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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과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의 인과적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년 

정 두 진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인학습과 학습동기, 직

무특성 및 조직문화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과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의 인과모형이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개인학습과 각 변인간의 직접

적 영향 관계를 구명하는지, 개인학습과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와의 관계에서 학

습동기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이며, 목표모집단으로 중

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근로자로 설정하였다. 조사도구는 

개인학습, 학습동기, 직무특성, 조직문화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구

성하고 직접방문과 우편 등을 활용하였다. 개인학습의 조사도구는 개인적 경험, 

탐색 및 성찰, 개념 형성, 적용 및 평가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학

습동기 조사도구는 내재적 목표지향성, 외재적 목표지향성, 과제가치를 구성요

소로 하였다. 직무특성 조사도구는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

성, 피드백을 구성요인으로 하였으며, 조직문화는 적응성, 일관성, 참여, 미션

의 네 가지 요인을 구성요인으로 하였다. 또한, 조사도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26개 

기관에 총 380부를 배부하여 359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94.5%). 이 중 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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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및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323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유효응답률 

85.0%). 자료의 분석은 SPSS 15.0 for Windows와 AMOS 7,0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

다. 한편,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의 기준을 0.0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에 대해 학습동기, 직무

특성 및 조직문화가 직접적인 정적영향을 미치고, 직무특성과 조직문화가 학습

동기를 매개로 개인학습에 간접적인 정적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모형에 대

한 적합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에 대

한 학습동기 경로계수( )는 0.613, 조직문화 경로계수( )는 0.210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직무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

다. 셋째, 종소기업 근로자의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와 개인학습과의 관계에서 

학습동기는 매개효과를 가지며,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특성의 간접효과는 0.36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직접적

인 효과는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 않아 학습동기가 두 변인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의 간접효과는 0.217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효과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나 두 변인과의 

관계에서 학습동기가 불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으로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중소기업 근로자

의 개인학습과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 간의 인과관계 모형은 개인학습

과 직무특성, 개인학습과 조직문화의 관계를 제외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가 성

립되었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습동기와 조직문화는 개인학습에 직접적

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특성은 학습동기를 매개

하여 근로자의 개인학습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나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조직문화는 학습동기를 매개하여 근

로자의 개인학습에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간접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이 연구의 결론을 기초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문화 측정에 있어 연구에서 사용한 성과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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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측정방식과는 달리 조직문화를 유형화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조직문화

의 유형별 개인학습의 영향관계를 살펴본다면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개인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조

직특성 변인을 대상으로 인과적인 관계를 밝혀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개인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으로 구분하여 구

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중소기업의 업종을 고려한 세분화된 연구

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연구의 모집단으로 설정하였

으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할당 표집을 한다면 더욱 다양한 연구결과를 도

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개인학습, 학습동기, 직무특성, 조직문화, 중소기업 근로자, 

구조방정식모형

학  번: 2010-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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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무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조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

력 확보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은 조직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김강호, 2008). 이에 따라 조

직 내에서 일어나는 학습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Eraut, 

2010; Bratton et al., 2003; Enos, M. D., 2001; 문세연, 2010; 나병선, 

2001). 특히 학습을 촉진 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속성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직 시스템과 조직 구성원의 학습 간의 상호역학적인 관계

를 구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Kwakman, 2003; van Woerkom et al., 

2002; Greenberg, 1999).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조직에서 개인의 학습을 

지원하는 체제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학습체계의 구축이 미흡한 중소기업으로의 일반화는 무리가 있다

(Tan, 1999; Westhead & Storey, 1996; 문세연, 2010; 김강호, 2008). 

한편, 중소기업은 대부분 기민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분화

되고 고급화된 다품질, 소량 생산시대로서의 세계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기업형태를 갖추고 있다(강순희 외, 2001; 전형윤, 2000). 이러한 

중소기업의 유연한 기업형태에 맞추어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도

의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인재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사회적인 고용난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력난

을 겪게 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중소기업청, 2010b). 특히, 고급인력

의 경우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박

윤희, 김수원, 김영생, 2010; 김강호 2008). 우수인재에 대한 외부 인력의 유

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적 육성을 통한 우수인재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지

만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학습지원은 대기업에 비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청, 2010b). 이는 2008년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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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노동비용총액 중 근

로자 1인당 월평균 교육훈련비가 대기업은 1.23%인 반면, 중소기업은 0.29%

에 불과하였다.

한편, 조직 내 개인학습은 조직이 처한 환경의 변화에 조직의 생존을 위해 대

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Nonaka, 1994; Senge, 1990). 조직 내의 학습은 일반적으로 개인, 집단, 

조직의 학습으로 구분하지만(Pawlowsky, 2001; Glynn, Lant & Milliken, 

1994), 본질적으로 학습의 주체는 개인이며 개인의 학습행동이 집합성을 이룰 

때 조직 수준의 학습으로 발전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물리적 환경의 제약

으로 인해 형식적 학습을 통한 행동의 변화보다는 주로 일터에서의 무형식적 

혹은 우연적인 학습에 의해서 인지 및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의 조직 내의 개인학습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직 수준의 변인들인 학습지원(Skule, 2004; 김지영, 2010), 상사의 

리더십(이승덕, 2006; 이화숙, 2007), 조직특성(Enos, Kehrhahn & Bell, 

2003; 이진화, 2006), 학습조직 구축요인(주현미, 2007) 및 조직환경(김강호, 

2008)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인들은 조직 내의 개인이 주도

성을 가지고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간과하고 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 내의 개인학습에 대해서 조직적 특성과 함께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을 함께 다루어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이란 개인차

에 따라 학습의 수준을 다르게 나타내는 요소로 개별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와 

이 요소들을 통해 구별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중 학습동기(Kremer, 2006; 

Sambrook, 2002; Sambrook & Stewart, 2000; 한상훈, 2007), 직무특성

(Doombons, et al., 2008; van Woerkom et al., 2002; 민상기, 2011; 

문세연, 2010)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조직적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적으로 조직문화가 조직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 내 

개인학습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Deal and Kennedy,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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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 and Waterman, 1982; 김진희, 2007). 한편, 조직문화와 개인학습

과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조직문화를 유형화 시켜 접근하는 방법을 많이 사

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직문화가 개인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

문화는 효과적인 조직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Schmidt, Gillespie, Kotraba & Richie, 2008).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들의 개인학습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개인학습과 개인특성 변인과 조직특성 변인과의 관계를 구명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에 대한 주요변인인 학습동기와 근로자들의 학습에 

대한 상황적인 면을 고려할 수 있는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 등과의 관계 구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학습을 통

해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학습체계 구축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인학습과 학습동기, 직무

특성 및 조직문화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과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의 인과

모형을 설정하고 변인 간 인과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과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의 직접

적 영향 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과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의 학습동기를 매

개로한 간접적 영향 관계를 구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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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

연구 목표에 따라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의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1.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과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가설 2.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는 개인학습에 직

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습동기는 개인학습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특성는 개인학습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중소기업 근로자의 조직문화는 개인학습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가 학습동기를 매개로 개인

학습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특성은 학습동기를 매개로 개인학습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중소기업 근로자의 조직문화는 학습동기를 매개로 개인학습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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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된 업종별 기준에 준하는 기업으로 상시 

종업원 수,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을 의미

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된 중소기업을 기준으

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

한다.

나. 개인학습

개인학습(individual learning)은 조직 내 구성원이 조직이 부여한 개인적 

역할과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인지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

에서는 개인적 경험, 탐색 및 성찰, 개념 형성, 적용 및 평가의 네 가지 요인으

로 구성하여 개발한 민상기(2011)의 개인학습 척도를 중소기업 근로자 상황에 

맞게 수정한 척도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학습동기

학습동기(learning motivation)는 개인의 학습행동을 발생시키고, 지속적으

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을 유지 및 강화시키는 내적 상태 또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내재적 목표지향성(intrinsic goal orientation), 

외재적 목표지향성(extrinsic goal orientation), 과제가치(task value)를 구

성요인으로 하고, Pintrich 외(1991a)가 개발한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MSLQ)를 중소기업 근로자 상황에 맞게 수정·번안한 

도구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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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무특성

직무특성(job characteristic)은 개인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의미감, 책임감, 결과 등을 인지하는 것으로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

성, 자율성, 피드백을 구성요인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Hackman & 

Oldham(1980)이 개발한 Job Diagnostic Survey(JSD)를 중소기업 근로자 

상황에 맞게 수정·번안한 도구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조직문화

조직문화는 조직 내 구성원들의 인지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유된 가치, 

신념 및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조직의 네 가지 문

화적 특성인 적응성, 일관성, 참여, 미션의 네 가지 요인으로 Zheng(2005)이 

Fey와 Denison(2003)가 개발한 문항을 원저자의 검토를 통해 간소화하여 재

구성한 조직문화 측정 문항을 중소기업 근로자 상황에 맞게 수정·번안한 척도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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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습

가. 중소기업의 개념 및 특성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의미하며 각 나라마다 그 범위와 개념을 기업 구조의 상황에 맞추어 규정하고 

있다(문세연, 2010; 김강호, 2008). 따라서 중소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할 때 

그 개념적 특성을 통일되게 구명하는 경우는 없으며, 유럽은 250명 미만, 미국

은 500명 미만, 일본은 300명 미만의 상시 종사자를 지닌 기업을 중소기업으

로 구분하고 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6; OECD, 2000; Storey, 

1994).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으로 구분

하여 볼 수 있는데, 양적인 기준은 종업원 수, 매출액, 총자산, 자본금 등을 들 

수 있으며, 질적인 기준으로는 생산품의 수명주기, 기업의 사업형태, 기업 경영 

동기 등이 있다(박윤희, 김수원, 김영생, 2010). 하지만 일반적으로 양적인 기

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을 분류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김미

숙, 오영훈, 이성, 김수원, 2006).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12월에 제정된 중소기업법에 의해 중소기업을 법적

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범위를 업종

의 특성,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시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

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주된 사업의 업종별로 <표 Ⅱ-1>과 같이 기준이 제

시되어 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 자기자본이 5백

억 원 이상인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 원 이상인 

기업 중에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시키는 경우 종소기업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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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의 업종 분류부호 범위기준

1 제조업 C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B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4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5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100억원 이하
교육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자본금 50억원 이하

자료: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개정 2009. 3. 25>

주: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표 Ⅱ-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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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304만개로 전체 사업자수의 99.9%이며, 종

사자는 1,146만 명으로 전체 고용의 87.7%를 차지하고 있다(중소기업청, 

2010a). 또한, 최근 10년간 대기업의 고용은 61만 명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은 379만 명 증가하여 고용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중소기업청, 2010b). 이는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신규 고용창출 및 경제 활력회

복에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체 수와 고용에 있어 우리 경제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중소제조업은 2008년 기준으로 생산

액과 부가가치에 있어 각각 542조원, 189조원으로 경제 전체에 46.4%, 

49.2%를 차지하고 있어(중소기업청, 2010b), 한국경제성장에 있어 중소기업

의 역할이 막중함을 보여주고 있다.

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습특성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술부족

과 숙련 형성의 부족으로 인해 경영성과 및 경쟁력 면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박윤희, 김수원, 김영생, 2010; 신상철, 2008). 실제로도 인적

자원개발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고 있

다(김형만, 김철희, 2000; 강순희, 1998). 2008년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동

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교육훈련비는 대기업의 경우 노동비용총액의 1.23%인 5만8,100원, 중소기업

은 0.29%인 8,300원에 불과했다. 또한, 1인당 낮은 교육훈련비를 제공받는 교

육훈련의 품질도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으며(김강호, 2008), 이러한 중

소기업은 소극적인 교육훈련 참여의 원인으로는 업무공백우려(50%), 적합한 

교육과정 부족(30.5%), 교육훈련비용 부담(16.2%) 등으로 나타났다.(중소기

업청, 2004). 게다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중요

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전체의 2.36%인 50,45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 2010b).



- 10 -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의 학습은 외부로 부터의 우수한 인력의 유입이 어려

운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김강호, 2008; Sambrook, 2003; Vinten, 2000). 또한, 중소기업의 학

습은 지속적이고 변화되고 있는 시장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 및 

기업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Encel, 2003; Curtis & McKenzie, 2001; 

Fernald et al., 1999).

이러한 중소기업의 학습은 근로자가 특정 직무 또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능력을 획득하는 과정이다(김강호, 2008).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직무수행상황에서 학습이 조직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김미숙 외, 2006; Fernald et al., 

1999).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과는 달리 형식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힘든 상

황이기 때문에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적 학습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 요소

가 되고 있다(문세연, 2010; 김강호, 2008). 또한, 중소기업은 낮은 수준의 권

위적 구조와 자원 및 시간 활용의 제한 등의 이유로 일터학습에 적합한 조직특

성을 지니고 있어 상호작용을 통한 우연적이고 반응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Storey, 2004; Wong & Aspinwqll, 2004; Bacom, 1996). 한편,  중소

기업은 특유의 내부적 특성으로 인해 소유경영자의 의한 의사결정(Brown, 

2000), 단순한 조직구조(Mintzberg et al., 1999), 개인관계에 기초한 조직

문화(Scase & Goffee, 1987), 개방적인 의사소통 채널(Bell & Menguc, 

2004) 등이 학습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들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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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학습

가. 개인학습의 접근 관점 및 개념

개인학습(individual learning)에 대한 개념은 전통적 학습이론들의 학습의 

결과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학자들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랫

동안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전영욱, 2009; 배을규, 2006; Gilley, Eggland 

& Gilley, 2002). 행동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학습은 경험의 결과로서 관찰가

능하고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로 보고 있다(Gredler, 2001). 반면, 인

지주의적 관점은 내적인 정신 작용을 중시하여 행동의 변화가 아닌 정신과정과 

정신구조의 변화를 학습으로 보았다(Bruning, Schraw & Ronning, 1999). 

즉, 행동주의와는 달리 학습의 통제권은 학습자에게 있으며, 학습은 사람의 인

지구조에 이미 존재하는 개념들과 연관될 때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학습에 

대한 행동주의적 관점과 인지주의적 관점의 오랜 논쟁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 사이에 이루어진 ‘인지혁명(congnitive revolution)’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행동주의적 관점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통합되었

다(Bruning, Schraw & Ronning, 1999). 즉, 인지와 행동은 밀접하게 관

련을 가지고 있어 이들 중 하나로만 학습의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지식의 축척

과 활용이 모두 가능할 때 학습이 완성된다고 보았다(Inkpen & Crossan, 

1995; Norman, 1982). 사회인지주의적 관점은 인지주의적 관점과 행동주의

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는데(민상기, 2011), 학습을 학습자와 환경 간

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았다(Bandura, 1986). 구성주의에서의 학습은 자기

주도적 학습과 비판적 반성학습을 통해서 경험의 의미를 구성하는 하나의 과정

으로 보았다(Gilley, Eggland & Gilley, 2002).

조직에서의 학습을 존재론적 수준(ontological level)으로 구분하면 일반적

으로 개인수준, 집단수준, 조직수준으로 나뉜다(Pawlowsky, 2001; Glynn, 

Lant & Milliken, 1994). 이러한 학습 수준에 따른 학습행동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인지적 활동을 통한 조직화와 조직 자체로의 학습이라는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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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흐름으로 전개되어왔다(de Weerd-Nederhof et al., 2002). 하지만 본질

적으로 학습의 주체는 조직이 아닌 개인이며 개인수준의 학습이 집합적 행위로 

전이될 때 조직수준의 학습으로 발전한다는 관점이 강하다(김강호, 2008).

Marsick(2006)은 기업에서의 학습 중 개인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

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팀학습, 조직학습은 모두 개인학습에 기반을 두고 있으

며, 개인한습이 선행되지 않으면 팀학습, 조직학습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고 있

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기업에서의 학습주체는 조직이 아닌 개인이며 개인차

원에서의 학습이 집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팀학습, 집단학습 혹은 조직학습으로 

전이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Marsick, 2006; Garavan, 

1997; Hendry et al., 1994; Bate, 1990; Argyris & Schon, 1981). 특

히, 무형식학습의 경우 학습이 조직차원에 의해 학습과정이 결정되기 보다는 개

인의 선택, 기호, 의지에 의해 촉진된다고 보고 있으며 개인의 주도성을 강조하

고 있다(문세연, 2010; Grolnic, 2001; Marsick & Watkins, 1990). 결과

적으로 중소기업의 학습이 대부분 무형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

면, 개인수준에서 발생되고 있는 개인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학습에 대한 여러 관점에 따라 개인학습의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다. 먼저 Kim(1993)은 조직 내에서의 개인학습을 효과적인 행동

(effective action)을 위한 개인의 역량(capacity)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개념

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정의에 따라 개인학습의 조작적 정의로 경

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 이론에 기초하여 관찰(구체적인 경험), 평가

(관찰에 대한 성찰), 설계(추상적인 개념 형성), 적용(개념 평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 김동환(1999)는 개인학습을 Kolb의 경험학습 

과정에 기초하여 개념화하며, Kolb의 구체적인 경험, 성찰적 관찰, 추상적인 

개념화, 적극적인 실험의 4단계 순화적인 과정이 개인학습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van Woerkom(2003)은 개인학습의 일에 대한 비판적 반성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action)과 반성(reflection)의 균형을 위해 반성의 

인지적 과정뿐만 아니라 일 과정에서의 학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즉, 비판적 반성 행동을 개인, 팀, 조직 수준에서의 일 실천(work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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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analysing), 최적화(optimizing) 또는 혁신화(innovating)에 목적

을 둔 통합된 개인행동(individual activities)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민상기(2011)는 조직 내에서의 개인학습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

로 개인학습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경험학습

(experiential learning) 이론에 기초한 접근으로 개인학습을 개인 수준에서

의 경험을 통해 인지적 개념 및 행동이 변화하는 연속적인 순환 과정으로 개념

화하는 관점이다. 둘째, 개인학습 수준에 일어나는 주요 특징들을 중심으로 개

인학습을 개념화 하는 접근이다. 개인 수준에서 학습의 중요한 특징으로 직관

(intuiting)과 해석화(interpretation) 과정을 설정하고 있다. 이 접근에 의한 

개인학습의 정의는 인지적 관점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행동적 변화를 

포함한 학습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는 한계가 따른다. 셋째, 개인학습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학습경험 및 내용의 구조적 속성을 바탕으로 개인학습의 유형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조직 내의 개인학습은 사회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학습을 학습유형에 따라 형식적(formal), 무형식적

(informal), 우연적(incidental) 학습으로 구분하였다(Casey, 2005; 

Marsick & Watkins, 1990). 넷째, 개인학습을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

지와 행동의 변화가 아닌 조직에서 요구하는 역할 및 업무와의 관련성을 가진 

부분으로 한정하는 접근이다. 즉, 조직의 성과 및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

적으로 나타나는 학습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ylatt, 1994). 하지만, 일

부 연구에서 업무 외적인 부분을 포함하기도 한다(Smaller, Clark, Hart, 

Livingstone & Noormohame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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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정의

Kim(1993) 
효과적인 행동(effective action)을 위한 개인의 역량(capacity)을 

향상시키는 것

Creossan, Lane 

& White(1999)

개인적 주요 경험에서 고유의 형상(pattern) 및 가능성

(possibilities)에 대한 전의식적 인지(preconscious recongnition)

인 직관(intuiting)과 의식적인 경험, 이미지 및 메타포를 형성하는 

과정인 해석화(interpretation) 과정

Casey(2005)
사회적 과정이며 학습경험의 속성에 따라 형식적, 무형식적, 우연

적 학습을 모두 의미

Bonitis. Crossan 

& Hulland(2002)

조직 구성원이 일 경험을 통해 얻은 인지적, 행동적 변화로서 조직

의 시스템 수준에 따라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발생하는 관찰 

가능한 학습 행위 및 과정

민상기(2011)
조직 내 구성원 개인 수준에서 자신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다

양한 유형의 경험을 통해 인지 및 행동을 변화시켜가는 연속적 과정

<표 II-2> 개인학습의 정의

이를 종합하면 조직 내 구성원들의 개인학습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인지와 

행동을 변화하는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며, 학습을 개인을 중심으로 개념

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의 유형과 경험을 포괄해야 하며, 조직의 성과 및 

효과성의 향상과 관련된 학습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개인학습

(individual learning)이란 조직 내 구성원이 조직이 부여한 개인적 역할과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인지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나. 개인학습의 유사 용어

개인학습의 개념은 조직 내의 개인학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학

습과 비교해 봄으로써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또한, 개인학습에 대한 개념을 

더욱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개인학습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기

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과 일터학습(workplace learning)과의 관



- 15 -

련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Merrium & Caffarella, 1999).

1) 조직학습과 개인학습

조직에서의 학습은 일반적으로 개인(individual), 집단(group or team), 

조직(organization)으로 구분된다(Pawlowsky, 2001). 이와 관련하여 

Hamel과 Prahalad(1994)는 학습을 존재론적 수준과 인식론적 수준으로 구

분하였다. 존재론적 수준은 개인, 집단, 조직 간에 나타나는 지식(knowledge 

stocks)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며, 인식론적 수준은 암묵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과 같은 지식의 형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직학습과 개인학습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김강호, 2008). 먼저 개인학습을 조직학습 과정의 주체로 보고 개인학습

의 역할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다(Argyris & Schon, 1996; Nonaka & 

Takeuchi, 1995; Senge, 1990; March & Olsen, 1975). 이러한 관점은 

조직차원에서 발생하는 학습의 기본단위를 개인에 두고 있으며, 본질적인 학습

의 주체를 조직이 아닌 개인으로 간주한다(Hendry et al., 1994; Garvin, 

1993). 또한, 이들은 개인수준의 학습이 집합적 행위로 전이될 때 조직수준의 

학습으로 발전한다는 관점이 강하다(Argyris & Schon, 1981; Bate, 

1990).

다른 관점으로는 개인학습을 조직학습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개념으로 논의하

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의 조직학습 관련 연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

는데, 이는 학습의 조직화과정(organizational process)에서 개인학습을 분석

하기 때문이다(김강호, 2008). 이러한 관점은 조직을 하나의 해석체계로 바라

보며 이와 관련한 이론들은 의미형성과 그 의미의 조작정행위에 내재하도록 하

는 것을 강조한다(Friedman, 2001). 또한, 조직학습을 단순히 개인학습의 총

합이 아닌 구성원들 간의 지식, 신념, 가정의 공유를 포함한 조직화 과정으로 

설명한다(de Weerd-Nederhof et al., 2002; Lee & Roth, 2007). 즉, 개

인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행동의 변화가 조직이 가진 규칙, 표준업무절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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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구조 등의 행동을 유발하는 일상(routines)에 반영될 때 조직학습이 일어

난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 연구자들의 관점은 개인학습이 조직학습을 위해 필요

하지만, 개인학습만으로 조직학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학습과 조직학습간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개인학습을 통한 결과로 얻게 

되는 암묵적 지식은 조직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지만, 

개인 간의 조직의 지식창출을 위한 암묵적 지식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직학습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개인학습과 조직학습은 지식

의 수준과 형태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조직학습을 개인학습 결과를 공유하

는 조직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2) 자기주도학습과 개인학습

자기주도학습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설명되어지고 있다(박영태, 현정숙, 2002). 이에 따라 자기

주도학습은 다양한 관점에 따라 정의되어지고 있으며, 크게 인성적 특성으로서

의 자기주도학습, 학습과정으로서의 자기주도학습, 통합적 관점으로서의 자기주

도학습의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이진화, 2006). 하지만, 자기

주도학습에 대한 관점들은 모두 학습자의 학습과정에서의 자기주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학습자원을 선택하고, 학습전략을 수립하고 학습을 

실행한 후 평가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자신이 전적으로 진

행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Knowles, 1975). 즉, 개인의 자율성 및 

자유의지와 역량을 바탕으로 학습에 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학습을 진행시

키는 것이다(Brookfield, 1986).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은 개인학습과 비교하여 개인수준에서 일어나는 학습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질 수 있지만 학습의 의도가 어디에서 오는

지에 대한 차이가 나타난다. 자기주도성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학습에 대한 

의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개인학습은 학습자의 의도적인 학습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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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비의도적인 학습을 포함하고 있어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3) 일터학습과 개인학습

일터학습의 경우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정의되어지고 있자만, 매

우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터학습의 범위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Matthew, 1999). 하지만,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 일터학습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모두 일터학습이 훈련의 관점이 아닌 학습의 관점으로 일터에서 이루

어지는 활동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문세연, 2006). 다시 

말해, 일터학습의 정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첫째, 학습에 있어서 제공자가 아닌 학습자의 관점에서 접근하

며 주도적인 학습자를 강조한다. 둘째, 일터를 학습의 장(場)으로 강조한다. 셋

째, 일터학습을 개인과 조직 간 상화작용 활동을 통한 학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하여 문세연(2006)은 일터학습을 개인, 팀, 조직이 일

터에서 형식적, 비형식적 또는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신과 주변 환경 및 다

른 사람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직면한 문제들을 해

결하거나 업무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는 과

정으로 정의 내렸다.

위의 내용들을 개인학습과 비교하여 보면 학습상황에서의 학습자를 강조한 

것은 공통점으로 찾아 볼 수 있으나,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과 학습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해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면 개인학습의 경우 조직 내 개인에 초점을 두고 개인수준에서 나타나는 

학습의 다양한 경험과 수준을 측정하는 반면, 일터학습은 개인의 관점뿐만 아니

라 조직의 관점에서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Rothwell(2002)과 Watkins 등(1993), 문세연(2010) 등은 일터학습을 개인

의 관점에서 일터에서 수행하는 학습에 중심을 두고 있으나, Billet(1994)와 

Matthews(1999), Rylatt(1994)는 조직차원에서의 투입, 상호작용 등 조직 

수준에서의 학습의 과정을 일터학습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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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습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한 시각 차이를 살펴보면, 개인학습의 경

우 장소와 관계없이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 일어나는 장소를 학

습공간으로 보는 반면, 일터학습은 일터를 학습의 장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Rothwell, Sadner & Soper, 1990). 물론 일터학습이 형식적 학습과 같은 

일터이외의 학습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포괄하기도 하지만, 일터에서 학습

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터학습과 개인학습은 일터학습이 학습의 장소와 상황적 특성을 고

려하는 반면 개인학습은 장소와 상황적인 특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

이점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다. 개인학습의 구성 요인

조직 내 개인학습의 구성요인은 일반적으로 Kolb(1984)의 경험적 학습 모형

을 활용한다(민상기, 2011). 이 모델은 학습의 4가지 순환적 단계인 구체적 경

험(concrete experience), 반성적 성찰(reflective observation), 추상적 개

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적극적 실험(active experimentation)

을 제시하고 있다.

Kolb(1984)에 의하면, 구체적인 경험은 학습자가 주변의 상황 또는 환경에

서 오는 자극을 논리적인 사고나 분석적인 확인의 과정을 사용하지 않고 지각

하고 이해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지나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의미에 대하여 이해하는 반성적 성찰 단계로 들어선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를 자신의 내적 이해로 전환시킨다(현영섭, 2004). 추상

적 개념화는 반성적 성찰 단계를 거치면서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상황이나 주변

에 주는 의미를 살펴본 결과에 대해 분석적이고 추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하

나의 가설 또는 개념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단계는 학습자들의 감정

이나 직관보다는 논리성을 강조한다(이경아, 2003). 마지막으로 적극적 실험은 

전환의 정신적 기제를 사용하여 내적 상징이나 개념을 외부의 경험으로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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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과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학습과 개인학습을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한 

Kim(1993)의 연구에서는 개인학습을 관찰(observe), 평가(assess), 설계

(design), 실행(implement)로 설정하였다. 한편, 민상기(2011)는 

Kolb(1984)와 Kim(1993)의 모형을 바탕으로 개인학습을 구체적 경험, 탐색 

및 성찰, 지식 형성, 적용 및 평가로 설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구체적 경험은 

학습을 유발하고 촉진하는 실제적 경험을 의미하며, 탐색과 성찰은 경험과 관련

된 정보를 탐색하거나 이해하기 위한 사고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개

인 차원에서 새로운 인지적 혹은 행동적 지식을 형성하고 형성된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 및 평가하게 된다.

한편, Javis(2003)은 Kolb(1984)의 경험적 학습 모형은 경험을 한 학습자

는 학습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경험의 결과가 학습으로 이어지

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Javis(2006)는 경험학습의 다양한 결과를 포함한 새로운 경험적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학습의 과정은 전인, 사회적으로 구성된 경험, 생각과 

성찰, 정서, 행동, 사람 세계의 변화로 요약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습의 과

정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경험에 대한 생각과 성찰을 통하여 느끼고, 행동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신체, 정신 자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학습의 방식들이 상이한 조합을 통해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학습, 성

찰적 학습, 액션 러닝 등의 상이한 학습방법을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개인학습은 경험을 통한 학습의 과정으로 개인적 경험, 

탐색 및 성찰, 개념 형성, 적용 및 평가의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개인적 

경험은 관찰이나 구체적인 경험들을 말하며, 탐색 및 성찰은 생각과 반성적 성

찰들은 포함한다. 개념 형성을 성찰을 바탕으로 주변이나 상황에 어떻게 이어질

지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적용 및 평가는 형성된 개념이나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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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학습의 측정도구

조직에서 개인학습의 측정과 관련한 도구들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역할 또

는 업무를 통해 학습하게 되는 행동 및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강호, 

2008). 

먼저 Nemeth(1997)은 대기업 근로자들의 개인학습 행동(individual 

learning behaviors)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함에 있어 Crossan 외(1999)

가 제시한 개인학습 수준에서 인지 및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직관 및 해석 

과정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인타당도를 거쳐 단일 요인 19개 문항을 개발

하였다. 이 도구는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Lim et al(2006)은 제조업 분야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학습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함에 있어 Sujan et al(1994)에서 제시한 개인의 학습 측정 문항 

중 9개 문항을 산업 전반에 걸친 근로자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후 문항간 내

적 상관관계 검증을 통해 단일 요인 8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7점 리

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van Woerkom(2003)이 개발한 CRWB(critical reflective 

working Behaviour)는 개인학습이 반성적 일의 행위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

다고 주장하며, van Woerkom 등(2002)이 조직에서의 성공적인 종사자들의 

특성에 대한 질적연구를 바탕으로 8개 요인 58개 문항을 구성되었다. 이 도구

는 Mezirow의 반성, 비판적 반성, 비판적 자기반성이 상호 연계된 개념임을 

주장하며 반성의 인지적 과정뿐만 아니라 일 과정에서의 행동을 측정도구에 포

함하였다. 도구의 구인은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 산업분야별 종사자 총 

742명의 자료를 활용한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고, 각 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0.67-0.83으로 대체로 높게 보고되었다.

Holman 등(2001)은 콜센터 직원 628명을 대상으로 비 교육기관 상황에서

의 학습전략을 측정하였다. 그 들이 개발한 척도는 Warr와 Dowing(2000)과 

Entwistle과 Ramsden(1983)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크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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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전략과 행동적 전략 2가지로 구분된다. 인지적 전략은 재생산 4문항, 외

재적 일 반성 3문항, 내재적 일 반성 5문항으로 총 3개 요인 12문항으로 구분

되며, 행동적 전략은 대인간 도움요청 3문항, 인쇄자료로부터의 도움 탐색 3문

항, 실제적 적용 3문항으로 총 3개 요인 9개 문항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 도

구는 총 6개 요인 21개 문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내적 일치도는 .70~.82로 보고되고 있으며, 

활용빈도의 정도에 따라 응답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응답자가 자신이 활용한 특정 전략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강호(2008)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학습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

발함에 있어 Bontis et al., 2002)의 연구에 기초하여 학습수준을 개인, 집단, 

조직으로 구분한 후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각각 10문항씩 선행연

구(van Woerkom, 2003; Holman & Epitropaki, 2001; Hoeksema et 

al., 1997); Bontis et al., 2002; Wong, 2002; Edmondson, 1996; 

Moore, 2004; Templeton et al., 2002; Tippins & Sohi, 2003; Goh & 

Richards, 1997)의 측정문항을 추출하여 문항초안을 구성하였다. 이 후 전문

가 패널을 구성하여 내용타당성을 검증하고 예비조사를 거쳐 개발하였다. 최종 

도구는 개인수준 학습행동 5개 문항(α=0.774), 집단수준 학습행동 7개 문항

(α=0.850), 조직수준 학습행동 8개 문항(α=0.852)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민상기(2011)은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의 개인학습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

들을 바탕으로 구체적 경험, 탐색 및 성찰, 지식 형성, 적용 및 평가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인화 하였다. 이 후 측정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하위 요인별로 4개

의 예비 문항을 작성하여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초안을 개발하였고 측정

문항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내용타당성을 검증하고 예

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도구에는 최종적으로 수정된 12개 문항이 사용되었

고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적일치도는 

전체적으로 0.887로 양호하게 나타낫으며, 구인별로은 구체적 경험 0.769,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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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및 성찰 0.747, 지식 형성 0.717, 적용 및 평가 0.855로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학습을 개인의 경험을 통해 인지와 행동을 변화하는 연속

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학습의 주체로 개인에 초점을 두고 있

다는 검에서 민상기(2011)의 개인학습 측정도구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민상기(2011)의 개인학습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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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선행연구 조사대상 문항 구조 타당성 신뢰도 문항 개발 특징

Individual 

Learning

Lim et al

(2006)

제조업 

분야 

근로자

∘1개 요인 8개 문항
내용타당도

내적 상관계수

문항 간 내적 

상관관계 검증

∘Sujan et al.(1994)의 개인학습 측정 

문항 중 9개 문항을 산업 전반에 걸친 

근로자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 문항-

총점 상관 검증을 통해 8개 문항을 확정

∘7점 리커트 척도(1~7점)

Individual 

Learning 

Bebaviors

Nemeth

(1997)

대기업 

근로자
∘1요인 19개 문항

공인타당도

(성과변인과의 

관련성 검증)

제시하지 않음

∘개인의 인지 및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순수

직관(inruiting) 및 해석(interpretation) 

과정

∘7점 리커트 척도(1~7점)

Critical 

Reflective 

Working 

Behavior

(CRWB)

van 

Woerkom

(2003)

산업분야별 

종사자

∘반성 9문항

∘경력인식 8문항

∘실험 6문항

∘비판적 의견 공유 7문항

∘피드백 요청 10문항

∘지식공유 6문항

∘실수로부터의 학습 7문항

요인분석에 따른 

구인타당도 확보

내적일치도계수

(.67-.83)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자료를 기반으로 개발

∘6점 리커트 척도(1~6점)

Learning 

Strategies

Megginson

(1996)
조직관리자

∘계획적 학습 6개 문항

∘우연적 학습 6개 문항

내용타당도 

내적 상관계수

문항 간 내적 

상관관계 검증

∘먼저 25개의 문항을 개발한 뒤 요인별 

할당 및 제거 작업을 통해 12개의 문

항을 확정

∘7점 리커트 척도(1~7점)

<표 II-3> 개인학습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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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선행연구 조사대상 문항 구조 타당성 신뢰도 문항 개발 특징

Learning 

Strategies

Holman 

et al.

(2001)

콜센터 

직원

【인지적 전략】12문항

∘재생산 4문항

∘외재적 일 반성 3문항

∘내재적 일 반성 5문항

【행동적 전략】12문항

∘대인간 도움요청 3문항

∘인쇄자료로부터의 도

움 탐색 3문항

∘실제적 적용 3문항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인타당도 확보

내적 일치도 계수

(.70-.82)

∘Warr & Dowing(2000)과 Entwiste 

& Ramsden(1983)의 개인학습 측정

도구에 기초하여 개발

∘인지적 전략과 행동적 전략으로 구분하

여 각각 3개의 요인을 구성

∘5점 리커트 척도(1~5점)

학습행동
김강호

(2008)

중소기업 

근로자

∘개인수준 학습행동 5문항

∘집단수준 학습행동 7문항

∘조직수준 학습행동 8문항

문항별 

내용타당도 확보

내적 일치도 계수

(.774-.852)

∘개인, 집단, 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

∘최초 각 요인별 10개 문항 총 30개 문항

을 개발한 뒤 최종적으로 20문항을 확정

∘5점 리커트 척도(1~5점)

개인학습
민상기

(2011)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

∘구체적 경험 3문항

∘탐색 및 성찰 3문항

∘지식 형성 3문항

∘적용 및 평가 3문항

내용 타당도 

검증

내적 일치도 계수

(.717-.855)

∘하위요인별 4개의 예비문항을 작성하여 

총 16개의 문항을 내용 타당도 검증,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통해 하위요인별 

3개의 문항으로 총 12개의 문항을 확정

∘5점 리커트 척도(1~5점)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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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학습과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의 관계

가. 학습동기와 개인학습

1) 학습동기의 개념 및 측정

일반적으로 동기란 개인의 특정 행동을 유발하고(arousal), 그 행동을 바람

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며(direction)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persistence) 심

리적 과정을 의미한다(손태원, 2005; Muchinsky, 2003). 학습동기는 동기의 

하위개념으로서 학습에 대한 행동과 관련된 동기라고 할 수 있다(한상훈, 

2007). 즉, 학습동기는 개인의 학습행동을 발생시키고, 지속적으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을 유지 및 강화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문세연(2010)은 학

습동기가 학습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고, 학습목표로 향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학습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며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Keller(1983)은 학습자의 동기유발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학

습동기이론으로 ARCS 이론을 제시하였다. ARCS 이론은 주의집중

(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Confidence), 만족감

(Satisfaction)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주의집중은 학습의 선행조건으

로 단순히 학습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뿐만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학

습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주의집중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성은 학습내용을 학습자의 흥미나 과거의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방법적인 전략을 통해 줄 수 있다. 자신감은 학습과의 관련성을 인식한 

후 학습의 성공가능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동기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만족감은 학습겸험과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으로 이러한 내재적인 

요소의 유발은 학습자를 동기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참여동기 이론은 성인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적 요인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참여동기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연구들

이 이루어 졌다(Boshier, 1971; Houle, 1961). 최초로 참여동기의 유형을 

분류한 학자는 Houle(1961)로 3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학습지향성, 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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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 활동지향성이 그것이다. Boshier(1971)는 Houle의 3가지 유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와 관려된 학습에 참여하는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EPS(educational participate scale)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조직 내의 학습은 특정한 시점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동기 뿐만 아니라 학습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동기도 함께 고려되어

야 한다(문세연, 2010). 이러한 측면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론은 기대이론

(expectancy theory)이다. 기대이론이란 개인이 노력한 정도와 이러한 노력

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성과 간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한 지각에 기초한 동이기

론이다(Muchinsky, 2003). 또한, 기대이론은 직무수행을 하려는 동기적 힘을 

개인이 미래 성과들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들과 그 성과들 각각의 가치를 곱한 

값의 총계와 함수관계를 이룬다고 보았다(Vroom, 1961). 기대이론에 따르면 

학습동기의 수준은 과제가치와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 결정된다(Noe, 

2008).

이러한 기대이론에 기반을 두고 Printirich, Smith, Garcia와 

McKeachie(1991)는 학습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MSLQ(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을 개발하였다. MSLQ는 학습동

기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서 학습동기측면과 학습

전략측면으로 구분되어 있다. 학습동기측면과 관련하여서는 가치요인, 기대요

인, 감정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민상기, 2011). 각 요인에 대한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가치요인에는 내재적 목표지향성(intrinsic goal orientation), 외

재적 목표지향(extrinsic goal orientation), 과제가치(task value)가 있으

며, 기대요인으로는 신념관리(control beliefs), 학습과 성과에 대한 자기효능

감(self-efficacy for learning and performance)이 있다. 이 도구는 모듈식

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하위요인들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합쳐서도 사용

할 수 있다(문세연, 2010; Pintrich et al., 1991). Pintrich(2001)과 

Bong(2001)은 MSLQ를 활용하여 학습동기의 하위요인으로 목표지향성, 자기

효능감, 과제가치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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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목표지향성은 성인의 학습동기를 측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민상기, 2011; 김강호, 2008). 목표지향성은 성취상황에서 개

인이 갖게되는 성취행동의 목표를 의미하는데, 이는 특정행동의 의도를 생성하

고(Weiner, 1986), 성취유형활동에 접근, 참여, 반응하는 방식들로 표현되는 

신념, 귀인, 감정의 총체적 양식을 지칭한다(Dewck & Leggett, 1988; 

Eliott & Dewck, 1988). 일반적으로 Button 외(1996)이 제시한 학습지향

성(learning goal orientation)과 성과지향성(performance goal 

orientation)으로 구분하여 사용되었다. 학습지향성은 개인이 주어진 활동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는 일에 대한 개인의 내재적 관

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성과지향성은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

시하는데 중심을 두고 조직구성원인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의미에 초점을 

둔다.

목표지향성은 초기에 단일차원으로 연구되어 학습목표지향성과 성과목표지향

성을 양 끝에 놓고 측정하였다(Leggett & Dweck, 1986). 하지만 학습목표

지향성과 성과목표지향성은 독립된 개념이라는 인식이 오면서 목표지향성을 2

요인으로 개념화하였다(Heyman & Dweck, 1992; Button et al., 1996). 

이 후 이를 접근-회피 차원으로 구분하여 학습접근목표지향성, 학습회피목표지

향성, 성과접근목표지향성, 성과회피목표지향성의 4 요인이 주장되었다(Elliot 

& McGregor, 2001; Karabenick, 2004). 그러나 Elliot과 

McGregor(2001)는 학습회피목표는 자신의 기술을 잊어버리기를 원하지 않는 

특정 전문가집단에서만 나타나는 제한된 현상임을 주장하면서 일반적인 상황에

서 나타나지는 않는 개념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은 목표지향성을 

학습접근목표지향성, 성과접근목표지향성, 성과회피목표지향성의 3차원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다(Gillespie & Deshon, 2005; VandeWalle & 

Cummings, 1997).

한편, 최근에 측정되고 있는 성인의 학습동기와 관련된 국내연구들을 살펴보

면, 먼저, 민상기(2011)은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의 개인 및 조직학습에 관한 

연구에서 학습동기를 학습목표지향성, 수행목표지향성, 학습효능감으로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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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설정하였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무형식학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문세연(2010)은 학습동기의 구성요인을 성과지향성, 학습지향성, 과제

가치, 학습효능감으로 보았다. 한편, 김강호(2008)은 중소기업에서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의 학습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학습지향성과 인과관계를 구명

하였으며, 학습지향성을 개인과 조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2) 학습동기와 개인학습의 관계

학습동기는 성인학습에 있어 개인의 학습행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실증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Sambrook와 Stewart(2000)의 

연구에서는 조직 내의 학습에 대한 영향 요인을 밝혀냈는데 개인수준에서 학습

동기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Sambrook(2002)는 유럽과 

영국을 중심으로 직무상에 일어나는 학습의 영향 요인을 밝혀내는 연구에서 다

시 한 번 개인측면에서 학습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학습동기를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Kremer(2006)는 법률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터학습의 유형별로 

학습동기의 영향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는 무형식학습의 중요한 학습동기를 기술

습득(skills), 학습지향(learning orientation), 성장(advancement), 외부 

기대(external expectation), 공동체 기여(community service), 사회적 관

계(social contract)순으로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형식학습과 관련하여서도 

기술습득과 학습지향이 가장 높은 학습동기인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국내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학습동기와 관련된 연구

를 살펴보면 학습동기가 개인학습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민상기, 

2011; 문세연, 2010; 한상훈, 2007; 문세연, 2006; 김진화, 2000; 김진모, 

1997). 특히 2006년과 2010년에 이루어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문세연의 

연구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학습동기가 개인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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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문세연(2006)은 중소제조업 종사자들의 일터학습과 관련변인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학습동기와 일터학습간의 정적인 상관관계(=.37, p<.01)를 

가지는 것을 밝혀냈으며, 회귀분석을 통해서 정적인 영향( =.14, p<.01)을 가

지는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일터학습의 유형에 따라서는 비형식적 학습(

=.12, p<.01)과 우연적 학습( =.15, p<.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형식적 

학습에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녀는 이후에 중소기업 근로

자의 무형식학습에 대한 연구에서 학습동기를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 설정하였는데, 학습동기가 무형식학습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

=.814, p<.01)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문세연, 2010).

한편, 민상기(2011)의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개인 

및 조직학습에 미치는 관련변인을 구명하였는데 개인학습 관련변인으로 학습동

기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개인 수준 모형에서의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의 학습

동기는 개인학습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 =.782,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상훈(2007)의 연구에서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동기

를 숙달목표지향성, 수행목표지향성, 자아효능감으로 구분하여 자기주도학습과

의 관계를 구명하였다. 그 결과 학습동기는 자기주도학습의 전체 변량 중 

45.1%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동기의 하위 요인 중 숙

달목표지향( =.348, p<.01)이 자기주도학습에 가장 크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

며, 자이효능감( =.276, p<.01), 수행목표지향( =.202, p<.01)순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모(1997)은 직무교육훈련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에서 학습동기와 교육훈

련 유효성의 각 평가수준들인 반응, 학습, 전이 간의 상관 및 영향 관계를 파악

하였다. 그 결과 학습동기와 반응(=.39, p<.01), 전이노력(=.26, p<.01), 실제 

전이수준(=.17, p<.01)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학습은 유의한 상

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동기는 반응에 대해 정적인 영향( =.39,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5%(p<.01)의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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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특성과 개인학습

1) 직무특성의 개념 및 측정

조직원들은 조직내에서 주어진 자신의 직무를 일상적 혹은 비일상적으로 수

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해 나간다. 이와 관련하여 Bellett(2001)은 일

터에서의 학습을 일상적인 활동과 비일상적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일상

적 활동을 통한 학습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강화이며, 비일상적 활동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창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내 주어진 업무에 대한 수행

은 자연스레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직무특성이론을 제시한 Hackman과 Oldham(1976)은 인간의 작업동기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직무특성(job characteristics)을 개인이 직무를 수행함

으로써 직무에 대한 의미감, 책임감, 결과 등을 인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직무특성은 조직 내의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내재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조직의 구성원과 조직을 연결하는 연결핀 역할을 하는 중요

한 변인이다(이만표, 2009; 한홍진, 2006). 특히 직무특성은 일상적인 업무활

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일터학습에 대한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문세연, 2010). 

Hackman과 Oldham(1976)은 직무특성이론을 기반으로 직무특성은 기술의 

다양성(skill variety), 과제 정체성(task identity), 과제 중요성(task 

significance), 자율성(autonomy), 과제 피드백(task feedback)의 다섯 가

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제안하였다. 기술의 다양성은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들

에 대한 다양한 활동이나 기술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며, 과제정체성은 직무에 

대해 출발점과 도착점을 확인하고 실제적 결과를 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과제 중요성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조직 내·외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자율성은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에 대해 재량권을 의미하

고 과제 피드백은 직무에 대한 수행활동이나 결과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정보

가 환류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한편 직무특성이론은 직무의 특성이 개인에서 동

기를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동기부여잠재력 점수(motiv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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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score: MPS)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 점수는 기술의 다양성과 과제 

정체성, 과제 중요성의 평균값에 자율성과 과제피드백 점수를 곱한 것을 의미한

다(김원형, 남승규, 이재창, 2006).

동기부여잠재력점수 
기술의다양성과제정체성과제중요성

×자율성×과제피드백

Hackman과 Oldham의 다섯 가지 요인은 많은 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잇는 

실정이지만, 연구자들마다 직무특성의 하위요인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민상

기, 2011; 주대진, 2010). 특히, 직무특성의 차원의 중복성을 주장하며 차원의 

수를 감소시킨 연구들도 나타났다(주대진, 2010). Dunham은 기술다양성과 

자율성을 동일한 차원으로 간주하였으며, Pokomey 등은 기술다양성과 과업중

요성을 동일한 차원으로 간주하였다(김성용, 2005). 그 외에도 Soderfeldt 외

(1996)은 직무특성의 하위 요인을 업무부담(work pressure), 감정적 요구

(emotional demand), 직무다양성(job variety)으로 구분하였고, Divison 

& Svedin(1999)은 직무의 복잡성, 과업의 다양성, 통제 혹은 행동의 범위로 

나누었으며, Methieu 외(1991)은 과업정체성, 기술다양성, 자율성, 피드백, 

상호작용 촉진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최근 직무특성과 관련된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대진(2010)은 농촌

지도공무원의 직무몰입과 관련된 변인으로 직무특성을 제시하였으며, 그 하위 

요인으로는 과업다양성, 과업자율성, 업무부담으로 구분하였다. 김홍미, 김소야

자, 박정숙, 추상희(2009)는 간호사의 코칭(coaching)에 대한 연구에서는 직

무특성을 직무접합도, 직무도전성, 직무자율성으로 구분하여 간호사의 행동수준

과의 관계를 보았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조직효과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한

홍진(2006)은 직무특성을 기술다양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으로 구분하

였다. 이진화(2006)은 기업체 근로자의 주기주도학습과 관련된 연구에서 직무

특성을 기능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으로 구분하여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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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특성과 개인학습 및 학습동기의 관계

가) 직무특성과 개인학습의 관계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직무특성의 개인학습에 대한 정적인 영

향관계는 일관성있게 제기되지 않았다(민상기, 2011; 문세연, 2010). 이와 관

련하여 Doombons 외(2008)는 일터의 특징과 무형식학습과의 관계에 대한 연

구에서 직무특성과 관련된 업무 부담을 학습의 유형에 따른 영향관계를 살펴보

았다. 학습의 유형은 전문가로부터의 학습, 동료로부터의 학습, 개인적으로 학

습, 외부인으로부터 학습, 신입사원으로부터의 학습, 상호간의 학습으로 구분하

였으며, 전문가로부터의 학습을 제외한 동료로부터의 학습( =.11, p<.05), 개인

적으로 학습( =.14, p<.05), 외부인으로부터의 학습( =.12, p<.05), 신입사원으

로부터의 학습( =.13, p<.05), 상호간의 학습( =.10, p<.05)에 유의미한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n Woerkom 외(2002)의 연구에서는 업

무부담이 일터에서의 반성적 성찰행동 중 비전공유 활동에 정적인 영향( =.09, 

p<.05)을 미치며, 과업다양성은 성찰에 정적인 영향( =.14,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lstrom(2001)은 특무특성과 조직 구성원 개인의 학습의 관

계와 관련하여 다양성, 복잡성, 통제 등의 많은 직무의 객관적 특성들이 조직 

내 구성원들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문세연(2010)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직무특성이 무형식학습에 통계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민상기(2011)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학습을 개인학습과 조직학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

데 그 결과 직무특성 개인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학습동기를 

매개변인으로 개인 수준 모형(간접효과=.402, p<.05)과 학교 수준 모형(간접

효과=.262, p<.05)에서 모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직무특성과 개인학습간의 직접적 영향관계가 나타난 연구도 나타났다. 

이진화(2006)에서는 기업체 근로자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관련된 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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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특성으르 설정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주도학

습준비도는 직무특성의 5개 요인인 과업정체성(=-.11, p<.05), 기능다양성

(r=.17, p<.05), 과업중요성(=.29, p<.05), 자율성(=.24, p<.05), 피드백(

=.29, p<.05)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직무

특성 변인들은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과업정체성은 낮은 부적 상관을 보

였다.

나) 직무특성과 학습동기의 관계

조직 내 구성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은 개인이 학습하는데 있어 행동을 

유발하고 지속시킬 수 있다. 이는 직무특성이 학습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의미하며,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실증되었다. Doorbos 외(2008)은 

직무특성을 과업다양성, 과업 자율성, 업무부담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개인이 

학습에 부여하는 가치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과업다양성(=.10, p<.05), 과업자율

성(=.11, p<.05), 업무부담(=.14, p<.05)과 개인이 학습에 부여하는 가치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Naquin와 Holton(2002)은 자신

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을 통해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동

기요인으로 학습동기를 설정하였고 이것과 업무참여도 및 업무부담으로 구분된 

업무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업무에 대한 인식은 학습동

기에 정적인 영향(( =.38, p<.01)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이만표(2009)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

상교육과 관련된 연구에서 직무특성이 내재유인(sobel test z-value=2.35, 

p<.05)과 개선몰입(sobel test z-value=4.00, p<.001)을 매개로 학습동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상기(2011)은 개인수준에서 기술다양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으로 구분된 직무특성이 학습동기에 정적인 영향((

=.616, p<.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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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문화와 개인학습

1) 조직문화의 개념 및 측정

인간에게 있어 문화는 어느 사회에나 어떤 행태로든 존재하기 마련일 것이다. 

전통적 인류학자들은 문화에 대해 특정체제의 일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획득된 

지식과 신념, 예술, 법률, 도덕, 습관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설명한

다(주영종, 2010). 하지만 문화라는 용어는 많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지니고 있

기 때문에 다른 용어와 결합하게 되면 개념상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김세영, 

1990). 이로 인해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주영종, 

2010; Smiricich, 1983; Frost, Moore, Louis, Lundberg & Martin, 

1985). 

일반적으로 조직문화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 및 사고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chein(1985)은 조직문화를 조직이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external adaptation), 내부 구성 요소들 간의 통합

(internal integration)과정에서 얻어지는 공유된 기본 가정(basic 

assump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Goffee & Jones(2000)는 조직문화를 

널리 공유되는 가치, 상징, 행위, 그리고 가정들로 구성되며, 조직 내에서 업무

가 처리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와는 다르게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인

식과 사고방식 등을 함께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

장들이 제기되었다(김만기, 1990). 즉, 조직문화를 조직이라는 개념을 구성하

는 총체적인 근원으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다(민상기, 2011; 주영종, 2010).

조직문화는 오랜시간 동안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간주

되어 왔다(Deal & Kennedy, 1982; Peters & Waterman, 1982; 

Schein, 1992; Wilkins & Ouchi, 1983). Kotter과 Heskett(1992)는 ‘강

한(strong)’ 문화가 장기적인 조직성과간의 관계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냈으며, Sorenson(2002) 또한 강한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이 더욱 높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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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enison이 제시한 조직문화 모델은 조직문화를 적응성

(adapt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참여(involvement), 미션(mission)

의 4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개념화되었다.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은 그동안의 

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과 관련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며(Kotter 

& Heskett, 1992; Gordon & DiTomaso, 1992; Sorenson, 2002), 조직

문화와 성과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데 효과적이고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

였다([그림 II-1] 참조).

[그림 II-1] Denison Model

자료: Schmidt, A.M., Gillespie, M. A., Kotrba, L. M., & Ritchie, S. A. (2008). p18.

4가지 차원의 특성들을 각각 3가지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적응성은 

변화창출(creating change), 고객중심(customer focus), 조직학습



- 36 -

(organizational learning)으로 이루어지며, 미션은 전략지시(strategic 

direction), 목적과 목표(goal and objectives), 비젼(vision)으로 이루어져

있고, 참여는 권한(empowerment), 팀지향성(team orientation), 능력개발

(capaability development)로 이루어졌다. 또한, 일관성은 핵심가치(core 

values), 합의(agreement), 조화와 통합(coordination/Integra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 내용

적응성(adaptability) 조직의 고객과 시장 변화를 관찰하는 정도

일관성(consistency) 조직이 보유한 가치체계, 시스템, 인프라 등에 대한 적절성

참여(involvement) 조직 구성원의 역량 수준과 업무의 몰입 정도

미션(mission) 조직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인식 정도

<표 II-4> Denison 모델의 4가지 차원 별 특성

이러한 Denison Model은 25년 이상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조직의 성과

와 관련된 조직문화적 특징을 검증하여 왔다. 1996년에서 2004년까지 수행한 

진단 중 102개 회사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높은 score를 나타낸 기업의 수익

률, 매출 등이 낮은 score의 회사들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실증하기도 

하였다(박주호, 2011).

한편, 조직문화를 측정함에 있어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조직문화를 유형화하

여 측정하는 방법과 조직이 갖추어야할 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방법

으로 구분할 수 있다(민상기, 2011). 먼저 조직문화를 유형화하여 측정하는 방

법은 Quinn과 Kimberly(1984)의 경쟁가치모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모

형에 의하면 조직문화의 유형은 혁신문화, 집단문화, 위계문화, 합리문화의 4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며 많은 학사들에 의해 그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었다(이성, 박주완, 황승록, 2010; 김진희, 2007; Erdoganm Li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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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imer, 2006). 경쟁가치모형에 따라 각각의 조직문화유형을 살펴보면, 

혁신문화는 변화를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으며, 조직의 유연성, 혁신, 창의성 및 

통태성을 강조하며, 집단문화는 조직내의 가족적인 인간관계의 유지에 중점을 

두며 조직구성원들의 신뢰, 팀워크를 통한 참여, 충성, 사기 등의 가치를 중시

한다. 위계문화는 혁신문화와 대조를 이루는 문화 유형으로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서 조직 내부의 효율성을 추구하며, 합리문화는 조직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문화 

유형으로 목표달성, 계획, 능률성, 성과보상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구성원들간의 

경쟁을 주요 자극제로 활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측정방법은 조직문화의 유형을 

개별적인 변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조직문화라는 거시적인 개념을 조직 구성원의 

학습, 직무태도 및 수행 등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민상기, 2011).

반면, 조직문화를 조직이 갖추어야할 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방법

은 어떤 조직이 문화적으로 성숙되고 확고한 정도를 측정한다. 문화의 수준을 

논의함에 있어 Schein(2004)이 문화적 현상이 관찰자에게 보여지는 정도에 따

라 의식적 구성요소를 구분한 인공물(artifact), 가치기준(values), 기본 가정

(basic assumption)의 세 가지 수준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주영종, 

2010). 여기서 조직문화는 사람들이 상호작용함에 있어 관찰가능한 행동, 규칙

성, 조직의 지배적인 가치관, 조직구성원과 고객에 대한 정책 수립의 지침이 되

는 철학이라고 규정되고 있다. 

한편, Denison(1990)은 이와 같은 문화적 특징을 통해 조직문화를 적응성

(adapt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참여(involvement), 미션(mission)

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여기서 적응성(adaptability)은 외부의 환경적 변

화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행동, 구조 및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일관성(consistency)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belief), 가치

(value) 및 기대(expectation)의 유사성을 의미한다. 참여(involvement)는 

조직구성원이 의사결정(decision making)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미션

(mission)은 조직의 목표(purpose)에 대한 공유된 정의(definition)를 가지

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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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Zherng(2005)의 연구에서 개발한 조직문화 

측정도구가 대표적이다. 이 도구는 Denison(1980)이 개발한 조직문화 측정 

도구를 원저자에게 피드백을 받아 간소화 시켜 개발한 것으로 4개 요인별로 3

개 문항이 개발되어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별 요인 적재량은 

전체적으로 0.64~0.93이고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0.77~0.93으로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2) 조직문화와 개인학습 및 학습동기의 관계

가) 조직문화와 개인학습의 관계

조직문화와 학습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직문화가 조직 내

의 조직구성원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상기, 2011; 

조일환, 2010; Sambrook, 2002; Abbey, 1999; Baskett, 1993). 이와 관

련하여, Baskett(1993)은 조직 내 구성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향상시키는 

조직내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로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미션과 가치를 이

해하고 헌신하는 조직, 도전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조직, 혁신을 중시여기는 

조직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며, 의사소통체계 및 신뢰 등이 

자기주도적 학습상황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Abbey(1999)

는 조직문화와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직무특성과 일터에서의 개인학습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전공유, 열린 의사소통, 외부환경과의 접촉, 위

험감수, 참여와 권한위임, 학습지원 체제 등이 일터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ambrook(2002)는 직무수행상이 이루어지는 학

습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밝혀내는 연구에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차원의 

한 요인으로 조직문화를 제시하였다.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민상기(2011)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 수준 모형에서 교사의 개인학습에 대한 조직문화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 =,421, p<.05)을 보였다. 조일환(2010)은 개인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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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한 조직문화 유형에 따라 구성원의 학습에 대한 자기 주도성의 관계를 구명

한 연구에서 권력지향적 문화(=.383, p<.01)와 성취지향적 문화(=.267, 

p<.01)가 학습에 대한 자기 주도성에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권력지향적 문화의 정적인 영향( =.326, p<.01)이 나타났다.

나) 조직문화와 학습동기의 관계

조직 내의 구성원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와 조직문화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

구한 연구는 드물다. 문세연(2006)은 일터학습과 관련된 연구에서 학습동기와 

집권화(=.33, p<.01), 공식화(=.33, p<.01), 능력주의(=.32, p<.01), 의사소

통(=.30, p<.01)의 관계가 모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집

권화, 공식화, 능력주의, 의사소통이라는 조직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

에 조직문화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학습동기와 조직문

화와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유추해 낼 수 있다. 한편, 성지수(2003)는 조직문화

의 한 차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문화와 학습동기 간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았는데, 둘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207, p<.01)가 있는 것으로 발표

하였다.

한편, 조직문화와 유사한 의미로 활용될 수 있는 조직풍토에 대한 연구를 통

해 학습동기와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Nease(2000)은 조직 구성원의 

학습동기의 한유형으로서 참여동기와 학습동기, 조직의 상황적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조직의 상황적 특성 중 한 변인으로 조직풍도를 분석한 결과 학

습동기의 하위요인인 내재적 동기(=.28, p<.01)와 외재적 동기(=.11, p<.01)

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종합

개인학습의 관련변인으로서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의 관계 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표 II-5>와 같으며, 이를 통한 변인들 간의 직·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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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개인학습의 경우 학습동기, 직무특성, 조직문화가 개인학습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주는 관계로 나타났다(Baskett, 1993; Abbey, 1999; Sambrook & 

Stewart, 2000; Elistrom, 2001; van Woerkom et al, 2002; 

Sambrook, 2002; Kremer, 2006; Doombons et al, 2008; 김진모, 

1997; 김진화, 2000; 문세연, 2006; 한상훈, 2007; 문세연, 2010; 조일환, 

2010; 민상기, 2011). 그리고 직무특성과 조직문화는 학습동기에 직접적인 정

적 영향 관계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Nease, 2000;.Naquin & Holton, 

2002; Doombons et al, 2008; 성지수, 2003; 문세연, 2006; 이만표, 

2009; 민상기, 2011). 직무특성은 개인학습에 학습동기를 매개로 간접적인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문화의 경우에도 개인학습에 학습동

기를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선행연구

학습동기 → 개인학습

Sambrook & Stewart(2000), Sambrook(2002), 

Kremer(2006), 김진모(1997), 김진화(2000), 문세연

(2006), 한상훈(2007), 문세연(2010), 민상기(2011)

직무특성 → 개인학습
Elistrom(2001), van Woerkom 외(2002), Doombons 외

(2008), 김진화(2000), 문세연(2010), 민상기(2011)

조직문화 → 개인학습
Baskett(1993), Abbey(1999), Sambrook(2002), 조일환

(2010), 민상기(2011)

직무특성 → 학습동기
Naquin & Holton(2002), Doornbos 외(2008), 이만표

(2009), 민상기(2011)

조직문화 → 학습동기 Nease(2000), 성지수(2003), 문세연(2006)

<표 II-5> 개인학습과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의 관계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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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인학습과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

직문화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은 개인학습, 학습동기, 직무특성, 조직문화이며 개인학습과 주요 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그림 Ⅲ-1]과 같은 인과적 관계

에 대한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들

의 학습동기, 직무특성, 조직문화는 개인학습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직무특성은 학습동기를 매개로 개인학습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조직문화는 학습동기를 매개로 개인학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Ⅲ-1]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과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의 인과적 

관계에 관한 가설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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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이다. 중소기업중앙회

(2011)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전체 사업체 수는 현재 

3,066,484개이며, 근로자 수는 11,751,022명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으며, 중소기업청은 각 산업별 전체 사업

체 수만을 파악하고 있어 사업체 목록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중소기

업은 생성과 소멸의 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사업체 수가 매우 가변적이기 때

문에 그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문세연, 201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을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을 설정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목표모집단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중

소기업 근로자로 한정하였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은 종소기업이 주관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운영하며, 중소기업 일반현황, 지원내역 등의 정보

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0년 5월 1일 기준으로 등록된 중소기업 수

는 1,221,347개로 나타났다.

한편,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구조방벙식을 활용한 구조분석을 실시하였

는데, 그동안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요구하는 적정수준의 표집 크기는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표본오차와 모수치의 안정성을 고려해 볼 때, 가능

하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것이 바람직하다(배병렬, 2009). 구조방정식모

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정법인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의 경우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표본의 크기가 150~400으로 알려

져 있으며,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민감하게 반응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나빠지게 

된다. 또한, Joreskog와 Sorbom(1989)은 표본크기 선정에 있어 관측변인의 

수에 따라 규칙을 부여하였는데, 관측변인의 수(이하 q)가 12개 이하일 경우에

는 적어도 200개, 1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적어도 1.5q(q+1)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측변인 수, 회수율 및 불성실 응답 자료 

등을 고려하여 380명을 표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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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선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록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

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비확률적 표집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중 하

나인 유의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중소기업현황 정보시

스템에 등록된 사업체 중 조사 가능한 26개의 기업의 조사를 위한 협력자를 방

문 및 전화연락을 통해 섭외하고, 해당 기업의 인원 현황을 파악하여 설문가능 

부수를 결정하여 온라인 서베이 및 직접방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도구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 도구로는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설명변인인 개인학습과 결과변인인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의 측정도구

로 구성하였다. 각 변인들에 대한 측정도구는 이 연구에 맞도록 기존 도구를 번

안하거나 내용상 일부를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9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개인학습 12문항, 학습동기 14문항, 직무특성 14문항, 

조직문화 12문항, 인구통계변인 7문항을 포함하였다(<표 Ⅲ-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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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수 문항번호

개인학습

개인적 경험

12

3 Ⅰ-1, Ⅰ-2, Ⅰ-3

탐색 및 성찰 3 Ⅰ-4, Ⅰ-5, Ⅰ-6

개념 형성 3 Ⅰ-7, Ⅰ-8, Ⅰ-9

적용 및 평가 3 Ⅰ-10, Ⅰ-11, Ⅰ-12

학습동기

내재적 목표 지향성

14

4 Ⅱ-1, Ⅱ-2, Ⅱ-3, Ⅱ-4

외재적 목표 지향성 4 Ⅱ-5,Ⅱ- 6, Ⅱ-7, Ⅱ-8

과제가치 6 Ⅱ-9, Ⅱ-10, Ⅱ-11, 
Ⅱ-12, Ⅱ-13, Ⅱ-14

직무특성

기술다양성

14

2 Ⅲ-1, Ⅲ-2

과업정체성 2 Ⅲ-11, Ⅲ-12

과업중요성 3 Ⅲ-8, Ⅲ-9, Ⅲ-13

자율성 3 Ⅲ-3, Ⅲ-4, Ⅲ-5

피드백 4 Ⅲ-6, Ⅲ-7, Ⅲ-10, Ⅲ-14

조직문화

적응성

12

3 Ⅳ-1, Ⅳ-2, Ⅳ-3

일관성 3 Ⅳ-4, Ⅳ-5 Ⅳ-6

참여 3 Ⅳ-7, Ⅳ-8, Ⅳ-9

미션 3 Ⅳ-10, Ⅳ-11, Ⅳ-12

인구통계변인

성별, 연령, 직급, 경력 등 7 Ⅴ-1, Ⅴ-2, Ⅴ-3, Ⅴ-4, 
Ⅴ-5, Ⅴ-6, Ⅴ-7

<표 Ⅲ-1> 조사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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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학습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개인학습(individual learning)을 조직 내 구성원이 조직이 

부여한 개인적 역할과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통해 개인의 인지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라 정의하

였다. 이에 따라 민상기(2011)이 개발한 도구를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황에 맞

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개인학습 측정도구는 개인적 경험, 탐색 및 성찰, 개념 형성, 적용 및 평가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의 응답

범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도록 하며, 민상기(2011)의 연구에서는 내적

일치도 계수가 0.887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여 본조사의 설문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내적일치도는 <표 Ⅲ-2>와 같이 나타났다. 예비조사 자료

를 통해 12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 개인학습 도구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는 

0.866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요인별로 개인적 경험 0.809, 탐색 및 

성찰 0.795, 개념 형성 0.698, 적용 및 평가 0.861로 나타났다. 

본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학습 도구 총 12개 문항의 전체 내적일치

도 계수는 0.948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로 개인적 경험 

0.894, 탐색 및 성찰 0.871, 개념 형성 0.848, 적용 및 평가 0.908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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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60) 본조사(n=323)

개인학습

.866 .948

개인적 경험 .809 .894

탐색 및 성찰 .795 .871

개념 형성 .698 .848

적용 및 평가 .861 .908

<표 Ⅲ-2> 개인학습의 신뢰도 계수

또한, 개인학습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형 추정을 위해서는 추정변수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점을 반영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

하였다. 그 결과 개인학습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표 Ⅲ

-3>와 같이 나타났다.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측정값 해석

 p > .05
=119.881

(df=48, p=.000)
미적용

GFI > .90 .938 적합

AGFI > .90 .899 보통

PGFI > .50, .60 .577 적합

RMSEA < .10 .068 적합

자료: Joreskog & Sorbom. (1984).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표 Ⅲ-3>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개인학습 측정도구의 모형 적합도 지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값은 119.881(df=48, p=0.000)으로 적합하지 

않게 나왔지만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면 값이 다변량 정상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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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평가지수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미적용하였다(Bentler & Bonett, 

1984; 김진호, 2003), 또한 AGFI는 .899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GFI 

.938, PGFI .577, RMSEA .068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학습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잠

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모든 경로계수가 p< 0.01 이하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모든 요인적 재량이 통계적으로 검정되었으므로 측정의 개념타당

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표준화계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0.5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판단하는데, 분석 결과 .774~.909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 매우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Ⅲ-2], [부록 2] 참조). 또한, 개인적 경험, 탐색 및 

성찰, 개념 형성, 적용 및 평가 간의 상관관계 역시 .763~.852수준에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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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개인학습 측정도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주: **p<.01

다음으로 각 잠재변수에 대한 신뢰도(reliability)를 평가하기 위해 개념신뢰

도(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활용하였다.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지표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신뢰도가 높은 척도는 내적 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수용가능한 신뢰도 수준은 0.70 이상을 들고 있다(Hair 

et al, 1998). 개념신뢰도를 구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Fornell & 

Larcker,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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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신뢰도∑표준화추정치∑측정오차
∑표준화추정치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지표가 설명할 수 있

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0.5 이상이 되어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본

다(배병렬, 2007). 평균분산추출을 구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Fornell 

& Larcker, 1981).

평균분산추출∑표준화추정치∑측정오차
∑표준화추정치

개인학습 측정도구의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Ⅲ-4>

와 같다. 개념신뢰도는 .889~.930으로 나타나고, 분산추출지수는 .727~.816

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요인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

개인적 경험 .913 .776

탐색 및 성찰 .915 .781

개념 형성 .889 .727

적용 및 평가 .930 .816

<표 Ⅲ-4> 개인학습 측정도구의 요인별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

나. 학습동기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학습동기(learning motivation)를 개인의 학습행동을 발생

시키고, 지속적으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을 유지 및 강화시키는 내적 

상태 또는 과정이라 정의 하였다. 이에 따라 Printrich 외(1991a)가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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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MSLQ)를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 상황에 맞게 수정·번안하여 측정도구로 활용하였다. 

학습동기 측정도구는 내재적 목표지향성(intrinsic goal orientation), 외재적 

목표지향성(extrinsic goal orientation), 과제가치(task value)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의 수는 4개, 4개, 6개로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일치도 계수는 내재적 목표지향성 

0.74, 외재적 목표지향성 0.62. 과제가치 0.90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여 본조사의 설문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내적일치도는 <표 Ⅲ-5>와 같이 나타났다. 예비조사 자료

는 예비조사 자료를 통해 14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 학습동기 도구의 전체 내

적일치도 계수는 0.851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요인별로 내재적 목표

지향성 0.647, 외재적 목표지향성 0.860, 과제가치 0.869로 나타났다. 

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습동기 도구 총 14개 문항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는 0.937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로 내재적 목표지향성 

0.828, 외재적 목표지향성 0.868, 과제가치 0.921로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60) 본조사(n=323)

학습동기

.851 .937

내재적 목표지향성 .647 .828

외재적 목표지향성 .860 .868

과제가치 .869 .921

<표 Ⅲ-5> 학습동기의 신뢰도 계수

또한, 학습동기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모형 추정을 위해서는 추정변수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점을 반영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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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결과 학습동기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표 Ⅲ

-6>와 같이 나타났다.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측정값 해석

 p > .05
=238.101

(df=74, p=.000)
미적용

GFI > .90 .899 보통

AGFI > .90 .857 보통

PGFI > .50, .60 .634 적합

RMSEA < .10 .083 적합

자료: Joreskog & Sorbom. (1984).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표 Ⅲ-6>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학습동기 측정도구의 모형 적합도 지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값은 238.101(df=74, p=0.000)으로 적합하지

않게 나왔지만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면 값이 다변량 정상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지수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미적용하였다(Bentler & Bonett, 

1984; 김진호, 2003), 또한 GFI와 AGFI는 .899, .857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

났으며, PGFI .634, RMSEA .083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습동기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잠

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모든 경로계수가 p< 0.01 이하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모든 요인적 재량이 통계적으로 검정되었으므로 측정의 개념타당

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표준화계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0.5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판단하는데, 분석 결과 .659~.899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 매우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Ⅲ-3], [부록 3] 참조). 또한, 내재적 목표지향성, 외

재적 목표지향성, 과제가치 간의 상관관계 역시 .629~.902수준에서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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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학습동기 측정도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주: **p<.01

다음으로 각 잠재변수에 대한 신뢰도(reliability)를 평가하기 위해 개념신뢰

도(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활용하였다.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지표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신뢰도가 높은 척도는 내적 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준은 0.70 이상을 들고 있다

(Hair et al, 1998).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0.5 이상이 되어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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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배병렬, 2007). 

학습동기 측정도구의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Ⅲ-7>

와 같다. 개념신뢰도는 .870~.940로 나타나고, 분산추출지수는 .628~.722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요인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

내재적 목표지향성 .870 .628

외재적 목표지향성 .890 .671

과제가치 .940 .722

<표 Ⅲ-7> 학습동기 측정도구의 요인별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

다. 직무특성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직무특성(job characteristic)은 개인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의미감, 책임감, 결과 등을 인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

라 Hackman & Oldham(1980)이 개발한 Job Diagnostic Survey(JSD)를 

이진화(2006)가 수정·번안한 측정도구를 중소기업 근로자 상황에 맞게 수정하

여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을 구성요인

으로 한다. 문항의 수는 기술다양성과 과업정체성은 각 2개, 과업중요성과 자율

성은 각 3개, 피드백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는 기능다양성 .665, 과업정체성 .823, 과업중요성 .655, 자율성 .762, 피

드백 .601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여 본조사의 설문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내적일치도는 <표 Ⅲ-8>와 같이 나타났다. 예비조사 자료

는 예비조사 자료를 통해 14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직무특성 도구의 전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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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일치도 계수는 0.716으로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요인별로 기술다양성 

0.782, 과업정체성 0.819, 과업중요성 0.761, 자율성 0.612, 피드백 0.748로 

나타났다. 

본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무특성 도구 총 14개 문항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는 0.924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로 기술다양성 0.851, 과

업정체성 0.708, 과업중요성 0.789, 자율성 0.769, 피드백 0.825로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60) 본조사(n=323)

직무특성

.716 .924

기술다양성 .782 .851

과업정체성 .819 .708

과업중요성 .761 .789

자율성 .612 .769

피드백 .748 .825

<표 Ⅲ-8> 직무특성의 신뢰도 계수

또한, 직무특성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모형 추정을 위해서는 추정변수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점을 반영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

하였다. 그 결과 직무특성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표 Ⅲ

-9>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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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측정값 해석

 p > .05
=182.904

(df=67, p=.000)
미적용

GFI > .90 .923 적합

AGFI > .90 .879 보통

PGFI > .50, .60 .589 적합

RMSEA < .10 .073 적합

자료: Joreskog & Sorbom. (1984).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표 Ⅲ-9>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직무특성 측정도구의 모형 적합도 지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값은 182.904(df=67, p=0.000)으로 적합하지 

않게 나왔지만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면 값이 다변량 정상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지수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미적용하였다(Bentler & Bonett, 

1984; 김진호, 2003), 또한 AGFI는 .879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GFI 

.923, PGFI .589, RMSEA .073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무특성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잠

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모든 경로계수가 p< 0.01 이하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모든 요인적 재량이 통계적으로 검정되었으므로 측정의 개념타당

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표준화계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0.5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판단하는데, 분석 결과 .653~.886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Ⅲ-4], [부록 4] 참조). 또한,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

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간의 상관관계 역시 .619~.959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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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직무특성 측정도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주: **p<.01

.다음으로 각 잠재변수에 대한 신뢰도(reliability)를 평가하기 위해 개념신

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각 잠재변수에 대한 신뢰도(reliability)

를 평가하기 위해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활용하였다.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지표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신뢰도가 높은 척도는 

내적 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준은 

0.70 이상을 들고 있다(Hair et al, 1998).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0.5 이상이 되어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배병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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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특성 측정도구의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Ⅲ

-10>와 같다. 개념신뢰도는 .701~.818로 나타나고, 분산추출지수는 

.588~.795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요인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

기술다양성 .818 .795 

과업정체성 .728 .665 

과업중요성 .705 .643 

자율성 .701 .588 

피드백 .707 .639 

<표 Ⅲ-10> 직무특성 측정도구의 요인별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

라. 조직문화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조직문화를 조직 내 구성원들의 인지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유된 가치, 신념 및 사고방식이라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Zheng(2005)이 Fey와 

Denison(2003)이 개발한 문항을 원저자의 검토를 통해 간소화하여 재구성한 조

직문화 측정 문항을 중소기업 근로자 상황에 맞게 수정·번안하여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효과적인 조직의 네 가지 문화적 특성인 적응성, 일관성, 참여, 미션

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 계수가 전체적으로 .89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여 본조사의 설문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내적일치도는 <표 Ⅲ-11>와 같이 나타났다. 예비조사 자

료는 예비조사 자료를 통해 12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조직문화 도구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는 0.912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요인별로 적응

성 0.743, 일관성 0.712, 참여 0.629, 미션 0.8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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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직문화 도구 총 12개 문항의 전체 내적일치

도 계수는 0.934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로 적응성 0.797, 

일관성 0.787, 참여 0.734, 미션 0.863으로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60) 본조사(n=323)

조직문화

.912 .934

적응성 .743 .797

일관성 .712 .787

참여 .629 .734

미션 .892 .863

<표 Ⅲ-11> 조직문화의 신뢰도 계수

또한, 조직문화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모형 추정을 위해서는 추정변수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점을 반영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

하였다. 그 결과 조직문화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표 Ⅲ

-12>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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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측정값 해석

 p > .05
=191.259

(df=48, p=.000)
미적용

GFI > .90 .906 적합

AGFI > .90 .848 보통

PGFI > .50, .60 .558 적합

RMSEA < .10 .096 적합

자료: Joreskog & Sorbom. (1984).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표 Ⅲ-12>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조직문화 측정도구의 모형 적합도 지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값은 191.259(df=48, p=0.000)으로 적합하지 

않게 나왔지만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면 값이 다변량 정상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지수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미적용하였다(Bentler & Bonett, 

1984; 김진호, 2003), 또한 AGFI는 .848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GFI 

.906, PGFI .558, RMSEA .096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직문화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잠

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모든 경로계수가 p< 0.01 이하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모든 요인적 재량이 통계적으로 검정되었으므로 측정의 개념타당

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표준화계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0.5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판단하는데, 분석 결과 .589~.853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Ⅲ-5], [부록 5] 참조). 또한, 적응성, 일관성, 참여, 미션 

간의 상관관계 역시 .791~.994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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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조직문화 측정도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주: **p<.01

다음으로 각 잠재변수에 대한 신뢰도(reliability)를 평가하기 위해 개념신뢰

도(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각 잠재변수에 대한 신뢰도(reliability)

를 평가하기 위해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활용하였다.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지표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신뢰도가 높은 척도는 

내적 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준은 

0.70 이상을 들고 있다(Hair et al, 1998).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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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이상이 되어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배병렬, 2007). 

조직문화 측정도구의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Ⅲ

-13>와 같다. 개념신뢰도는 .889~.930으로 나타나고, 분산추출지수는 

.727~.816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요인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

적응성 .889 .727

일관성 .894 .739

참여 .859 .674

미션 .922 .797

<표 Ⅲ-13> 조직문화 측정도구의 요인별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

4. 자료 수집

자료의 수집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방문조사, 우편조사 및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실시되었다. 접근이 가능한 26개 기관 별로 전화 및 방

문, 이메일 등을 통해 협력자를 섭외하였으며, 협력자와 상의하여 기업인원현황

을 고려한 적정 설문인원을 5~20명 사이에서 결정하였다. 협력자에게는 조사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기 위해 사전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이 연구의 취지와 설문조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협력자의 사정으로 직접방문이 어려워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1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방문 시에는 

사전에 협력자와 방문일시를 상의하여 결정하고 조사도구를 하드카피하여 직접 

가지고 기관을 방문하였다. 협력자와 첫 대면 시 설문 협조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을 전달하였으며, 다시 한 번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설문배포 방식

을 상의하였다. 설문은 협력자를 통해 조사대상자에게 전달되었으며, 휴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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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표한 설문인원을 달

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나머지 설문지와 반송용 봉투를 협력자에게 전달하여 우

편을 통해 추가적인 설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자료 수집은 26개 기관에 총 38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359부를 회수

하여 94.5%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 무응답 및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323

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어 85.0%의 유효 자료율을 보였다(<표 Ⅲ-14> 참조).

조사기업 설문지 배부 수(부) 설문지 회수 수(부) 설문 회수율

A 기업 11 11 100.0%
B 기업 15 15 100.0%
C 기업 18 18 100.0%
D 기업 20 17 85.0%
E 기업 14 14 100.0%
F 기업 8 8 100.0%
G 기업 14 12 85.7%
H 기업 13 13 100.0%
I 기업 10 10 100.0%
J 기업 15 14 93.3%
K 기업 15 14 93.3%
L 기업 10 10 100.0%
M 기업 20 17 85.0%
N 기업 15 15 100.0%
O 기업 15 14 93.3%
P 기업 15 15 100.0%
Q 기업 15 15 100.0%
R 기업 15 15 100.0%
S 기업 20 17 85.0%
T 기업 10 10 100.0%
U 기업 20 18 90.0%
V 기업 22 22 100.0%
W 기업 10 9 90.0%
X 기업 15 15 100.0%
Y 기업 10 9 90.0%
Z 기업 15 12 80.0%
합계 380 359 94.5%

<표 Ⅲ-14> 조사대상 기업체별 설문배부 및 회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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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for Windows와 AMOS 7.0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이 연

구에서 사용된 통계방법을 연구가설별로 제시하면 <표 Ⅲ-15>와 같다.

연구가설 통계방법

가설 1.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과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

화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인과관계를 예측하기

에 적합할 것이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가설 2.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는 개인학

습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습동기는 개인학습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특성는 개인학습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중소기업 근로자의 조직문화는 개인학습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중소기업 종사자의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가 학습동기를 매개

로 개인학습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특성은 학습동기를 매개로 개인

학습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중소기업 종사자의 조직문화는 학습동기를 매개로 개인

학습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Ⅲ-15> 연구가설별 통계방법

이 연구에서 적용된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를 이상치(outlier)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 자료를 정교화 

시키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상점은 어떤 변수에 대한 측정치의 사례가 나머지

사례와 매우 다른 것을 의미한다(배병렬, 2007). 이상치 분석은 AMOS 7.0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마하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 통계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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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하여 판단하였다. 미하라노비스 거리는 개별 사례의 점수와 표본평균과의 

다변량 거리를 의미하며, 마아하노비스 거리가 0이면 모든 응답자의 점수는 그

들 각각의 평균과 같음을 의미한다. AMOS의 정규성 검사가 관측변수별로 단

일변량 정규성을 검사하는 것이라면, 미할라노비스 거리를 통한 이상치 검사는 

다변량 이상치검사이다(문세연, 2010). 이 연구에서는 마할라노비스 거리값의 

유의확률이 0.001이하일 경우를 이상치로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이에 따라 무

응답 및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유효응답 자료 323개 중 총 13개의 케이스가 

제거되었으며, 최종분석에서는 310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둘째, 개인학습과 관련 변인의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7.0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는 일반적으로 공변량 매

트릭스를 공변량 구조분석에서 사용하나, 이 연구에서는 정규성 분석결과 비정

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AMOS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래핑

(bootstraping)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모수추정법은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를 활용하였다. 

한편, 변인 간의 가설적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비추어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

를 검증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r index), 증분적합지수

(incremental fit index),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를 검토하

였다(<표 Ⅲ-16> 참조). 

먼저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r index)는 제안모형이 표본공분산행렬을 어

느 정도 예측할 수 잇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χ , 적합지수

(GFI: goodness of fix index), 조정적합지수(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PGFI, 근사치 오차평균 제곱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r index)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는 제안모형이 기초모형에 

비하여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이다. 이 연구에서는 표준적합

지수(NFI: normed fit index), 상대적합지수(RFI: relative fit index), 비

교적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 중분적합지수(IFI: incre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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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index)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는 모형이 적합도에 도

달하기 위해 추정모수와 자유도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지수이다. 이 연구에서는 

PRATIO, 간명표준적합지수(PNFI: 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PCFI를 활용하였다.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절대적합지수

 ≥.05

GFI > .90

AGFI > .90

PGFI > .50, .60

RMSEA1) < .07

증분적합지수

NFI3) > .90

IFI4) > .90

TLI > .90

CFI1) > .90

간명적합지수

PRATIO > .50, .60

RNFI > .50, .60

PCFI > .50, .60

자료: Joreskog & Sorbom. (1984).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표 Ⅲ-16> 적합도 판단기준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인학습,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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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등의 기술적 통계

치를 SPSS 15.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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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관찰변인의 일반적 특성

가. 관찰변인의 수준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인으로 개인학습,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

화 변인에 대해 기술적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개인학습은 

개인적 경험 3.67, 탐색 및 성찰 3.65, 개념 형성 3.63, 적응 및 평가 3.50으

로 대체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개인적 경험은 다른 개인학습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응 및 평가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는 내재적 목표 지향성 3.77, 외재적 목표 지향성 3.52, 과제가치 

3.82로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학습동기 수준은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제가치는 다른 학습동기의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재적 목표 지향성은 다른 학습동기의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특성은 기술다양성 3.50, 과업정체성 3.47, 과업중요성 3.69, 자율성 

3.65, 피드백 3.62로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직무특성 수준은 다소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으며, 과업중요성은 다른 직무특성의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업정체성은 다른 직무특성의 요인에 비해 상대

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는 적응성 3.70, 일관성 3.42, 참여 3.48, 미션 3.46으로 전반적으

로 응답자들의 조직문화 수준은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응성은 다른 조직문화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관성은 다른 조직문화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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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5점 환산 

평균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반응가능

범위

개인학습

개인적 경험 3.67 11.00 2.45 3 15 3-15

탐색 및 성찰 3.65 10.95 2.15 3 15 3-15

개념 형성 3.63 10.87 2.25 3 15 3-15

적용 및 평가 3.50 10.50 2.38 4 15 3-15

학습동기

내재적 목표 지향성 3.77 15.08 2.90 4 20 4-20

외재적 목표 지향성 3.52 14.07 3.09 4 20 4-20

과제가치 3.82 22.94 4.40 7 30 6-30

직무특성

기술다양성 3.50 6.99 1.62 3 10 2-10

과업정체성 3.47 6.94 1.38 3 10 2-10

과업중요성 3.69 11.06 2.14 5 15 3-15

자율성 3.65 10.95 2.19 3 15 3-15

피드백 3.62 14.48 2.66 6 20 4-20

조직문화

적응성 3.70 11.08 2.15 4 15 3-15

일관성 3.42 10.26 2.29 4 15 3-15

참여 3.48 10.43 2.15 5 15 3-15

미션 3.46 10.38 2.37 3 15 3-15

n=310

<표 Ⅳ-1>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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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찰변인의 정규성 분석

구조방정식모델링에서 사용되는 추정법인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과 일반최소자승법(GLS; generalized least squares)은 연속변

수에 대한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성 검증을 위해  우선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변량 정규성은 관찰변인의 분포에 초점을 두며, 왜도(skewness)와 첨도

(kurtosis)를 통해 판단한다. 왜도는 자료의 대칭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균에 대해 대칭적인 정규분포와는 달리, 양의 왜도값을 가지는 자료에서는 평

균의 아래쪽(좌측)에 몰려 있으며, 음의 왜도는 자료가 평균의 위(우측)에 몰려 

있어 평균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첨도는 정규분포곡선에 대해 분

포의 중간이나 꼬리에 있는 점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의미한

다. 왜도와 첨도에 따른 기각률(critical ration, c.r.)이 나타나는데, 이는 검

증통계량과 같으며 그 값이 ±1.96을 벗어날 경우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을 

뜻한다. 특정 관측변인의 왜도 또는 첨도가 단일변량 정규성에 어긋날 때, 유의

하기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왜도와 첨도의유의성은 민감하기 때문에 검증통계

량보다는 왜도나 첨도의 값 자체로 판단하게 된다(김대업, 2008). 다만, 구조

방정식 모형과 관련하여 Monte Carlo Simulation에서 제안한 몇 가지 방법

을 활용하여 정규성을 분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왜도의 절대값이 3.0보다 

큰 경우는 극단적 왜도, 첨도의 절대값이 8.0~20.0까지는 극단적 첨도라고 제

안하였다. 한편, Hong, Malik과 Lee(2003)는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정상분

포 조건이란 왜도가 2, 첨도가 4보다 적은 경우로 설명하였다.

관찰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변량 정규성(univariate 

normality)과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2>

와 같다.



- 70 -

변인 최소값 최대값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지수 C.R. 지수 C.R.

개인학습

개인적 경험 3 15 -0.566 -4.066 0.197 0.71

탐색 및 성찰 3 15 -0.295 -2.119 0.17 0.612

개념 형성 3 15 -0.428 -3.076 0.008 0.03

적용 및 평가 4 15 -0.155 -1.117 -0.455 -1.635

학습동기

내재적 목표 지향성 4 20 -0.669 -4.806 0.739 2.655

외재적 목표 지향성 4 20 -0.175 -1.258 -0.134 -0.483

과제가치 7 30 -0.675 -4.851 0.385 1.383

직무특성

기술다양성 3 10 -0.247 -1.776 -0.409 -1.472

과업정체성 3 10 -0.134 -0.967 0.001 0.003

과업중요성 5 15 -0.469 -3.37 -0.054 -0.194

자율성 3 15 -0.451 -3.242 0.131 0.47

피드백 6 20 -0.478 -3.435 0.325 1.167

조직문화

적응성 4 15 -0.374 -2.692 0.363 1.306

일관성 4 15 -0.283 -2.037 -0.112 -0.403

참여 5 15 0.072 0.517 -0.428 -1.538

미션 3 15 -0.245 -1.758 -0.275 -0.989

다변량 정규성

(Multivariate)
30.055 11.024

n=310

<표 Ⅳ-2>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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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16개의 관찰변인의 왜도 절대값이 최소 0.072에서 최대 

0.675이며, 첨도 절대값은 최소 0.001에서 최대 0.739로 나타났다. 일반적으

로 왜도의 절대값 2.0이상, 첨도의 절대값 4.0이상일 경우 극단적인 왜도값과 

첨도값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Hong, Malik & Lee, 2003), 이 경우의 모든 

관찰변인이 왜도와 첨도에 약한 정규성을 띠게 되어 단일변량 정규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다변량 정규성의 경우, 유의도 0.01수준에서 다변량 첨도지수가 

30.055로 나타나 정규성을 가정하지 못하였다. 다변량 정규성이 가정되지 못한 

경우 최대우도법에 의해 모수를 추정하면 표준오차와 카이자승값(χ2)이 정확성

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GLS(일반최소자승법), ADF(접근분포자유법), 부트스

트레핑(bootstrapping)의 방법을 활용하며, 이 중 AMOS에서 제공하는 부트

스트레핑은 비정규 자료를 처리하는데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배병렬, 2009; Nevitt & Hancook, 200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모수 추

정의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 AMOS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레핑을 원자료를 활

용하여 실시하였다.

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분석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인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과 학습

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 간의 인과모형은 실증적 자료 예측에 적합한 모형

임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적 인과모형이 실제 자료에 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

는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1.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과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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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3>과 같이 나타났다. 적합지

수는 크게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r index),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합지수는 모형의 일반적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로 χ , 적합지수(GFI: 

goodness of fix index), 조정적합지수(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PGFI, 근사치 오차평균 제곱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활용하였다. 

증분적합지수는 기초모형 즉, 독립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지수로 표준적합지수(NFI: normed fit index), 상대적합지수(RFI: relative 

fit index), 비교적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 중분적합지수(IFI: 

incremental fit index) 값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간명적합지수는 모형의 간명도와 관련된 지수로 PRATIO, 간명

표준적합지수(PNFI: 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PCFI를 활용하였

다. 여러 적합지수를 살펴본 이유는 유일하게 받아들여지는 지수가 존재하기 않

기 때문이다(Mulaik, James, Van Alstine, Bennet, Lind, & Stillwel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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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측정값 해석

절대적합지수

 p > .05
=322.614

(df=98, p=.000)
미적용

GFI > .90 .878 보통

AGFI > .90 .831 보통

PGFI > .50, .60 .633 적합

RMSEA < .10 .086 적합

증분적합지수

NFI3) > .90 .927 적합

IFI4) > .90 .948 적합

RFI > .90 .911 적합

CFI1) > .90 .948 적합

간명적합지수

PRATIO > .50, .60 .817 적합

RNFI > .50, .60 .757 적합

PCFI > .50, .60 .774 적합

자료: Joreskog & Sorbom. (1984).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표 Ⅳ-3> 적합도 판단기준

분석결과 카이자승치()는 322.614(df=98,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적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론모형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표본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값은 사례수가 250 이상일 경우 모형을 과

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변량 정상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지수

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미적용하였다(Bentler & Bonett, 1984; 김진호, 

2003),



- 74 -

모형의 일반적인 적합도를 표현하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r index)의 

값들을 살펴보면 PGFI는 .633로 , 근사치 오차평균 제곱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86으로 모형의 수용수준을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합지수(GFI: goodness of fix index), 

조정적합지수(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는 각각 .878, .831

으로 모형의 수용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값이 기준치에 

근접하여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김대업(2008)은 적합도 지수

들의 경험적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제시하였다.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는 표준적합지수(NFI: normed fit 

index) .927, 상대적합지수(RFI: relative fit index) .911, 비교적합지수

(CFI: comparative fit index) .948, 중분적합지수(IFI: incremental fit 

index) .948로 수용수준에 모두 적합하게 나타났다.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에서는 PRATIO .817, 간명표준적

합지수(PNFI: 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757, PCFI .774로 모두 

수용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적합도 분석결과를 통해 나타난 모든 적합지수를 고려하여 가설

적 모형이 실증적 자료에 비교적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모형에 대한 지수들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 

설정한 첫 번째 연구문제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과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 간의 가설적 구조방정식모형이 실증적 예측에 적합할 것이라는 가

설은 채택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적합도가 판정된 가설적 모형의 경로모형과 경로계수의 유의도

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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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과 관련변인의 가설적 모형 검증결과

         주1) 지표변인으로 통계적인 검증이 불가
         주2)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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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의 개인학습에 대한 영향관계

이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에 학습동기, 직무

특성 및 조직문화가 정적인 직접적 영향관계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로 완전표준화추정치, 표준오차, 기각률(C.R: critical ratio)

을 산출하였다(<표 Ⅳ-4) 참조). 연구가설별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
표준오차 C.R.

학습동기 → 개인학습 .483 .613 .088 5.506**

직무특성 → 개인학습 .197 .116 .166 1.182

조직문화 → 개인학습 .233 .210 .086 2.722**

직무특성 → 학습동기 1.274 .591 .169 7.535**

조직문화 → 학습동기 .499 .354 .099 5.050**

** p<.01

<표 Ⅳ-4> 변인 간 영향관계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가설 2-1.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습동기는 개인학습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에 대한 학습동기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는 

0.613(C, R,=5.506, p<.0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습동기는 개인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영가

설은 기각되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습동기는 개인학습에 직접적으로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즉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일

터에서 자신의 학습행동을 발생시키고 유지하는 특성이 클수록 개인학습의 성

취수준이 높아지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개인학습에 대한 학습동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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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계수는 다른 변인의 경로계수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 연구변인 중에 개

인학습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설 2-2.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특성은 개인학습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에 대한 직무특성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는 

0.116(C, R,=1.182, p=.237)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특성이 개인학습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즉, 근로자의 업무가 다양하고 자율

적이며 업무에 대한 부담이 높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개인학습의 수준이 높아지

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2-3. 중소기업 근로자의 조직문화는 개인학습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에 대한 조직문화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는 

0.210(C, R,=2.722, p<.0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조직문화는 개인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영가

설은 기각되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조직문화는 개인학습에 직접적으로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즉, 조직 내 구성원들이 가

치, 신념 및 사고방식에 대한 공유의 수준을 높을수록 개인학습의 성취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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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와 개인학습의 관계에서 학습동기의 매개효과

이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로 중소기업 경로모형에서의 매개변인으로 설정

된 변인들에 대하여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해당 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변

인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은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를 통해 직접효과(direct 

effect), 간접효과(indirect effect), 총효과를 산출하였다. 직접효과(direct 

effect)는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하며, 

간접효과(indirect effect)는 두 변수들 간의 효과가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되

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총 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을 한 변인으

로 다른 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배병렬, 2006). 한편, 직접효과는 유의

하지 않고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마올 경우 완전매개를 의미하며, 직접효과와 간

접효과가 동시에 유의하게 나타나면 부분매개를 의미한다(이진화, 2009).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와 개인학습의 관계에서 학습동기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경로유형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무특성

 → 학습동기

 → 개인학습

독립 - 매개 직무특성 → 학습동기 0.591* 0.591*

매개 - 종속 학습동기 → 개인학습 0.613** 0.613**

독립 - 종속 직무특성 → 개인학습 0.116 0.363** 0.479*

조직문화

 → 학습동기

 → 개인학습

독립 - 매개 조직문화 → 학습동기 0.354* 0.354*

매개 - 종속 학습동기 → 개인학습 0.613** 0.613**

독립 - 종속 조직문화 → 개인학습 .210* .217**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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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5> 학습동기와 개인학습의 관계에서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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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1.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특성은 학습동기를 매개로 개인학습에 간접적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특성이 학습동기를 통해 개인학습에 미치는 간접효과

는 0.363(0.591 × 0.613)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특성과 개인학습간의 관계에서 학습동기의 

매개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며, 직무특성은 학습동기를 매개

변수로 하여 개인학습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또한, 직무특성이 개인학습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게 나타나, 직무특성이 개인학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학습동기를 매개로 개인학습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효

과를 가진다. 

 

가설 3-2. 중소기업 근로자의 조직문화는 학습동기를 매개로 개인학습에 간접적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조직문화가 학습동기를 통해 개인학습에 미치는 간접효과

는 0.217(0.354 × 0.613)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조직문화와 개인학습간의 관계에서 학습동기

의 매개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며, 조직문화는 학습동기를 

매개변수로 하여 개인학습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2은 채택되었다. 또한, 근로자의 조직문화는 개인학습에 직접 효과는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조직문화는 개인학습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학습동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개인학습에 영향

을 미치는 불완전 매개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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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가. 가설적 인과모형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여러 적합도지수를 고려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에 대해 학습

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습동기와 조직문화는 개인학습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고, 직무특성과 조

직문화는 학습동기를 매개로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설

정한 개인학습과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에 관한 가설적 모형 분석을 

통해 해당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변인 간 관계를 예측하는데 있어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동기는 직무특성과 개인학습과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

과, 조직문화와 개인학습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개인적 특성 변인인 학습동기가 개인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것이 개인학습

을 촉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습동기의 직무특성 및 조

직문화와 개인학습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조직적인 차

원에서의 학습지원은 학습동기를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무특성의 경우 직접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습동기를 매개

로한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문세연(2010)과 윤세훈(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직무특성을 통한 개인학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특성이 학

습의 의욕을 고취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학습동기의 개인학습에 대한 영향관계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습동기가 개인학습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동기가 개인학습에 대해 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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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Sambrook & Stewart, 2000; Sambrook, 

2002; Kremer, 2006; 김진모, 1997; 김진화, 2000; 문세연, 2006; 한상훈, 

2007; 문세연, 2010; 민상기, 2011)의 결과와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개인의 인지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

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을 하고자 

하는 내적인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학습동기의 개인학습에 대한 경로계수가 다른 변인과 비교하여 높게 나

타났다. 이는 문세연(2010)의 연구에서 학습과 관련변인과의 인과적 관계에서 

다른 변인에 비해 학습동기가 학습에 주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

과이다. 또한, Berg와 Chyung(2008)의 연구에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서열화한 결과가 현재 전문영역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구의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업무를 수행

하며 자신의 직무에 대한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학습에 대

한 욕구인 학습동기가 높은 근로자 일수록 개인학습 활동에 대한 수행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다. 직무특성의 개인학습에 대한 영향관계

연구결과 직무특성이 개인학습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정적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직무특성이 개인학습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Elistrom, 2001; van Woerkom 외. 2002; Doombons 외, 2008; 

김진화, 2000; 이진화, 2006; 민상기, 2011)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그러

나 이진화(2006)의 연구를 살펴보면 설명력이 산업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구인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자율성과 피드백

이 제조업 분야에서는 설명력을 가지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진화, 2006). 따라서 직무특성이 개인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은 통상적인 시



- 82 -

야에서 벗어나 산업특성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이므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에 있

어 직무특성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직무특성과 

개인학습간의 영향관계에서 추가적인 변인들을 밝혀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직무특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직무

특성은 잠재적인 개인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판단하여 보다 세부

적인 연구 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라. 조직문화의 개인학습에 대한 영향관계

연구결과 조직문화가 개인학습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정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조직문화가 개인학습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Baskett, 1993; Abbey, 1999; Sambrook, 2002; 조일환, 2010; 

민상기, 2011)들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공유된 가치나 태도

가 강할수록 내적으로 학습을 하고자하는 마음의 상태가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 수준으로 높여 스스로 학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내부의 공유된 가치나 태도 등을 더욱 결속 시

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의 조직문화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조직문화의 수준을 파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직성과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문화적 특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이 자신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학습을 

수행하는 정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마. 직무특성과 개인학습의 관계에서 학습동기의 매개효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특성과 개인학습 관계에서 학습동기는 완전 매개효과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특성이 학습동기를 매개로 개인학습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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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무특성이 개인학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 근로

자의 기술이 다양하고, 과업의 정체성과 중요도가 높으며, 직무의 자율성을 가

지고 일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을 경우 이는 학습동기를 높여주고 높아진 학

습동기는 개인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

자의 개인학습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주요 영향변인인 학습동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직무특성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바. 조직문화와 개인학습의 관계에서 학습동기의 매개효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조직문화와 개인학습의 관계에서 학습동기는 불완전 매개

효괄ㄹ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문화가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학

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조직의 공유된 가치가 강하더라도 개인의 학습을 

하고자 하는 내적 상태가 낮으면 개인학습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우선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또한, 많은 조직에서 개인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조직이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함께 조직을 이끌어 나간다면 조직내 개인의 학습 수준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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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인학습과 학습동기, 직무

특성 및 조직문화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과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

직문화는 개인학습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가 학습동기를 매개로 개인학습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 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무선표집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접근 가능한 목표모집단을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상에 제시된 중소기업의 근로자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0

년 5월 1일 기준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의 수는 1,221,347개이며, 이 연구에서

는 변인의 특성과 불성실 응답 등을 고려하여 총 380명을 표집하였다. 이는 조

사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비확률적 표집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중 하나인 유의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중

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체 중 조사 가능한 26개의 기업의 조사를 

위한 협력자를 방문 및 전화연락을 통해 섭외하고, 해당 기업의 인원 현황을 파

악하여 설문가능 부수를 결정하여 온라인서베이 및 직접방문을 통해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는 개인학습, 학습동기, 직무특성, 조직문화,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

사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개인학습 측정도구는 개인적 경험, 탐

색 및 성찰, 개념 형성, 적용 및 평가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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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2개 문항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는 0.948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요인별로 개인적 경험 0.894, 탐색 및 성찰 0.871, 

개념 형성 0.848, 적용 및 평가 0.908로 나타났다. 학습동기 측정도구는 내재

적 목표지향성(intrinsic goal orientation), 외재적 목표지향성(extrinsic goal 

orientation), 과제가치(task value)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수는 4개, 4

개, 6개로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습

동기 도구 총 14개 문항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는 0.937로 매우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으며, 요인별로 내재적 목표지향성 0.828, 외재적 목표지향성 0.868, 

과제가치 0.921로 나타났다. 직무특성 측정도구는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

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을 구성요인으로 문항의 수는 기술다양성과 과업정체

성은 각 2개, 과업중요성과 자율성은 각 3개, 피드백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본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무특성 도구 총 14개 문항의 전체 내적

일치도 계수는 0.924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로 기술다양성 

0.851, 과업정체성 0.708, 과업중요성 0.789, 자율성 0.769, 피드백 0.825로 

나타났다. 조직문화 측정도구는 적응성, 일관성, 참여, 미션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직문

화 도구 총 12개 문항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는 0.934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로 적응성 0.797, 일관성 0.787, 참여 0.734, 미션 0.863

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방문조사, 우편조사 및 온

라인 서베이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380부를 배포하여 총 359부를 회수하여 

94.5%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 무응답 및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323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어 85.0%의 유효 자료율을 보였다. 자료분석은 SPSS 15.0 

for Windows와 AMOS 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과 학습동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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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특성 및 조직문화 간의 인과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

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습동기( =.613), 조직문화( =.210)는 개인학습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직무특성은 개인학습에 대해 유의미한 영

향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셋째, 종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과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의 관계에서 학습

동기는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직무특성은 학습동기를 매개로 하였을 때 

개인학습에 0.363의 간접효과를 가졌고, 그 결과 0.479의 총 효과를 나타내었

으며,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조직문화는 학습동기를 매개로 하였을 때 개

인학습에 0.217의 간접효과를 가졌고, 그 결과 0.427의 총 효과를 나타냈으며,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2. 결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과 학습동기,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 간의 인과관계 모형은 개인학습과 직무특성, 개인학습과 조직문화

의 관계를 제외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

로자의 개인학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동기는 개인학습을 

설명하기에 적합하고 변인들 간의 가설적 인과관계에 대해 충분한 예측타당도

를 가진다. 이를 통하여 학습과 관련한 연구들이 학생,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

로 연구되어 왔음에 반해, 중소기업 조직에서의 근로자에게도 개인학습의 주요

한 변인으로 학습동기가 적용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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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습동기와 조직문화는 개인학습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 수준이 학습동기와 조직문화의 영

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동기가 개인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습에 대한 의욕이 높을수록 개인의 성장을 위한 학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직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가치의 수준의 

강할수록 개인이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의 수준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직무특성은 개인학습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직무의 다양성과 중요성 등이 강하다고 하여 개인의 학습 수준이 다르

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특성은 학습동기를 매개하여 근로자의 개인학습

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나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중

소기업 근로자의 직무특성이 개인학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개인학습의 주요 변인인 학습동기를 매개로 개인학습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직무에 대한 다양성, 

정체성, 중요성, 자율성 및 피드백의 수준을 높여주면, 학습을 하고자 하는 내

적 상태의 변화로 스스로 직무에 대해서 학습을 해나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자 직무가 전환된다면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조직문화는 학습동기를 매개하여 근로자의 개인학습

에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간접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즉, 중소기업 근로자

의 조직문화는 개인학습에 직접적인 정적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학습동

기를 매개로 하여 개인학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과향상과 관련된 조직문화 요인들의 수준을 높여 주면 근로자 개

인의 직무에 대한 학습 동기가 높아져 개인학습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소기업 근로자를 스스로 직무에 대해서 경험하고 학습하게하기 

위해서는 학습동기의 수준을 높여 줄 수 있는 조직문화적 장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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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문화 측정에 있어 연구에서 사용한 성과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 요인의 측정방식과는 달리 조직문화를 유형화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조직문화의 유형별 개인학습의 영향관계를 살펴본다면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

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조직이 작고 CEO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의 문화적 속성이 개인의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직문화 유형은 어떤 것인지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개인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특성 변인

을 대상으로 인과적인 관계를 밝혀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학습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이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 뿐 아니라 CEO 리더십, 의사소통개방

성, 인사체계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변인들이 개인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직

특성을 규명한다면 중소기업에서의 개인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직차원에

서의 접근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인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으로 구분하여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조

직의 특성과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개인 및 조직의 구조적특성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조직의 특성과 개인학습과의 관계를 살펴보

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 연구를 통해 조직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았지만 후속연구로서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을 구분하여 접근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의 업종을 고려한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연구의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으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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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표집을 한다면 더욱 다양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

소기업의 산업이 매우 다양한 것과 근로자가 산업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을 고려하면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산업별로 

개인학습과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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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본조사 질문지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 관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에 대한 연구를 위한 질문지입니다. 

이 연구에서의 개인학습은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인지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자기개발적인 학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연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학습과 관련 변인들간의 관게를 살펴봄으로

서 학습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습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은 이 연구를 위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

입니다.

질문지는 총 면이며, 응답하시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10분입니다. 조사결

과는 통계법 8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특정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중

한 시간을 내어 주시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 11.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지도교수 : 나승일

석사과정 : 정두진

[연구자 연락처] 정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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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음은 귀하께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수준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구성원으로서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담당 업무의 내용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다양한 경험(예: 문헌

자료, 관찰, 대화, 연수 등)을 통해 발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업무처리에 관한 새로운 방법 및 절차를 다양한 경험(예: 문헌

자료, 관찰, 대화, 연수 등)을 통해 발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담당 업무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에 관한 새로운 정보 및 기술

을 다양한 경험(예: 문헌자료, 관찰, 대화, 연수 등)을 통해 발

견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새로운 담당 업무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새로운 업무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담당 엄무와 관련된 새로운 장비 및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담당 업무 내용에 관한 새로운 정보와 기존의 정보의 관련성을 파악

하여 업무 내용을 재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업무처리에 관한 새로운 방법 및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노하

우를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담당 업무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에 관한 새로운 정보 및 기술

을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새로운 업무 내용에 관한 정보를 실제 수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새로운 업무처리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실제 수행하고 그 효

과를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업무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의 새로운 정보 및 기술을 실제 

수행에 적용해 보고 그 효과를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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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는 이유(동기)에 대한 문항입니다. 평

소 귀하의 생각이나 상황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는 이유(동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도전적인 일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배우기 어려워도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 내용에 대해 가능한 완벽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나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업무를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좋은 업무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인사고과점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높은 업

무 평가를 받는 것이 최대 관심사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사람들보다 높은 업무평가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
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

문에 업무를 잘 수행하길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현재의 업무를 통해 배운 내용들은 다른 데에서도 유용하게 쓰
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업무에 대해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11. 현재의 업무를 통해 새롭게 알게되는 내용들은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12. 현재의 업무 내용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유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현재의  업무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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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귀하께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의 특성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평소 귀하의 생각이

나 상황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무의 특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이
나 지식이 요구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업무는 반복적이며 매우 단순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업무는 상사의 감독이나 지시가 없어도 일을 시작하고 계

속해 나갈 수 잇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대,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상사로부터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정해진 규정보다는 스스로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을 수행
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수행하는 업무는 업무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결과가 명확히 드

러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업무결과가 실제 회사 전체의 활동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직무가 전체회사의 성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직원들의 업무 성과가 나의 업무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수행한 일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명백하게 받는 편이라
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너무 다양한 종류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업무량은 지나치게 많다. ① ② ③ ④ ⑤
13.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전체적인 업무활동 과정을 생각해 

볼 때, 나의 직무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나의 업무수행 결과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만족스러운 수

준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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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회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평소 귀하의 생각이나 상황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원들이 회사의 일원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가장 적합한 정보를 가진 부서 및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3. 직원들의 역량이 회사의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① ② ③ ④ ⑤

4. 회사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는 명확하고 일관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부서 간의 협력적인 업무 활동이 쉽게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7. 새롭고 효과적인 업무 방식이 지속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고객의 요구는 우리 회사에서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9. 혁신 및 변화를 위한 위험을 감수하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

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0. 미래를 위한 명확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향후 발전 목표에 대해 대부분의 직원들이 동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직원들이 공유된 비전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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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를 하시거나 정확한 숫

자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________세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4년대졸  ④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직급은? ① 일반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이상

5.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의 업종은?

① 제조업 ② 광업 ③ 건설업 ④ 운수업 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⑥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⑦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⑧ 농업, 임업 및 어업 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⑩ 도매 및 소매업 

⑪ 숙박 및 음식점업 ⑫ 금융 및 보험업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⑭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⑮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⑯ 교육서비스업 ⑰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⑱ 부동산업 및 임대업

6. 귀하가 담당하는 일은? ① 기획·관리·총무·인사  ② 영업·마케팅  ③ 연구개발  

                    ④ 생산  ⑤서비스·고객관리  ⑥기타(직접작성: _______)

7. 귀하의 직장생활 경험은?   (만) _______년 _________개월

8.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만) _______년 _________개월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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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개인학습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
표준오차 C.R.

개념

신뢰도

분산추출

지수

Ⅰ-1 → 개인적 경험 1 0.857

0.913 0.776Ⅰ-2 → 개인적 경험 0.957 0.853 0.049 19.44**

Ⅰ-3 → 개인적 경험 1.01 0.866 0.051 19.634**

Ⅰ-4 → 탐색 및 성찰 1 0.836

0.915 0.781Ⅰ-5 → 탐색 및 성찰 0.981 0.865 0.053 18.55**

Ⅰ-6 → 탐색 및 성찰 0.936 0.805 0.058 16.127**

Ⅰ-7 → 개념 형성 1 0.774

0.889 0.727Ⅰ-8 → 개념 형성 1.094 0.829 0.073 15.092**

Ⅰ-9 → 개념 형성 1.185 0.83 0.079 14.961**

Ⅰ-10 → 적용 및 평가 1 0.86

0.930 0.816Ⅰ-11 → 적용 및 평가 1.061 0.909 0.048 22.085**

Ⅰ-12 → 적용 및 평가 0.947 0.857 0.048 19.89**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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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학습동기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
표준오차 C.R.

개념

신뢰도

분산추출

지수

Ⅱ-1 → 내재적 목표지향성 1 0.831

.870 .628

Ⅱ-2 → 내재적 목표지향성 0.948 0.81 0.054 17.488**

Ⅱ-3 → 내재적 목표지향성 0.823 0.716 0.064 12.88**

Ⅱ-4 → 내재적 목표지향성 0.819 0.659 0.072 11.39**

Ⅱ-5 → 외재적 목표지향성 1 0.771

.890 .671

Ⅱ-6 → 외재적 목표지향성 1.005 0.77 0.072 13.975**

Ⅱ-7 → 외재적 목표지향성 1.095 0.864 0.071 15.473**

Ⅱ-8 → 외재적 목표지향성 1.028 0.761 0.075 13.739**

Ⅱ-9 → 과제가치 1 0.746

.940 .722

Ⅱ-10 → 과제가치 1.13 0.899 0.066 17.009**

Ⅱ-11 → 과제가치 1.09 0.839 0.07 15.588**

Ⅱ-12 → 과제가치 1.01 0.778 0.07 14.382**

Ⅱ-13 → 과제가치 1.082 0.779 0.075 14.355**

Ⅱ-14 → 과제가치 1.084 0.838 0.07 15.59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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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직무특성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
표준오차 C.R.

개념

신뢰도

분산추출

지수

Ⅲ-1 → 기술다양성 1 0.886

0.818 0.795 

Ⅲ-2 → 기술다양성 0.892 0.837 0.055 16.206**

Ⅲ-11 → 과업정체성 1 0.756

0.728 0.665 

Ⅲ-12 → 과업정체성 0.934 0.725 0.09 10.419**

Ⅲ-8 → 과업중요성 1 0.792

0.705 0.643 Ⅲ-9 → 과업중요성 0.896 0.653 0.074 12.061**

Ⅲ-13 → 과업중요성 1.085 0.799 0.071 15.205**

Ⅲ-3 → 자율성 1 0.735

0.701 0.588 Ⅲ-4 → 자율성 0.964 0.725 0.081 11.903**

Ⅲ-5 → 자율성 0.913 0.716 0.081 11.325**

Ⅲ-6 → 피드백 1 0.757

0.707 0.639 

Ⅲ-7 → 피드백 0.872 0.719 0.066 13.216**

Ⅲ-10 → 피드백 0.938 0.734 0.072 13.085**

Ⅲ-14 → 피드백 0.906 0.734 0.07 13.001**

** p<.001



- 108 -

[부록 5] 조직문화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
표준오차 C.R.

개념

신뢰도

분산추출

지수

Ⅳ-1 → 적응성 1 0.807

0.889 0.727Ⅳ-2 → 적응성 0.991 0.743 0.072 13.673**

Ⅳ-3 → 적응성 0.861 0.7 0.069 12.527**

Ⅳ-4 → 일관성 1 0.747

0.894 0.739Ⅳ-5 → 일관성 0.973 0.722 0.077 12.587**

Ⅳ-6 → 일관성 0.985 0.761 0.074 13.263**

Ⅳ-7 → 참여 1 0.751

0.859 0.674Ⅳ-8 → 참여 0.734 0.589 0.07 10.434**

Ⅳ-9 → 참여 1.019 0.786 0.069 14.769**

Ⅳ-10 → 미션 1 0.815

0.922 0.797Ⅳ-11 → 미션 1.038 0.853 0.058 17.901**

Ⅳ-12 → 미션 1.01 0.804 0.061 16.439**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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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is for Master of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2

Major Advisor: Seung-il Na,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causal relationship among 
individual learning, learning motivation, job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ulture of worker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specific objectives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learning motivation, job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ulture on individual learning, to identify the moderate effect of 
learning motivation between individual and job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culture. The population for this study was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However, random sampling method could not be applicable 
because the actual number of population was difficult to be identified, Therefore, 
this study was restricted to the target population as workers be exposed in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nformation System(http://sminfo.smba.go.kr).

 A survey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measure variables of this stud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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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consisted of individual learning scale, learning motivation scale, job 
characteristics scale, organizational culture scale and demographic items. In this 
study, individual learning scale was developed including concrete experience, 
search and reflection, formation of knowledge, application and evaluation. 
Learning motivation scale was developed including intrinsic goal orientation, 
extrinsic goal orientation, task value. Job characteristics scale was developed 
including skill variety, task identity, task significance, autonomy, task feedback. 
Also, organizational culture scale was developed including adaptability, 
consistency, participation, mission. Through pilot test and final surve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se scales were examined.

  The data were collected by mail, and e-mail and on-line survey from 
October 30th 2011 to November 8th. A total of 359 out of 380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of which 323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Bo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were employed for data analysis. To estimate 
parameters of proposed research model,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were used.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using the SPSS 15.0-Win statistics package, 
and AMOS 7.0 version. A alpha level of 5% was established prior for 
determining significance.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 First, the indexes of causal model 
among individual learning, learning motivation, job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ulture were identified suitably. Second, factor loading of learning 
motivation to individual learning was significant( =0.613), organizational culture 
was  =0.210). The factor loading of job characteristics was not significant. 
Third, in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learning and job characteristics, learning 
motivation had moderating effect as 0.363. Also in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learning and organizational culture, learning motivation had moderating 
effect as 0.217.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casual model of this study is suitable to empirical analysis on 
research variables. Second, learning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ulture in 
SMEs has indirect effect on individual learning. However, job characteristics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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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direct effect on it. Third, job characteristics had indirect effect on individual 
learning positively with the mediation effect of learning motivation, but had not 
direct effect on it. Forth, organizational culture not only had direct effect on 
individual learning with the mediation effect of learning motivation, but also had 
indirect positive effect on it.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es were suggested: First 
classification by organizational culture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learning. Second, further research need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learning and other variables that were not dealt in this study. 
Third, in order to consider hierarchical data, further research needs to analyze 
individual learning by separating the level into organization and individual level. 
Forth, individual learning need to be measured by dividing its activities and 
achievement level. 

                                  

Key words: Individual learning, Learning motivation, Job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culture, Worker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Student number: 2010-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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