봉투를 첨

부하였으며, 온라인 조사의 경우 KSDC의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활용하되 응답

자가 사전에 인지해야 할 내용을 설문협조자를 통해 안내하였다. 방문조사의 경

우 연구자가 직접 설문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설문에 대해 안내하고 질문지를 수

거하였다. 설문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문항에 응답한 사람에게 소

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예비조사는 9월 30일에서 10월 5일까지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67부를 배포하여 55부가 회수되었으며, 53부가 분석에 활용되

었다. 본조사는 총 91개 기업의 450명을 대상으로 10월 19일에서 11월 16일

까지 4주간 실시하였으며, 368부(81.7%)를 수집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23부를 

제외한 345부(76.7%)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은 <표 Ⅲ-8>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응답자 구성을 보면, 남성이 228명(66.1%), 여성이 117명

(33.9%)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력을 보면, 대졸이 193명(55.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고졸 

62명(18.0%), 전문대졸 59명(17.1%), 석사 이상 31명(9.0%) 순으로 나타났

으며, 중졸이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무에 따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

면, 생산/설계를 담당하는 응답자가 129명(3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마

케팅이 72명(20.9%), 연구/개발이 46명(13.3%), 기획/전략이 45명(13.0%), 

재무/회계가 16명(4.6%), 구매가 14명(4.1%), 인사/총무/홍보가 13명(3.8%), 

기타가 10명(2.9%)로 뒤를 이었다. 업종에 따른 응답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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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130명(37.7%)로 나타났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5명(13.0%),  농업, 임업 및 어업 26명(7.5%), 도매 및 소

매업 18명(5.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명(5.2%), 사업시

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8명(5.2%), 건설업 16명(4.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13명(3.8%), 교육 서비스업 13명(3.8%), 운수업 11명

(3.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11명(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명(1.4%), 금융 및 보험업 5명(1.4%), 숙박 및 음식점업 3명

(0.9%), 기타 13명(3.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용계약형태에 따른 응답

자의 구성을 확인하면, 초기경력자의 특성이 반영되어 정규직 신규 채용이 244

명(70.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경력 채용이 66명(19.1%)

로 뒤를 이었으며, 계약직은 35명(10.2%)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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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28 66.1
여성 117 33.9

학력

고졸 62 18.0
전문대졸 59 17.1
대졸 193 55.9

석사 이상 31 9.0

업무

기획/전략 45 13.0
인사/총무/홍보 13 3.8
영업/마케팅 72 20.9
재무/회계 16 4.6

구매 14 4.1
생산/설계 129 37.4
연구/개발 46 13.3

기타 10 2.9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26 7.5
제조업 130 37.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13 3.8
건설업 16 4.6

도매 및 소매업 18 5.2
운수업 11 3.2

숙박 및 음식점업 3 0.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 5.2

금융 및 보험업 5 1.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5 13.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8 5.2

교육 서비스업 13 3.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1.4

기타 13 3.8

고용계약형태
정규직 신규 채용 244 70.7
정규직 경력 채용 66 19.1

계약직(인턴 및 파트타임) 35 10.2
계 345 100

<표 Ⅲ-8>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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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차이 

분석, 도구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Hayes(2013)가 개발한 

SPSS 매크로(macro) 프로그램인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단순매개모형

에서 특정간접효과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

수준은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05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연구에서 

자료분석에 적용할 주요 통계방법을 연구가설 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9>

와 같다.

구분 연구 가설 통계분석방법

연구가설 1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 무형식학습이 
조직적응에 미치는 영향 구명

상관분석,
차이분석,
회귀분석

연구가설 2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구명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회귀분석

연구가설 3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에 대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조절효과 구명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회귀분석

<표 Ⅲ-9> 연구가설에 따른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분석 절차로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SPS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측정도구의 내적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였

다. 그리고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변인들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추가적으

로, SPSS 23.0을 사용하여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성장욕구가 조직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무형식학습이 조직적응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때, 종속변인에 대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인구통계학적 요소

들은 통제하였다.

셋째, 성장욕구가 조직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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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개발한 SPSS 프로그램인 PROCESS macro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단순매개모형에 해당하는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 model 4을 활용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Sobel의 방법과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Sobel 검정은 간접효

과를 간과할 가능성이 높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에 비해 검정력이 낮으므로

(Hayes, 2013), 이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매개효과를 확인하

는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넷째, 성장욕구 및 무형식학습과 상시 및 동료와의 관계가 갖는 조절된 매개

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연구모형과 가장 적합한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 model 8을 활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평균중

심화를 한 뒤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

하였으며, 조절변인의 범위에 따른 조건부 상호작용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또

한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를 확인하여 모형 전체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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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연구변인 일반통계량

가. 연구변인의 기술통계량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 성장욕구, 무형식학습, 상사-부하 교환관계

(LMX)의 수준을 구명하기 위하여 먼저 조직적응의 측정변인인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성장욕구, 무형식학습, 상

사-부하 교환관계(LMX)의 기술적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5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 직무

만족의 평균은 3.43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62, 최솟값은 1.78, 최댓값은 

4.89로 확인되었다. 조직몰입의 평균은 3.21, 표준편차는 .75, 최솟값은 1.40, 

최댓값은 5.00으로 나타나 직무만족에 비해 개인에 따라 조직몰입의 정도가 크

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 무형식학습, 상사-부하 교환관계(LMX)를 

5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 평균은 각각 3.90, 3.51, 3.47로 나타났고, 최솟값은 

각각 2.17, 2.00, 1.29로 나타났으며, 최댓값은 모두 5.00으로 나타났다. 표준

편차는 성장욕구가 .61. 무형식학습이 .56,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70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 수준이 다른 변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Ⅳ-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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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조직적응
직무만족 18 3.43 .62 1.78 4.89

조직몰입 10 3.21 .75 1.40 5.00

성장욕구 6 3.90 .61 2.17 5.00

무형식학습 12 3.51 .56 2.00 5.00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7 3.47 .70 1.29 5.00

<표 Ⅳ-1>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 수준

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조직적응의 수준 차이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의 수준 차이

성별, 학력, 업무, 업종, 고용계약형태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조직적응

의 수준 차이를 확인하여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인

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조직적응의 측정변인인 직무만족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

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직무만족은 성별,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표 Ⅳ-2>와 같이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성 228 3.52 .77

4.050*

여성 117 3.24 .68

*p<.05

<표 Ⅳ-2>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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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력에 따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직무만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Ⅳ-3>과 같이 학력에 따라 직무

만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1 2 3 4

학력

고졸 62 3.27 .49

4.399*
전문대졸 59 3.52 .71

대졸 193 3.40 .60

석사 이상 31 3.73 .70 *

*p<.05

<표 Ⅳ-3> 학력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결과

업무에 따라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직무만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무만족 수준은 업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4> 참조).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업무

기획/전략 45 3.53 .78

.681

인사/총무/홍보 13 3.41 .64

영업/마케팅 72 3.38 .57

재무/회계 16 3.48 .62

구매 14 3.60 .48

생산/설계 129 3.41 .58

연구/개발 46 3.43 .67

기타 10 3.15 .66

*p<.05

<표 Ⅳ-4> 업무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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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직무만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무만족 수준은 업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5> 참조).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26 3.18 .42

1.499

제조업 130 3.38 .6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13 3.12 .54

건설업 16 3.39 .79

도매 및 소매업 18 3.76 .60

운수업 11 3.00 .51

숙박 및 음식점업 3 3.50 .3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 3.45 .59

금융 및 보험업 5 3.43 .4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5 3.58 .6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8 3.50 .59

교육 서비스업 13 3.53 .5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3.62 .8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4.00 .39

기타 13 3.50 .74

*p<.05

<표 Ⅳ-5> 업종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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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형태에 따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직무만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Ⅳ-6>과 같이 고용계약형태

에 따라 직무만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고용계약
형태

정규직 신규 244 3.39 .61

2.062정규직 경력 67 3.49 .59

계약직 34 3.59 .76

*p<.05

<표 Ⅳ-6> 고용계약형태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결과

종합하면,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과 학력에 따라 직무만족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 업무, 업종, 고용계약형태에 따라 직무만족의 수준은 변하지 않

았다. 따라서 직무만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성별과 학력을 통제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조직몰입의 수준 차이

조직적응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통제할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선별하기 위해 다

음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조직적응의 측정변인인 조직몰입 수준에 차이

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성별, 고용계약형태에 따라 조직몰입에 유의

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표 Ⅳ-7>과 같이 성별에 따른 조직몰입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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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성 228 3.27 .60

3.342*

여성 117 3.09 .62

*p<.05

<표 Ⅳ-7> 성별에 따른 조직몰입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결과

학력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직무만족

의 수준과 달리 조직몰입의 수준은 학력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 참조).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학력

고졸 62 3.24 .64

.902
전문대졸 59 3.25 .84

대졸 193 3.16 .75

석사 이상 31 3.38 .79

*p<.05

<표 Ⅳ-8> 학력에 따른 조직몰입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결과

업무에 따라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조직몰입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직몰입 수준은 업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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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업무

기획/전략 45 3.46 .92

1.780

인사/총무/홍보 13 3.42 .63

영업/마케팅 72 3.27 .73

재무/회계 16 3.02 .72

구매 14 3.21 .67

생산/설계 129 3.18 .74

연구/개발 46 2.99 .71

기타 10 2.99 .55

*p<.05

<표 Ⅳ-9> 업무에 따른 조직몰입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결과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조직몰입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직몰입 수준은 업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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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26 3.08 .52

1.159

제조업 130 3.19 .7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13 2.96 .74

건설업 16 3.30 .67

도매 및 소매업 18 3.59 .77

운수업 11 2.76 .50

숙박 및 음식점업 3 3.13 .8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 3.03 .82

금융 및 보험업 5 3.20 .7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5 3.35 .8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8 3.15 .66

교육 서비스업 13 3.38 .8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3.08 .6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3.58 .94

기타 13 3.30 .76

*p<.05

<표 Ⅳ-10> 업종에 따른 조직몰입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결과

이어서 고용계약형태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검증을 사용

하였다. 그 결과 <표 Ⅳ-11>과 같이 고용계약형태에 따라 조직몰입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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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1 2 3

고용계약
형태

정규직 신규 244 3.17 .72

3.342*정규직 경력 67 3.19 .78

계약직 34 3.52 .86 *

*p<.05

<표 Ⅳ-11> 고용계약형태에 따른 조직몰입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결과

종합하면,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과 고용계약형태에 따라 조직몰입에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력, 업무, 업종에 따라 조직몰입의 수준은 변하지 않

았다. 그러므로 조직몰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때 성별과 고용계약형태를 통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직적응과 성장욕구, 무형식학습 및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상관관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만족, 조직몰입, 성장욕구, 무형식학습,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상관관계를 <표 Ⅳ-12>와 같이 분석하였다. 무형식학습은 3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므로, 무형식학습의 하위요인 각각 상관분석에 포함시

켰다. 그 결과, 직무만족은 성장욕구, 무형식학습,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몰입 역시 성장욕구, 무형식

학습,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성장욕구와 무형식학습이 직무만족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장

욕구와 무형식학습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 역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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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4-1 4-2 4-3 5

1. 직무만족 1

2. 조직몰입 .591** 1

3. 성장욕구 .515** .442** 1

4. 무형식학습 .535** .450** .614** 1

4-1. 타인과의 학습 .419** .415** .453** .748** 1

4-2. 자기성찰 .398** .373** .553** .824** .504** 1

4-3. 외부탁색 .467** .316** .477** .831** .400** .501** 1

5.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507** .598** .381** .352** .338** .256** .26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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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2>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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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중공선성 진단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에 대한 성장욕구, 무형식학습, 그리고 상사

-부하 교환관계(LMX)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였다. 다중공선성이 높은 경우, 추정된 회귀모형의 표준오차값이 

커져 회귀모형이 잘못 추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회귀모형의 예측력이 감소하게 

된다(이훈영, 2008).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공차한계

(tolerance)를 이용하는 방법과 분산확대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공차한계는 한 독립변인에 대한 다른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를 1에서 뺀 값으로 계산하며, 1에 근접할수록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0.1 이하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

로 판단한다. 분산확대지수는 공차한계의 역수로, 10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양병화, 1998).

종속변수에 대한 성장욕구, 무형식학습,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다중공

선성은 <표 Ⅳ-13>과 같다. 공차한계는 성장욕구, 무형식학습, 상사-부하 교환

관계(LMX)가 각각 .59, .61, .83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확대지수는 각각 1.69, 

1.65, 1.2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

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조직적응에 대한 성장욕구, 무형식

학습, 상사-부하교환관계(LMX)의 회귀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확대지수(VIF)

성장욕구 .592 1.690

무형식학습 .606 1.650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833 1.201

<표 Ⅳ-13> 종속변수에 대한 성장욕구, 무형식학습,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다중공선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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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욕구와 무형식학습이 조직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설 1.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무형식학습이 조직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2.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3.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무형식학습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무형식학습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무형식학습이 조직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

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에 대하여 조직적응의 측정변인을 종속변수로 하

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을 통해 종속변인

의 크기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한 뒤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가. 조직적응에 대한 성장욕구의 영향

1) 직무만족에 대한 성장욕구의 영향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성별, 학력을 통제한 뒤에 성장욕구를 독립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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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표 Ⅳ-14> 참조). 회귀모형의 F값은 28.825로 유의한 모형임을 확인하

였으며, 모형 2에서 설명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성장욕구가 유의미한 설명력(β

=.448)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직무만족

모형
모형 1 모형 2

β t β t

통제변인

성별
(기준:여성)

남성 .189* 3.553 .118* 2.523

학력
(기준:고졸)

전문대졸 .119 1.770 .045 .772

대졸 .069 .969 -.020 -.323

석사이상 .175* 2.830 .117* 2.162

독립변인 성장욕구 .448* 10.463

R2(Radj
2) .072(.061) .298(.288)

⊿R2 .227

F 6.567* 28.825*

*p<.05

<표 Ⅳ-14> 직무만족에 대한 성장욕구의 회귀분석 결과

2) 조직몰입에 대한 성장욕구의 영향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성별, 고용계약형태를 통제한 뒤에 성장욕구를 독립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Ⅳ-15> 참조). 회귀모형의 F값은 21.647로 유의한 모형임을 

확인하였으며, 모형 2에서 설명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성장욕구가 유의미한 설명

력(β=.425)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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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직몰입

모형
모형 1 모형 2

β t β t

통제변인

성별
(기준:여성)

남성 .123* 2.309 .046* .932

고용계약형태
(기준:계약직)

정규직 신규 -.226* -2.736 -.101 -1.318

정규직 경력 -.196* -2.376 -.126 -1.672

독립변인 성장욕구 .425* 8.479

R2(Radj
2) .034(.026) .203(.194)

⊿R2 .169

F 4.056* 21.647*

*p<.05

<표 Ⅳ-15> 조직몰입에 대한 성장욕구의 회귀분석 결과

나. 조직적응에 대한 무형식학습의 영향

1) 직무만족에 대한 무형식학습의 영향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무형식학습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성별, 학력을 통제한 뒤에 무형식학습을 독립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표 Ⅳ-16> 참조). 회귀모형의 F값은 29.995로 유의한 모형임을 확인

하였으며, 모형 2에서 설명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직무만족에 대한 무형식학습의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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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무만족

모형
모형 1 모형 2

β t β t

통제변인

성별
(기준:여성)

남성 .189* 3.553 .106* 2.262

학력
(기준:고졸)

전문대졸 .119 1.770 -.052 -.866

대졸 .069 .969 -.131* -2.038

석사이상 .175* 2.830 -.018 -.317

독립변인 무형식학습 .532* 10.720

R2(Radj
2) .072(.061) .307(.296)

⊿R2 .235

F 6.567* 29.995*

*p<.05

<표 Ⅳ-16> 직무만족에 대한 무형식학습의 회귀분석 결과

2) 조직몰입에 대한 무형식학습의 영향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무형식학습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성별, 고용계약형태를 통제한 뒤에 무형식학습을 독립변인으로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표 Ⅳ-17> 참조). 회귀모형의 F값은 22.583으로 유의한 모형

임을 확인하였으며, 모형 2에서 설명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조직몰입에 대한 무

형식학습의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β=.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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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직몰입

모형
모형 1 모형 2

β t β t

통제변인

성별
(기준:여성)

남성 .123* 2.309 .019 .389

고용계약형태
(기준:계약직)

정규직 신규 -.226* -2.736 -.068 -.889

정규직 경력 -.196* -2.376 -.126 -1.674

독립변인 무형식학습 .445* 8.689

R2(Radj
2) .034(.026) .210(.201)

⊿R2 .175

F 4.056* 22.583*

*p<.05

<표 Ⅳ-17> 조직몰입에 대한 무형식학습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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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가설 2.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1.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2.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적응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으로 보고 있으므로, 

성장욕구를 X변수로 설정한 후 직무만족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추정치

를 산출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성장욕구를 X변수로 설정한 후 조직몰입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이어서 각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의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총 효과를 산출하였다. 이때, 95% 편의수정 부트

스트래핑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

다.

가. 성장욕구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성장욕구를 X변수로, 무형식학습을 M변수로 설정하고 성별, 학력을 통제한 

후 직무만족에 대한 경로계수의 추정치를 산출한 결과는 <표 Ⅳ-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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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값은 31.838로 나타났으며,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모형1: 무형식학습 모형2: 직무만족

coeff se LLCI ULCI coeff se LLCI ULCI

통
제
변
인

성별
(기준:여성)

남성 .0893 .0481 -.0053 .1839 .1209* .0590 .0048 .2369

학력
(기준:고졸)

전문대
졸

.3511* .0760 .2017 .5005 -.0592 .0956 -.2472 .1288

대졸 .3080* .0613 .1874 .4286 -.1429 .0776 -.2955 .0096

석사
이상

.5778* .0922 .3965 .7591 .0338 .1188 -.2000 .2675

독
립
변
인

성장욕구 .5115* .0922 .4378 .5852 .3053* .0569 .1933 .4173

무형식학습 .3819* .0663 .2516 .5123

R .681 .601

R2 .463 .361

F 58.551* 31.838*

*p<.05

<표 Ⅳ-18> 성장욕구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검증

성장욕구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직무만족에 대한 직접효과와 무형식

학습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표 Ⅳ-19>와 같다. 직무만족에 대한 성장욕구

의 직접효과(c´=.3053)와 직무만족과 성장욕구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을 통

한 성장욕구의 간접효과(a5b=.1954)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총 효과

(c=.5007) 역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Ⅳ-1] 참조). 그러므로 직무

만족과 성장욕구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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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직접효과

(LLCI, ULCI)
간접효과

(LLCI, ULCI)
총효과

(LLCI, ULCI)

성장욕구
.3053*

(.1933, .4173)
.1954*

(.1163, .2880)
.5007*

(.4065, .5948)

*p<.05

<표 Ⅳ-19> 성장욕구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와 유의수준

나. 성장욕구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성장욕구를 X변수로, 무형식학습을 M변수로 설정하고 성별, 고용계약형태를 

통제한 후 조직몰입에 대한 경로계수의 추정치를 산출한 결과는 <표 Ⅳ-20>과 

같다. F값은 22.877로 나타났으며,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Ⅳ-1] 성장욕구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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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모형1: 무형식학습 모형2: 조직몰입

coeff se LLCI ULCI coeff se LLCI ULCI

통
제
변
인

성별
(기준:여성)

남성 .1537* .0499 .0556 .2518 .0129 .0770 -.1386 .1645

고용계약
형태

(기준:계약직)

정규직 
신규

-.2294* .0803 -.3873 -.0714 -.0767 .1239 -.3204 .1669

정규직 
경력

-.0915 .0913 -.2711 .0880 -.2040 .1393 -.4780 .0700

독
립
변
인

성장욕구 .5188* .0396 .4410 .5966 .3243* .0740 .1788 .4699

무형식학습 .3908* .0827 .2282 .5534

R .642 .502

R2 .412 .252

F 59.524* 22.877*

*p<.0.05

<표 Ⅳ-20> 성장욕구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검증

성장욕구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조직몰입에 대한 직접효과와 무형식

학습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표 Ⅳ-21>과 같다. 조직몰입에 대한 성장욕구

의 직접효과(c´=.3243)와 직무만족과 성장욕구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을 통

한 성장욕구의 간접효과(a4b=.2027)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총 효과

(c=.5271) 역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Ⅳ-2] 참조). 그러므로 조직

몰입과 성장욕구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독립변인
직접효과

(LLCI, ULCI)
간접효과

(LLCI, ULCI)
총효과

(LLCI, ULCI)

성장욕구
.3243*

(.1788, .4699)
.2027*

(.1234, .2881)
.5271*

(.4048, .6494)

*p<.05

<표 Ⅳ-21> 성장욕구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와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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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성장욕구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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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에 의하여 조절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가설 3.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의 매개효과를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조절할 것이다.

가설 3-1.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조절

할 것이다.

가설 3-2.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조절

할 것이다.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

과가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 model 8을 사용하였다. 먼저 개별경

로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성장욕구와 상

사-부하 교환관계(LMX)의 상호작용이 무형식학습과 조직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였다. 이어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에 따른 성장욕구의 조건부간

접효과와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를 확인하여 중소기

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가 상

사-부하 교환관계(LMX)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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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장욕구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에 의하

여 조절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성장욕구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에 의하여 조절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표 Ⅳ-22> 참조). 검증 결과 모형 1에

서 성별, 학력을 통제한 후 직무만족에 대한 성장욕구의 효과(a5=.4630)는 유

의하였으며, 성장욕구와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상호작용이 무형식학습에 

미치는 영향(a7=.2027)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장욕구와 무형

식학습의 관계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판

단된다. 모형 2에서 직무만족에 대한 성장욕구의 효과(a5=.2207)와 무형식학습

(b=.3056)의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장욕구와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장욕구와 직

무만족의 관계에 대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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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모형1: 무형식학습 모형2: 직무만족

coeff se LLCI ULCI coeff se LLCI ULCI

통
제
변
인

성별
(기준:여성)

남성 .0609 .0466 -.0308 .1525 .1184* .0555 .0092 .2277

학력
(기준:고졸)

전문대
졸

.3561* .0730 .2125 .4997 -.0340 .0898 -.2107 .1427

대졸 .3409* .0592 .2244 .4574 -.0874 .0738 -.2326 .0578

석사
이상

.5484* .0888 .3737 .7231 .0699 .1114 -.1498 .2890

독
립
변
인

성장욕구 .4630* .0389 .3865 .5394 .2207* .0551 .1124 .3291

LMX .0850* .0337 .0186 .1513 .2822* .0405 .2026 .3618

성장욕구 x LMX .2027* .0467 .1107 .2946 -.0025 .0571 -.1148 .1098

무형식학습 .3056* .0648 .1782 .4329

R .712 .666

R2 .507 .443

F 49.532* 33.412*

*p<.05

<표 Ⅳ-22> 성장욕구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에 의해 조절된 무형식학

습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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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성장욕구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에 의해

조절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

단, 개별경로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건부효과의 크기를 확

인하거나 조절된 매개지수를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해석할 수 있다

(이형권, 2016; Hayes, 2015). 이 모형에서 성장욕구가 무형식학습을 경유하

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조건부간접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θX→Yb = (a5 + a7W)b

따라서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가 무형식학습을 경유하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W변수인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크기에 의존한다. 상사-부하 교

환관계(LMX)의 여러 수준에서 성장욕구가 무형식학습을 경유하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조건부간접효과를 추정하고 추론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23>과 

같다.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수준이 –1SD(-.6968), Mean(.000), 

+1SD(.6968)인 경우 모두 조건부간접효과(ω=.0983, ω=.1415, ω=.1846)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커짐에 따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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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간접효과의 크기가 증가하는 정도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4] 

참조). 또한 조절된 매개지수(a7b=.0619)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성장욕구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는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에 의

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MX
조절변수의 평균값과 ±1SD에서의 조건부간접효과

Effect Boot SE BootLLCI BootULCI
-1SD(-.6968) .0983* .0308 .0457 .1659
Mean(.0000) .1415* .0357 .0768 .2168
+1SD(.6968) .1846* .0461 .0999 .2819
조절된 매개효과지수 .0619* .0232 .0210 .1124

*p<.05

<표 Ⅳ-23>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수준에 따른 조건부간접효과의 계수 및 조절된 매개효과지수

[그림 Ⅳ-4]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크기에 따른 직무만족에 대한 성장욕구의

조건부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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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장욕구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에 의하

여 조절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성장욕구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에 의하여 조절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표 Ⅳ-24> 참조). 검증 결과 모형 1에

서 성별과 고용계약형태를 통제한 후 성장욕구의 효과(a4=,4803)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성장욕구와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상호작용

(a6=.1958)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성장욕구와 무형식학습의 

관계를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 2에서 

조직몰입에 대한 성장욕구의 효과(a4=.1766)와 무형식학습의 효과(b=.2620)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몰입에 대한 성장욕구와 상사-부하 교

환관계(LMX)의 상호작용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

장욕구와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조절효과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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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모형1: 무형식학습 모형2: 조직몰입

coeff se LLCI ULCI coeff se LLCI ULCI

통
제
변
인

성별
(기준:여성)

남성 .1202* .0489 .0241 .2164 .0071 .0676 -.1258 .1400

고용계약
형태

(기준:계약직)

정규직 
신규

-.1440 .0803 -.3014 .0134 -.0252 .1102 -.2418 .1915

정규직 
경력

-.0131 .0913 -.1664 .1926 -.1026 .1250 -.3485 .1433

독
립
변
인

성장욕구 .4803* .0411 .3994 .5611 .1766* .0667 .0454 .3078

LMX .0818* .0355 .0121 .1516 .5052* .0490 .4089 .6015

성장욕구 x LMX .1958* .0502 .0970 .2946 .0329 .0703 -.1055 .1712

무형식학습 .2620* .0745 .1155 .4086

R .672 .661

R2 .451 .437

F 46.350* 37.319*

*p<.05

<표 Ⅳ-24> 성장욕구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에 의해 조절된 무형식학

습의 매개효과 검증

[그림 Ⅳ-5] 성장욕구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에 의해

조절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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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3가지 수준에서 성장욕구가 무형식학습을 경유

하여 조직몰입에 미치는 조건부간접효과를 추정하고 조절된 매개지수를 확인한 

결과는 <표 Ⅳ-25>와 같다.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수준이 –
1SD(-.6968), Mean(.000), +1SD(.6968)인 경우 모두 조건부간접효과(ω

=.0901, ω=.1258, ω=.1616)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사-부하 교

환관계(LMX)가 높아짐에 따라 조건부간접효과의 크기가 증가하는 정도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6] 참조). 또한 조절된 매개지수(a6b=.0513)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성장욕구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는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MX
조절변수의 평균값과 ±1SD에서의 조건부간접효과

Effect Boot SE BootLLCI BootULCI
-1SD(-.6968) .0901* .0269 .0386 .1445
Mean(.0000) .1258* .0351 .0549 .1927
+1SD(+.6968) .1616* .0420 .0680 .2533

조절된 매개효과지수 .0513* .0226 .0122 .0996

*p<.05

<표 Ⅳ-25>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수준에 따른 조건부간접효과의 계수 및 조절된 매개효과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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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크기에 따른 조직몰입에 대한 성장욕구의

조건부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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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가.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무형식학습이 조직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1에 따라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가 조직적응에 미치는 영

향과 무형식학습이 조직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변

인 간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차이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성별, 학력에 따라 조직적응의 측정변인인 직무만족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후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또한 성별, 고용계약형태에 따라 조직적응의 측정변인인 조직몰입의 수준이 달

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후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성장욕구가 조직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성장욕구가 조직

적응의 측정변인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검증하

였다. 성별, 학력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장욕구가 직

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 초기경력

자의 성장욕구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가정한 연구가설 1-1은 채택되

었다. 또한 성별, 고용계약형태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장욕구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중

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가정한 연구가설 

1-2는 채택되었다.

또한 무형식학습이 조직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무형식학

습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성장욕구

와 조직적응을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수준에 따라 직무

만족 및 조직몰입의 수준이 달라지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무형식학습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무형식학습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가정한 연구가설 1-3은 채택되었으며,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무형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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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가정한 연구가설 1-4 역시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의의는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

의 성장욕구와 무형식학습이 중소기업 초기경력자가 조직에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무형식학습은 조직

적응 측정변인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가

설 1은 채택되었으며, 중소기업 초기경력자가 조직 내에서 자아실현을 이루려고 

할수록,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조직 내에서 초기경력자

의 무형식학습 활동이 활발할수록 조직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장욕구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기존의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동시에, 성장욕구의 영향을 확인한 여러 개별 연구를 종합했다

고 볼 수 있다. 박승동(1998), 윤노준(2011), 이혁준(2010), Loher, Noe, 

Moeller와 Fitzgerald(1985)는 성장욕구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박승동(2002), 함상우(2014), Steer(1977)는 성장욕구가 조직몰입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성장욕구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영향을 확인

한 것은 한 연구 내에서 위와 같은 여러 연구의 결과를 지지함과 동시에 종합적

으로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나.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의 매개효과

연구가설 2에 따라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하여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

장욕구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무형식학습을 통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구명하였으며,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가 조직몰입

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무형식학습을 통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구명하였다.

결과에 대해 논의하자면 우선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는 직무만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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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직접효과(.3053)를 미치며, 무형식학습을 통해 유의한 간접효과(.1954)

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욕구는 무형식학습을 증가시키며, 무형식학습은 

직무만족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가 무형

식학습을 매개로 하여 직무만족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조직몰입에 대해 성장욕구가 유의한 영향

(.3243)을 미치며, 무형식학습을 통해 유의한 간접효과(.2027)를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성장욕구는 무형식학습을 증가시키는데, 성장욕구에 의해 증가된 

무형식학습은 조직몰입을 증가시킨다. 즉,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가 무

형식학습을 매개로 조직몰입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구명된 간접효과를 종합하자면,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측정변인 모두의 관계

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초기경력자가 

성장, 발전하고자 한다면 타인과의 학습, 성찰, 외부탐색 등 무형식학습 활동이 

더 자주 일어나며, 무형식학습 활동 결과 조직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개인과 조직의 적합모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의 

욕구를 조직이 만족시킬 때 조직적응이 발생하게 되는 데, 개인이 조직 내에서 

성장,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무형식학습을 통해 만족시킴으로써 조직적응이 

발생하게 된다.

다.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에 의하여 조절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연구가설 3에 따라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가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에 의해서 조절되는가를 검

증하였다. 검증을 위하여 성장욕구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크기에 의존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성장욕구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크기에 의존하는지를 확인하였

다.

결과를 논의하자면 첫째, 무형식학습에 대한 성장욕구와 상사-부하 교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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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X)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사-부하 교환관계

(LMX)가 높은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경우, 성장욕구가 무형식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낮은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에 비해 큰 경향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직무만족에 대한 성장욕구와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상호작용효

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장욕구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상사

-부하 교환관계(LMX)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직몰입에 

대한 성장욕구와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상호작용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장욕구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

(LMX)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조건부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독립변인이 종

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사-부하 교환관계

(LMX)의 3가지 수준(M‾ , M‾±1SD)에 따라 직무만족에 대하여 성장욕구가 조

건부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높은 

경우, 성장욕구가 무형식학습을 거쳐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낮은 경우 성장욕구가 무형

식학습을 거쳐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평균을 중심으로 한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3가지 수준에 따

라 조직몰입에 대한 성장욕구의 조건부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높은 경우, 성장욕구가 무형식학습을 거쳐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낮

은 경우 성장욕구가 무형식학습을 거쳐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넷째, PROCESS macro model 8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지수를 확인한 결

과 성장욕구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상사-부하 교환

관계(LMX)가 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클수록 

성장욕구가 무형식학습을 통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향이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3-1은 채택되었다. 또한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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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확인한 결과 성장욕구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사-부하 교환관계

(LMX)가 클수록 성장욕구가 무형식학습을 통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3-2는 채택되었다.

논의를 종합하면, 성장욕구와 직무만족 사이의 관계와 성장욕구와 조직물입의 

관계를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조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조

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3은 채택되었다. 즉,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가 높은 중소기업 초기경력자는 성장욕구가 무형식학습을 거쳐 조직적응으로 이

어지는 경향이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낮은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에 비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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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 무형식학습,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와 조직적응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

장욕구가 조직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구명한다. 둘째, 중소기업 초기경

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셋

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상사-부하 교환관

계(LMX)에 의해서 조절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각 연구 목표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 연구 가설은 첫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

의 성장욕구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

구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무형식학습은 직

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무형식학습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등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

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중소기업 초기

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

다 등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직무만족의 관

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조절할 것이다,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를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조절할 것이다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표 모집단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우수중소기업의 

초기경력자이다. 초기경력자의 경우 이직횟수와 상관없이 전체 재직기간 3년

(36개월) 이하로 정의하였다.

자료 수집은 10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주간 KSDC의 온라인 설문시스

템과 우편조사 및 대면조사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총 91개 기업의 450명을 대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총 368명으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불성실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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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제외하여 345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도구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성장욕구, 무형식학습, 상사-부하 교환관계

(LMX), 일반적 특성의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직무만족

은 18문항, 조직몰입은 10문항, 성장욕구는 6문항, 무형식학습은 12문항, 상사

-부하 교환관계는 7문항, 일반적 특성 9문항으로 총 6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반응 양식은 리커트 5점 척도이며,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검증을 위하여 박사학

위 소지자 2명, 박사수료 연구생 3명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중소기업 초기경력

자 3명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53부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를 

통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변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

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확인하였다. 각 변인들 간 상관관

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활용하였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직접적 영

향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4와 

model 8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적 유의미성은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05수준에서 판단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β=.448)

와 무형식학습(β=.532)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욕구(β=.425)와 무형식학습(β=.445)이 조직몰입에 영향 역시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확

인한 결과,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는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무형식학

습을 통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는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을 통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관계에서 상사-부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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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관계(LMX)에 의하여 조절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8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상사-부하 교환관계(LMX)는 성장욕구와 무형식학습 사이의 관계를 유의

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7b=.0619). 또한 성장욕구와 조직적응의 측정

변인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조절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a6b=.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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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과 성장욕구, 무형식

학습 및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었으며, 연구 결과

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와 무형식학습이 조직적응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욕구 및 무형식학습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는 조직적응의 측정변인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

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동시에, 성장욕구와 무형식학습이 중

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준

다. 즉 중소기업 내에서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은 개인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

을수록 더 발생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 이 연구의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형식학습이 조직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함으로써,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한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무형식학습의 효과로 초기경력자의 조직

적응을 제시했다는 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성장욕구는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에 직접효과 및 무형식학습

을 통한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초기경력자가 

조직 내에서 성장 및 발전하려고 하거나 조직 내에서 자아실현을 이루려고 할수

록 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 등 무형식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이런 무형식학습의 결과 조직적응에 이르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개

인과 조직의 적합모형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초기경력자가 가진 

성장욕구를 무형식학습을 통해 만족시킴으로써 조직적응이 발생한다. 따라서 중

소기업은 사내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으로 무형식학습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일터학습의 전

체론적인 관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중소기업 초기경력자가 갖고 있는 성장

욕구가 일터학습의 다양한 요소 중 무형식학습 활동의 투여를 통해 직무만족이

나 조직몰입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초기경력자의 

성장욕구가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형식학습 활동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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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형식학습 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무형

식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내 집체교육, 공식적인 코칭, 구조화된 OJT, 사외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등의 형식학습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조직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식학습에 성장욕구와 상사-부하 교환관

계(LMX)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와 상사가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를 도울수록 성장

욕구를 지닌 개인이 무형식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에게 직속상사는 무형식학습 활동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성장욕구를 지닌 중소기업 초기경력자가 보다 쉽게 무형

식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성장욕구가 

무형식학습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상사-부하 교환관계(LMX)를 촉진해야 한다.

넷째, 성장욕구가 조직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에 의

해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속상사와 초기경력자 사이의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타인과의 학습, 외부탐색, 자기성찰 등 무형식학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성장욕구를 충족시키는 등의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아 성장욕구가 조직

적응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아가 성장욕구가 높은 중소기업 

초기경력자는 직속상사와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직속상사와의 상호작용 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성장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조직적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직속상사는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을 위해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넘어서 초기경력자와의 상호

작용에서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학습을 유도해야 하며, 초기경력

자가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성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성장욕구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상사-부

하 교환관계(LMX)가 조절하며, 성장욕구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상사-부하 교환관계(LMX)가 조절한다. 이를 통해, 상사-부하 교환

관계(LMX)가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 차원과 조직 차원 모두에서 상사-부하 교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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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LMX)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초기경력자는 조직적응을 위해 직속

상사와의 관계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 조직은 직속상사와 초기경력자가 호

혜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직속상사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교육에 상사-부

하 교환관계(LMX)의 중요성을 포함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초기경력자와 직속

상사 사이의 멘토링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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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이 연구에서는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과 성장욕구, 무형식학습 및 상사

-부하 교환관계(LMX)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초기경력자를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 성장욕구, 무형식학습 

및 상사-부하 교환관계(LMX)의 수준을 확인하고 조직적응에 필요한 개인의 내

재적 욕구와 교육적 요인을 파악한 데 의의가 있다, 그리나 대기업 초기경력자

는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와 달리 기업 내에서 조직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대기업 초기경력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응과 성장욕구, 무형식학습, 상사-

부하 교환관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조직적응을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같은 측정변인을 통해 

측정하였으나 조직적응 자체를 하나의 변인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

다. 지금까지 조직적응을 다룬 연구에서는 조직적응을 측정변인을 통해 분석하

였으며, 조직적응의 측정변인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업무능력, 직무

성과, 역할명료성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연구자에 따라 측정변인에 견해가 모

두 다르다. 그러나 조직적응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조직적응

의 특징을 구인화하여 조직적응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조직의 내부인으

로서 조직의 맥락에 맞게 변화하고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여 조직적응을 구인화할 수 있으며, 조직사회

화의 다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조직사회화의 결과를 조직적응의 하위

변인으로 구인화할 수 있다.

나. 연구 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언

첫째, 무형식학습 활동은 다양한 교육이나 조직적 맥락에 의해 촉진될 수 있

으므로, 다양한 개입(intervention)을 활용하여 무형식학습을 통해 조직적응에 



- 114 -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공식적인 코칭, 집체교육, 프로젝트 

참여, 사외연수 등의 학습활동은 무형식학습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문화, 

구조, 시스템, 지원 그리고 구성원 등의 학습 친화적인 맥락에 따라 무형식학습 

활동이 달라진다. 따라서 무형식학습의 촉진을 통해 조직적응을 달성하려는 경

우,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한 개입이나 학습 친화적인 맥락에 대한 개입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를 일반화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인 중소기업 

초기경력자는 조직적응이라는 공통적인 이슈를 갖고 있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업종, 업무, 지역에 따라 다양한 맥락에 놓일 수 있다. 따라

서 목표 모집단 외의 중소기업 초기경력자에게 연구결과를 적용할 때 신중을 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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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조사 도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소기업 사원 여러분들께서 조직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요소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지는 총 7면이며, 응답하시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최대 10분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는 회사의 사적 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데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 정말 고맙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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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조직적응

1.직무만족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내 일은 나에게 일종의 취미와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일은 항상 흥미로워서 나를 지겹게 만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친구들은 나보다 자신들의 일에 더 흥미로워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일이 즐겁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여가시간보다 내 일을 더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종종 내 일이 지겹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현재 내 일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거의 매번 마지못해 내 일을 하러 간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당분간 내 일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일에서 얻을 수 있는 흥미보다, 현재 일이 
더 흥미롭지는 않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확실히 내 일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 일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3 거의 매일 나는 내 일에 열정적으로 임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매일 매일의 일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다른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내 일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 일은 별로 흥미롭지 않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아래는 조직적응과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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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직몰입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7 나는 내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을 맡고 있는 것이 
실망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회사의 일원이어서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만약 다른 회사로 간다면, 지금 회사에서 만큼의 
애사심이 쉽게 생기지 않을 거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회사에서 가족같은 느낌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게는 소속 부서 또는 회사에 대한 애착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이 회사는 내게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회사에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회사의 일원으로서 내가 누리는 것들을 생각하면,
나는 이 조직에 많은 빚을 진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에 대한 회사의 대우(또는 배려) 때문에, 내게는 이 
조직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지향하는 가치와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는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 조직에 전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이 회사의 사명(미션) 또는 가치에는 내가 믿고 
전념하는 부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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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성장욕구

아래는 성장욕구와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귀하가 현재 조직에서 느끼는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보다 상사로부터 공정한 대우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수행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갖고 싶은 욕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비교적 어렵고 도전적인 업무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어울리는 승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힘들더라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업무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업무로부터 가치 있는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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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무형식학습

아래는 무형식학습과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평소 귀하의 생각이나 상황과 일

치하는 곳에 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특정 업무 상황과 관련하여 상사와 비공식적인 
토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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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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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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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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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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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나는 어려운 업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 참여한 
공식 교육훈련 프로그램(집합교육 등)에서 배운 것을 
되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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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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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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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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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나는 어려운 업무 상황 해결을 위한 정보 및 지식을 
얻기 위해 회사 밖의 관련 전문가들과 연락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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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아래는 직속상사와의 관계와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

운 곳에 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나의 직속상사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나는 대체로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직속상사는 나의 업무상 문제점이나 필요사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직속상사는 내 잠재력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업무상 어려움에 봉착할 때 나의 직속상사는 
그의 모든 권한을 활용하여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직속상사는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나를 
어려운 처지에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직속상사를 충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직속상사의 결정을 옹호하며 정당하다고 인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속상사와 나의 생각은 서로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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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반적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____________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석사 이상

4. 귀하가 소속된 회사의 업종은?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② 광업 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③ 제조업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⑯ 교육 서비스업

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⑥ 건설업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⑧ 운수업 ⑳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⑨ 숙박 및 음식점업 자가소비 생산 활동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㉑ 국제 및 외국기관

⑪ 금융 및 보험업 ㉒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⑫ 부동산 및 임대업

아래는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개인 정보는 연구의 목적

으로만 사용됩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 해당하는 번호에 V표시 해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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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6.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귀하의 재직기간은?  

약 __________ 개월

7. 현재의 직장은 귀하의 첫 번째 직장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현재의 직장이 첫 번째 직장이 아닌 경우) 

   귀하의 전체 재직기간은?  약 __________ 개월

9. 귀하의 고용계약 형태는? 

① 정규직 신규 채용  ② 정규직 경력 채용  ③ 계약직(인턴 및 파트타임)

-오랜 시간 응답해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

① 기획/전략 ② 인사/총무/홍보 ③ 영업/마케팅 ④ 재무/회계

⑤ 구매 ⑥ 생산/설계 ⑦ 연구/개발 ⑧ 기타(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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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al 

Adjustment, Growth Needs, Informal 

Learning, and Leader-Member Exchange of 

Early Career Employees at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by Jeong, Ji-Yong

Dissertation for the Master of Philosophy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9

Major Advisor: Kim, Jin-Mo,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among 

adjustment to organization, growth needs, informal learning and LMX of 

Early careers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 To satisfy the 

research goal, the specific research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explore the direct effect of early careers’ growth needs on adjustment 

to organization, second,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inf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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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in relationship between growth needs and adjustment to 

organization, third, corroborat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informal 

learning on relationship between growth needs and adjustment to 

organization, given LMX as a moderator.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is targeted at the early careers working 

at excellent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which are registered at 

the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Information System. By early careers 

it means employees who have started their career for less than three 

years, regardless of the number of turnover.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9th to November 16th, for four weeks via online survey 

system operated at KSDC, email and face-to-face survey. A total of 

368 responses from 91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ere collected, of 

which 345 responses were analyzed after removing careless responses. 

The research instrument consists of 62 items, among which were 18 

items on job satisfaction, 10 item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6 

items on growth needs, 12 items on informal learning, 7 items on LMX 

and 9 items on general characteristics on 5-Likert scale.

F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difference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level of perceptions on each 

variable,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were 

utilized. Furthermore, to analyze the correlation among variables,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In order to identify the direct effect 

of independent variable on dependent variab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giv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covariance drawing 

upon the results from correlation analysi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 Hayes(2013)‘s PROCESS macro 

model 4 and model 8 were adopted. All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at .05, which is the most globally used cu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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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growth needs 

and informal learning of early careers in SM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ch are the manifested variables of adjustment to 

organization. Second, the growth needs of early careers in SME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rough informal learning on job satisfaction. 

Additionally, the growth needs of early careers in SME turns out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via informal learning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LMX moderates the mediation of informal learning in 

relationship between growth needs and job satisfaction of early careers 

in organization. Moreover, LMX moderates the mediation of informal 

learning in relationship between growth need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early careers in organization. 

Drawing upon the results from analysis, concluding results could be 

made as follows; first, growth needs and informal learning has a positive 

association with adjustment to organization. This result aligns with the 

result from preliminary studies as well as demonstrates that growth 

needs and informal learning play crucial role in adjustment to 

organization. Second, growth needs has a indirect effect through 

informal learning and direct effect on adjustment to organization. This 

means that as the early careers try to develop themselves within 

organization, they actively learn with others, reflect themselves and 

seek external activities, through which they adjust to organization. 

Third, LMX moderates the mediating effect of informal learning in 

relationship between growth needs and adjustment to organization. This 

indicates that within supporting and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early 

careers and their supervisors in SME, individual with high grow needs 

are likely to actively participate in informal learning. Thu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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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ating the adjustment to organization of early careers, m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relationship between early careers and their 

supervisors. Moreover, organization should promote leadership training 

program as well as a wide range of communication programs which will 

form the grounds for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ors 

and early careers and promote the interaction between them.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could be as follows. First, as 

early careers in large corporations are in different context compared to 

them in SME, for furthering the literature, the relationship among 

adjustment to organization, growth needs, informal learning, LMX of 

early careers in large corporations should be investigated. Second, 

adjustment to organization should be developed as a unitary concept or 

variable, although in this study it was evaluated by combining two 

variables, namely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Moreover, the implications for the field are as follows; first, as informal 

learning could be promoted by diverse interventions, interventions 

affecting adjustment to organization through informal learning needs to 

be considered. Second, despite the shared issue of adjustment to 

organization among early careers in SME, the levels of adjustment to 

organization would vary according to type of fields, jobs and region. 

Thus, it should be cautious to generalize the result towards the early 

careers in SME. 

Key Word: Early career employees, Organizational adjustment, Growth 

needs, Informal learning, Leader-member exchange

Student Number: 2017-2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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