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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년

윤 경 신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로 첫째, 중소기

업 근로자의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의 인식수준 구명, 둘째, 중소

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 간의 관계 구명, 셋째, 

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매개효

과 구명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이다. 그

러나 중소기업 전체를 모집단으로 연구를 진행할 경우 비율표집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신기술인증(NET)기업과 우수중소

기업에 모두 속하는 154개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목표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유의

표집을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의 직무몰입(13

문항), 업무부하(5문항), 무형식학습(14문항), 직무효능감(10문항)과 일반적 특성(6문

항) 등 다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문항 수는 48문항이다. 사용된 설문 문항의 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용타당도(전문가 2인)와 안면타당도(중소기업 종사자 2인)를 확

인하고 예비조사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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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10일까지 총 35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우편

(185부)과 온라인(71건)을 통해 총 256부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에서 한 가지 문

항이라도 기재하지 않거나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14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서는 242명이 응답

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SPSS 

21.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평균, 백분율) 분석, 도구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및 

Hayes(2013) PROCESS 매크로를 활용하여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1.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0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부하를 제외한 직무몰입과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에 대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 각 영향관계 분석 결과 업무부하는 직무몰입,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무형식학습은 직무몰입, 직무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직무효능감은 직무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 각각 완전 단일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이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 및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업무부하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업무부하와 무형식학습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

째, 업무부하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직무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부하를 낮추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의 

여건 상 업무부하를 낮출 수 없는 경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무형식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주요어: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 중소기업 근로자, 이중매개효과

학  번: 2011-2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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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기업(企業)의 사전적 정의는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

하는 조직체’이다. 사전적 정의에 나타난 생산과 판매가 조직성과라 할 수 있고 

이 조직성과는 해당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을 통해 발생한

다. 즉, 기업이라는 조직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을 통한 조직성과의 지속적인 창

출을 통해 존재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기업의 원동력인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

한 방안을 찾아왔는데, Lalwer와 Hall(1970)은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이 높을수록 

조직성과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만약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에 몰두

하고 애착을 갖게 된다면,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직구성

원이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와 연결되고, 이는 조

직성과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 자신의 직무에 몰

두하고 애착을 갖는 것이 조직성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노

동부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2015년 2월 이직률은 3.9%로 나타났는데, 조직구성

원의 이직은 그 자리를 대신할 신입직원 채용과 교육훈련에 대한 비용지출로 이어

지기 때문에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와 관련하여 김남희(2007)는 직무몰

입도가 높은 사람의 이직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

를 선호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직무몰입은 조직성과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구도와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대응하여 존속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취업준비는 좋은 학교의 학위, 높은 영어점수, 높은 학점을 

얻어서 흔히 말하는 ‘스펙업’을 통해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조사통계 시스템 2013년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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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중소기업 비율은 99.9%, 종사자 비율은 87.5%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의 경제규모나 고용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

리나라 전채 생산액의 45.7%만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고용

인원의 이직률이 3.9%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의 이직률은 12.2%로 전체 이직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 201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

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2014). 또한, 기업 내 연수, 멘토링 프로그램, 

CoP 등을 통해 지식창출, 지식공유, 지식저장, 지식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

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재정적인 문제, 조직적인 상황 및 환경, 조직구성원 개인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의 양 등의 문제로 인해 대기업이 조직구성원에게 실시하는 활

동을 제공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의 조직성과를 높여 생산액

의 비중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업무부하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자들이 있고(Cooper & Marshall, 

1978; Gibson, Ivancevich & Donnelly, 1986; Cox, Griffiths & Randall, 2003; 김

병섭, 1994; 한상암, 2004; 유재창, 2014),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몰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를 조직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연구자들이 있다(이환범, 

이수창, 2006; 최소연, 2008, 박충민, 2010; 이운용, 2013). 이는 업무부하가 직무몰입

을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조직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대기업은 직무에 따른 인력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조

직구성원은 배치된 부서에서 자신의 정해진 업무를 맡아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즉, 

자신의 직무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상황적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

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조직구성원이 적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이 배치된 부서에서 자신의 

정해진 직무와 관련된 업무 뿐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중소기업

중앙회, 2014). 즉,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이 부여된 

업무 외에 수행해야 할 업무가 많아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는 대기업근로자에 비해 자신이 맡은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자신

의 업무에 소홀해지게 되고, 자신의 직무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없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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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더 나은 조직성과를 내기 위해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

도록,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이 자

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어 자신의 직무를 선호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Bassi & Buren, 1999; 김지영, 장원섭, 2010). 일터학습은 조

직이 제공하는 지원 중 한 가지이다. Rothwell, Sanders와 Soper(1999)는 일터학

습을 조직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일어나는 

다양한 학습형태라고 하였다. 일터학습은 형식학습, 무형식학습, 우연적학습으로 이

루어져있는데(Marsick & Watkins, 1990, 2001), 대기업에 비해 재정적으로 여유

가 없는 중소기업은 일터에서의 학습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황영훈, 

김진모, 2014), 중소기업의 규모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업무 현

장에서 이루어지는 무형식학습이 유리하다고 하였다(Ghobadian & Gallear, 199

6). 즉, 중소기업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형식학습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과 자기효능감과의 연관성에 대해 증명한 연구

들이 있고(Joo, Bong & Choi, 2000; Liaw, 2008; 송인섭, 박성윤, 2000; 이인숙, 

2003; 박상철, 고은영, 김종욱, 2007; 박종선, 김진모, 2012; 조현정, 2015), 자기

효능감은 상호 관련성이 높은 과제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자신

감이라고 하였다(Bandura, 1982).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무형식학습

을 통해 자신의 역량에 대해 자신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이 조직구성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aleh & Hosek, 1976; 이진영, 2012). 이를 정리하

면, 중소기업 조직구성원의 업무부하로 인한 업무수행 능력과 업무효율성의 저하를 

업무 관련 무형식학습을 통해 직무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조직구성원이 담당하는 직

무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조직구성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

효능감의 관계를 확인할 것이고, 업무부하와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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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능감이 이중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의 현실

적 문제인 업무부하로 인한 직무몰입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업무의 양이 많

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에 몰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

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무형식학습을 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인 직무효능감이 떨어지게 되며 결론적으로 직무몰입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직구성원의 업무가 많은 상황을 호전시키는 것, 

업무의 양을 줄이는 것이 힘든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춰 무형식학습을 촉진시키고, 

직무효능감을 높여서 결론적으로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인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을 높일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한 실천적인 시사점

을 제공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의 

수준을 구명한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에 대한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

능감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각각의 단일 매개효과와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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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목표 1.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

무효능감의 인식수준 구명

 연구문제 1-1.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인식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목표 2.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

무효능감 간의 관계 구명

 연구문제 2-1.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2.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무형식학습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3.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직무효능감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4.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부하와 무형식학습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5.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부하와 직무효능감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6.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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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3.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과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 구명

 연구문제 3-1.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 있어서 무형

식학습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연구문제 3-2.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

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연구문제 3-3.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 있어서 무형

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이 순차적 이중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4. 용어의 정의

가.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

스템에 집계되어 있는 신기술인증(NET)기업 중,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한 우수중소

기업에 속한 기업 154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중소기업 근로자로 정의한다. 

나. 직무몰입(Job Involvement)

직무몰입은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해 심

리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고 열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조직구성원의 직

무에 대한 애착, 중요성,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구성요인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는 주대진과 김진모(2010)가 하영자(2005)의 직무몰입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한 

측정문항들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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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부하(Work Load)

업무부하(Work Load)는 조직구성원이 맡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인식정도로 

조직구성원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업무 자체의 절대적인 양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

는 개념이다. 업무부하를 측정하는 문항은 Cousins 등과 Beehr, Walsh와 

Taber의 연구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의 양에 대한 인식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업무의 양에 대한 인식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중 우

리나라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최병권(2013)의 도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

병권의 도구를 중소기업 S-OJT훈련가를 대상으로 재사용한 조수영과 나승일

(2015)의 업무부하 측정문항들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무형식학습(Informal Learning)

무형식학습이란 조직구성원이 기업 또는 교육 담당자에 의해 계획 및 설계된 

것이 아닌, 자기 주도적으로 일터에서의 업무활동 중에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조직의 문화, 분위기를 알아가며, 동료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일련의 학

습 활동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터학습에 대하여 Rowden(1995)이 개발

하고 문세연(2006)이 수정한 문항들 중에서 무형식학습에 대한 문항들만 선정

하여 수정 보완한 황영훈(2012)의 문항들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직무효능감(Job Self-Efficacy)

직무효능감이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된 과제 및 활동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김봄

메(2002)가 개발하고 한지윤(2012)이 수정한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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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 집계되어 있는 신기술인증(NET)기업 

중,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한 우수중소기업에 속한 기업 154개 기업에 종사하는 중

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신기술인증(NET)기업이면서 우수중소기

업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를 일반적인 전체 중소기업에 일반화 

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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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종 기준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명 미만
또는 자본금 억원 이하

광업

상시 근로자 수 명 미만
또는 자본금 억원 이하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상시 근로자 수 명 미만
또는 매출액 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표 II-1>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및 매출액 기준

II.  이론적 배경

1. 중소기업에서의 직무몰입

가.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의 정의 및 특징

중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제조업 기준), 자본금이 80억 이

하(제조업 기준), 매출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독립

되어 있는 기업을 말한다. 자본금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 2조에 의거, 주권상장

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에 없는 기업으로 보아 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

다(중소기업청, 2015). 중소기업의 업종 별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및 매출액에 

따른 기준은 다음 <표 II-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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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및 어업

상시 근로자 수 명 미만
또는 매출액 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상시 근로자 수 명 미만
또는 매출액 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명 미만
또는 매출액 억원 이하

자료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기업 중, 중소기업은 3,415,863개에 달하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3,421,594명이다.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중소

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99.9%의 사업체수와 87.5%의 종사자수를 차지

하고 있다. 이는 양적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II-2> 참조). 

전산업기준 인이상 년 년 년 년

사업체수

전체

중소기업
비중

대기업
비중

종사자수

전체

중소기업
비중

대기업
비중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표 II-2> 우리나라 전체 산업체수 및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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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의 역할

우리나라 경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은 다양하

다. 이와 관련하여 서건일(1998)은 그의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할 및 중요

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중소기업은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발전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혹은 중소

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온다. 이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산

업발전 양상을 지양하는 방향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지역별 분포

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중소기

업은 전체 산업의 파급효과를 높이고 산업 간의, 지역 간의 상호 관계를 증진시

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대기업은 한 종목에 대한 투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 종목을 선택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투자 후에는 이를 바꾸기 쉽지 않다. 이

에 반해 중소기업은 혁신과 다양성을 추구한다. 이미 흥행하고 있는 분야가 아

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은 대기업에 비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중소기업은 전체 산업의 종사자수 중 87.5%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대기업과 다르게 전 지역에 기업체가 있는 중소기업은 지역경제발전

의 핵심적 역할과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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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중소기업

우수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청이 구직자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분기별로 분야별 선정한 중소기업이다. 우수중소기업 세부선정기준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업력 3년 이상인 기

업이어야 한다. 셋째, 신용등급이 BB-(등급기준)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넷째, 최

근 3년간 자본잠식이 없는 기업이어야 한다. 다섯째, 최근 3년간 금융불량이 없는 

기업이어야 한다. 여섯째, 현재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대기업 제외, 휴폐업기업 

제외)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수중소기업에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우수중소기업에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면 분야

별 상위기업이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우수중소기업에 선정되게 된다. 분야별 상위기

업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성(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수익성(영업이익률, 자기

자본이익률), 안정성(자본금 총액, 부채비율), 활동성(매출채권회전율), 생산성(총자

본투자효율) 등 구직자에게 유용한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위한 분야를 대표하는 지표

를 선정하여, 우수중소기업 중 각 분야별 상위기업 1,000개 업체씩 선별을 통해 선

정된다.

나. 직무몰입

1) 직무몰입의 개념 및 특징

이 연구에서의 직무몰입이란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해 심리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고 열중하는 정도이다. 직무몰입을 설명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큰 개념인 몰입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직무몰입

을 포함하는 개념인 몰입과 직무몰입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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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몰입

직무몰입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몰입을 의미한다. 즉, 직무몰입을 확인하기 위

해서는 몰입이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몰입은 조직구성원들을 대

상으로 연구를 하는 학자들에게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연구주제이며, 주로 조직

구성원이 속한 조직에 대한 몰입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이직현상을 설명하기 위

해 연구되어왔다(고현철, 2003). 일반적으로 몰입은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지의 

결함으로, 개인이 가지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가치관의 일치를 통하여 심리적인 

애착 또는 소속의 욕구를 유발시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정체성을 소유하거나 특

정한 대상에 공헌하는 것으로 정의된다(OˊReilly & Chatman, 1986). 여러 학

자들은 몰입에 대한 정의를 앞서 밝힌 일반적인 정의와 조금 다르게 내렸다. 

Salancik(1977)은 몰입을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얽매인 상태 및 그러한 행동

을 통하여 자신의 관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하였으며, 

Brown(1996)은 몰입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방

향을 결정하고 지속되게 하는 힘(force)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두 학자는 

몰입의 하위요소 중 개인의 마음 및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Csikszentmihalyi(1990)와 Jackson과 Marsh(1996)는 몰입에서 개인의 마음

이나 믿음보다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정의를 내렸다. 이를 살

펴보면, Csikszentmihalyi는 몰입을 ‘자신의 과제나 직무에 완전히 몰두하여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로 정의하였고, Jackson과 Marsh는 몰입을 

‘최고 수준의 수행개념으로 파악하고 수행하는 개인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것

과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Meyer와 Herscovitch(2001)는 여러 학자들의 몰입의 정의를 토대로 학자들

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핵심요소 세 가지를 규명하였다.  첫째,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유지하거나 도와주는 힘이다. 둘째, 마음가

짐(mind-set)으로 몰입에서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의 마음에 따라 행동을 지

속적으로 행할 의무의 형태이다. 셋째, 자신이 정한 목표에 따른 개인행동의 결

과로 나타나는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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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여 몰입을 정의하면, 몰입이란 개인이 특정한 목표와 관련된 일련

의 행위를 실행하도록 하는 자신의 확고한 마음가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자 몰입의 정의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얽매인 상태 및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 자
신의 관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

자신의 과제나 직무에 완전히 몰두하여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방향을 결정하고 지
속되게 하는 힘

최고 수준의 수행개념으로 파악하고 수행하는 개인 자신이 수행
하고 있는 것과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

나) 직무몰입

조직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에 동기부여 되고 자신의 직무를 맡아

서 수행하면 기분이 좋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과제를 맡

고 있다. 직무수행을 하는 조직구성원은 자신의 직무수행을 위해 하루 중 삼 분

의 일 혹은 그 이상을 보낸다. 그 과정에서 일에 대한 애착과 몰입을 어떻게 가

지고 임하는지는 그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직무몰입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고 오늘날에도 지속

적인 관심사이다. 또한 직무몰입은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

에 조직구성원들의 직무행동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신동욱, 2014). 직무몰입

을 연구한 학자들 중, Dubin(1956), Lodahl과 Kejner(1965), Saleh와 

Hosek(1976), Rabinowitz와 Hall(1977), Kanugo(1982)가 이 분야를 이끌어

왔고 직무몰입을 개념화하였다. Dubin은 직무몰입을 ‘직무가 생활의 모든 관심

이 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였고, Saleh와 Hosek은 Dubin의 정의에서 직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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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욕구만족의 원천이 되는 정도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Lodahl과 Kejner

은 직무몰입을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의 심리적인 일체감을 얼마나 느끼

는가의 정도’ 또는 ‘자신의 자아 이미지 속에서 직무의 중요성이 차지하는 정

도로서 개인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Kanugo는 직무(Job)와 일(Work)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상호호환적

인 것으로 보았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이전의 직무몰입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직

무몰입의 정의가 이질적인 내용이 혼합되어있어 직무몰입을 측정하는데 부적합

하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는 이전의 학자들의 직무몰입에 대한 정의를 명확

히 하면서 직무몰입을 ‘현재의 직무(Job)에 관한 구체적 신념’으로 정의하여 

직무몰입의 개념적 기초 확립에 기여하였다.

해외 학자들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직무몰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2010년 이후의 연구에 따르면 직무몰입에 대한 정의가 학자

마다 다소 다르지만 자신의 직무의 중요성을 자각한다는 의미는 동일하게 포함

되어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김용우(2010)는 직무몰입을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와 자신을 심리적으로 동일시 하는 구체적인 신념이라고 하였

고, 이우정과 이정민(2012)은 직무몰입을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

한 개인이 가지는 심리적인 동일감으로, 자신이 맡은 직무에 깊이 빠져들어 자

신의 지식과 기술을 최적으로 이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몰두하게 만드는 것

이라고 하였다. 안지선(2011)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 사로잡히거나 몰두하는 것

으로 직무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일체감이라고 직무몰입을 정의하였고, 임수련

(2011)은 조직구성원 개인이 현재 맡고 있는 자신의 직무에 동화되어 적극적으

로 참여하며 직무가 자신의 가치개념에 중요하다고 지각되는 정도라고 직무몰입

을 정의하였다. 이진영(2012)은 직무몰입을 한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하여 심

리적으로 동일시하고 열중하는 정도로 자아상에서 자신의 일이 차지하는 중요도

라고 정의하였고, 손성민(2010)은 직무몰입을 개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에 대하

여 전념하거나 심리적으로 일체감을 느끼는 정도라고 하였다. 김미경(2011)은 

직무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며 직무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



- 16 -

학자 직무몰입의 정의

직무가 생활의 모든 관심이 되는 상황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의 심리적인 일체감을 얼마나 느끼는가
의 정도

직무가 중요한 욕구만족의 원천이 되는 정도

김용우 조직구성원이 현재의 직무에 관하여 자신을 심리적으로 동일 시 하
는 구체적인 신념

손성민 개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에 대하여 전념하거나 심리적으로 일체감
을 느끼는 정도

신영숙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심리적으로 동일 시 하고 열중하는 정도
로 자아상에서 자신의 일에 차지하는 중요도

주대진 김진모 구성원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심리적으로 동일화를 느끼는 
정도 또는 개인이 자신의 일에 몰두하거나 사로잡히는 정도

김미경 직무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며 직무에 자발적이고 주도
적으로 참여하여 몰두하는 것

하여 몰두하는 것을 직무몰입이라고 하였고, 이하지(2011)는 개인이 심리적으

로 자신의 일을 동일 시 하는 정도로 직무가 생활에서 주된 관심사가 되는 상

황, 즉 개인의 만족에 있어 직무가 중요한 원천이 되는 정도를 직무몰입이라고 

정의하였다. 박경화(2013)은 직무몰입을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강한 애

착과 자긍심을 가지며,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와 자신을 얼마나 동일 시 여기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신념상태라고 하였고, 박덕철(2013)은 직무몰입을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심리적인 동일화를 통해 몰입하는 상태로 인해 나타나는 직

무에 대한 애착이라고 정의하였다. 해외 학자들과 우리나라 학자들의 직무몰입

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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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선 자신의 직무에 대해 사로잡히거나 몰두하는 것으로 직무에 대한 개
인의 심리적 일체감

이우정 이정민 직무에 대한 개인이 가지는 심리적 통일감으로 자신의 직무에 깊이 
빠져들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최적으로 이용하여 직무를 수행하
도록 몰두하게 만드는 것

이하지 개인이 심리적으로 자신의 일을 동일 시 하는 정도로 직무가 생활
에서 주된 관심사가 되는 상황 즉 개인의 만족에 있어 직무가 중요
한 원천이 되는 정도

임수련 개인이 현재 맡고 있는 자신의 직무에 동화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
며 직무가 자기의 가치개념에 중요하다고 지각되는 정도

이진영 한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동일 시 하고 열중하는 
정도로 자아상에서 자신의 일이 차지하는 중요도

박경화 직무에 강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며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와 자
신을 얼마나 동일 시 여기는지에 대한 구체적 신념상태

박덕철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심리적인 동일화를 통해 몰입하는 상태
로 인해 나타나는 직무에 대한 애착

이처럼 직무몰입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그 관점이 다르며, 직무몰입에 대한 

완벽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의 직무에 대한 심리적으로 동일

시 한다는 개념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대진과 김진모

(2010)는 직무몰입의 개념에서 도출된 특성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직

무몰입은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된 태도로서 현지의 직무와 관련된다. 둘째, 직무

몰입은 상황요인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그 정도는 강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안정된 개념으로써 오히려 개인의 자기인식에 의해 영향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셋째, 직무몰입은 조직목표나 가치의 내재화에 대한 선행요건이 된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직무몰입에 대한 정의 및 특징을 종합하면, 직

무몰입이란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한 애착, 

중요성,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구성요인으로 하는, 심리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

고 열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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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직무몰입에 대한 개념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각 연구자의 직무몰입

에 대한 정의에 의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Mowday(1994)가 몰입 관련 

개념을 네 가지로 구분하면서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

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 학자를 Mowday 이전과 이후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Mowday 이전의 학자는 Rabinowitz와 Hall(1977), 

Saal(1978)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Rabinowitz와 Hall은 직무몰입에 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직무몰입은 개인특성변인, 직무특성변인, 작업결과변인에 

의해 거의 비슷한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먼저 개인특성변인은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성별, 근속시간 등을 포함한 변인이다. 그리고 직무특성변인

은 리더의 행동, 의사결정 참여, 직무수준, 직무수행을 위한 수단에 대한 통제, 

자율성 등을 포함한다. 작업결과변인은 직무성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 Saal은 Rabinowitz와 Hall의 개인특성변인을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

인으로 구분하여 개인의 심리적 변인이 인구통계학적 변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Mowday 이후의 학자는 Brown(1996)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Brown은 직무몰입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윤리, 통제위치, 자기존중감, 성장욕구가 포함된 개인특성변인, 

자율성,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피드백, 계츨적 수준, 과업중요성, 잠재적 동기, 

도전성, 과업복잡성이 포함된 직무특성변인, 배려, 참여, 의사소통이 포함된 관리

변인, 마지막으로 역할인식, 역할모호성이 포함된 역할인식변인을 제시하였다.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많은데 이를 정리하면 개인특성(성별, 나

이, 학력, 근무연수 등), 직무특성(직무자율성, 기능다양성, 과업중요성, 과업정

체성, 피드백), 조직특성(성취동기, 상사와의 관계, 리더십, 보상 등) 등이 거론

되고 있다(최수일, 이은진, 2009). 본 연구에서는 직무특성과 성격이 유사한 업

무부하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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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무몰입의 측정

직무몰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Lodahl과 Kejner(1965)의 7점 

척도 문항들로 구성된 MJWI(Measurement of Job and Work Involvement)

와 Kanungo(1981; 1982)의 7점 척도 문항들로 구성된 JIQ(Job Involvement 

Questionnaire)를 활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진모(1997)가 MJWI에서 3개 문항을 추출하고, JIQ에서 4

개 문항을 추출한 총 7개 문항의 5점 척도의 측정도구와 하영자(2005)가 MJWI와 

JIQ를 바탕으로 중앙연수원의 직무교육에 참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몰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총 14개 문항의 5점척도의 측정도구가 사용되고 있

다. 하영자의 도구는 직무애착 및 중요성 관련 10개 문항, 직무책임감 관련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중소기업에서 직무몰입의 중요성

직무몰입이란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한 애

착, 중요성, 책임감 등의 심리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고 열중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기업의 99.9%, 종사자는 87.5%를 차지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명제를 통해 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조직구성

원의 직무몰입을 높이는 것이 중소기업의 조직성과를 높여 생산액의 비중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게 되고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부분

일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직무몰입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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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

가. 업무부하

1) 업무부하의 개념

업무부하는 조직구성원이 맡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인식정도로써 조직구성원 

자신의 업무 자체의 절대적인 양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업무 이외의 업무들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업무부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를 포함하는 

개념인 직무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무특성은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

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기술다양성이 업무

부하를 포함하는 변인이다. 업무부하를 포함하는 개념인 직무특성과 업무부하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직무특성

직무특성 이론에 중요한 기여를 한 Turner와 Lawrence(1965)는 직무와 작

업자의 만족도, 직무성과의 접한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성, 자율성, 요

구되는 상호작용, 선택적 상호작용,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책임감이라는 6가지 

필수 직무특성을 설정하였다. Turner와 Lawrence는 직무특성이 직무를 수행하

는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

해 직무특성을 측정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직무특성과 관련된 본격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임혜경, 2012).

Hackman과 Oldham(1975)의 직무특성이론이 직무특성 관련 이론의 대표 이론이다. 

Hackman과 Oldham은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과업자율성, 피드백을 직무와 

관련된 공통적인 5가지 특성을 발견하였다. 이 5가지 특성은 조직구성원의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어 직무에 대한 태도와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그림 II-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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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직무특성의 다섯 가지 요소의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술의 다양성은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들의 종류 및 

양을 의미한다. 조직구성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가 자신의 기술과 지식이 많

이 필요하다면 조직구성원은 자신의 직무가 의미 있다고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둘째, 과업정체성은 조직구성원이 맡은 직무가 일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내용

을 알고 처리하도록 요구되는 정도이다. 조직구성원은 일부 과정의 업무를 처리

하는 것보다 직무 전체를 수행할 때 의미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 셋째, 과업중요

성은 조직구성원이 맡은 직무가 다른 사람 혹은 조직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의

미하는 것이다. 조직구성원은 자신의 직무가 다른 사람 혹은 조직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직무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넷째, 과업자율성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의미한다. 과

업자율성이 높다면 조직구성원은 일의 결과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이 커진다. 다

섯째, 피드백은 직무수행결과의 유효성에 대해 수행자가 직무로부터 얻게 되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정보의 양을 의미한다. 조직구성원은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점이나 활용하지 못한 방법의 문제점을 수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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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부하

업무부하는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면서 

느끼는 부담의 정도와 조직구성원 자신에게 할당된 직무 관련 업무량이 많아서 

느끼는 부담의 정도를 의미한다. 조직구성원의 업무부하에 대한 인식이 크면 이

는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직구성원의 이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의 이직원인 중 현재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 분야에서 업무부하는 직무스트레스의 여러 요인 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2005)의 자료에 따르면, 업무부하가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신지영(2013)도 자신의 연구

에서 개인이 업무량에 느끼는 부담감이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업무부하는 직무특성의 기술다양성의 하위요소 중 하나이다. 기술다양성은 조

직구성원이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이나 재능을 사용하

는 다양한 활동들이 요구되는 정도이다(오진주, 2015). 업무부하는 조직구성원

이 맡은 직무에 속한 다양한 활동들이 아닌, 조직구성원이 해야 하는 일 자체가 

다양한 것을 의미한다. 조직구성원이 입사했을 때 배치된 부서에서 맡은 업무만

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 부족과 같은 이유로 인해 다른 업무까지 맡아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업무부하는 직무부담과 관련이 있다. 직무부담에 대한 학자들의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직무부담이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해 부담을 느

끼는 것이다. 직무부담에 대한 개념은 부담유발 요인, 반응 및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파악되어왔다. Beehr와 Newman(1978)은 직무부담

을 자극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는데, Beehr와 Newman은 직무부담을 극단적인 

또는 유해한 특성을 지닌 직무역할의 요구라고 정의하였다. 직무부담을 직무와 

관련 있는 부정적인 환경요소라고 본 Cooper와 Marshall(1976)은 직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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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과다,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등이 직무부담에 속한다고 하였다. Parker와 

Decotiis(1983)는 직무부담을 반응의 개념으로써, 작업환경에서 지각된 조건이

나 사건의 결과로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업무부

하는 직무부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업무부하의 영향 요인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은 직무관련 

요인과 조직관련 요인으로 구분된다(Beehr & Newman, 1978). 직무관련 요인

은 조직구성원이 맡은 업무의 특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 수준, 

업무 자체에 대한 역할과부하, 자신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역

할모호성 등이 있다. 조직관련 요인으로는 조직의 조직구성원 수, 조직구성원에

게 기대되는 업무 수행의 양 등을 나타내는 조직구조, 상사에 의해 수동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조직풍토 등이 있다. 강동묵 외(2005)는 개인 업무와 관련된 

요인과 조직적 여인들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개인 업무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조

직구성원이 수행해야할 업무의 과중 정도,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복

잡한 정도, 업무 수행을 위해 협동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관계 갈등, 업무를 수행

해야 하는 조직구성원의 역할 모호성 등이 있다. 조직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는 업무 수행 주최를 정해주지 않는 역할 모호성, 한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많은 조직 문화, 조직구성원 간의 의견 문제인 대인관계 갈등 등이 있다.

업무부하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있다. 김병섭

(1994)은 업무부하 및 업무특성의 업무요인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박성수(2001)와 한상암(2004)도 조직구성원이 맡은 업무가 많은 것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신성원(2007), 유재창(2014)도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양이 과하다고 느끼는 것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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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하면, 조직구성원이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과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모호성, 조직분위기 등이 업무부하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인해 조직

구성원들은 직무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3) 업무부하의 측정

Hackman과 Oldham(1975)이 개발한 직무진단 설문(JDS; Job Diagnostic 

Survey)이 직무특성을 측정하는 도구들의 기반이 되었다. 이 도구는 기술다양

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과업자율성, 피드백으로 구성된 직무특성의 척도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조영창(1988)이 한국 실정에 맞도록 번역, 수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또한 Doornbos, Simons와 Denessen(2008)이 개발하고 문세

연(2010)이 기업특성에 맞게 번안한 도구가 사용되고 있다. 이 도구는 과업다

양성 4문항, 과업자율성 6문항, 업무부담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개발되었다.

업무부하를 측정하기 위한 Hackman과 Oldham의 도구와 Doornbos, Simons

와 Denessen의 도구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의 부담에 대한 설문문항이 있다. 

Hackman과 Oldham의 도구에서는 ‘나는 너무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와 ‘나의 업무량은 지나치게 많다.’를 업무부하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문항이 있고, Doornbos, Simons와 Denessen의 도구에서는 ‘나

에게는 주어진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하는 긴박한 업무가 있다.’, ‘나는 다른 인

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쉴 틈 없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는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로 바쁘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업무 때문에 나의 시

간을 가질 수 없다.’를 업무부하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문항이 있다. 그리고 최

병권(2013)이 Cousins 등과 Beehr, Walsh와 Taber의 업무과부하 측정도구에

서 발췌한 5문항을 활용하여 업무부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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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형식학습

1) 무형식학습의 개념 및 특징

1950년대 Knowles의 무형식 성인교육(Informal Adult Education)에서 무

형식학습(Informal Learning)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되었다(Garrick, 1998; 

Rowden, 2007; Gola, 2009). 무형식학습의 개념은 Knowles 이전 

Dewey(1938)의 경험학습이 기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Dewey의 경험학습

은 경험의 역할을 중시하는 학습방법이다.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찰적인 관

찰을 하게 되고, 추상적 개념화를 거쳐 적극적 실험을 하도록 하는 학습이다

(Kolb, 1984).

무형식학습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설계 혹은 계획되지 않고 일터에서의 경

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이라는 점을 포함하는 부분은 동일하다. 그러나 학자

들의 각자 강조하려는 부분이 달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는 무형식학습

이 이루어지는 장소, 학습설계 측면의 비의도성, 학습의 여러 속성, 학습자의 주

도성 등을 강조하여 개념화한다(황영훈, 2012).

Marsick(2011)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무형식학습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nowles(1975)는 자기주도성이 강한 학습이 무형식학

습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조직구성원이 학습의 필요성을 느껴서 학습을 하는 

것을 계획이 되어있었던 되어있지 않았던 무형식학습으로 본 것이다. Marsick

과 Watkins(1990)는 어떠한 사건이나 경험,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발생하는 

학습을 무형식학습이라고 정의하였다. 경험에만 초점을 맞췄던 Knowles이 정의

내린 무형식학습의 개념에 타인과의 교류를 통한 학습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추

가되었다. Mezirow(1991)는 비판적 성찰로 이루어진 전환학습을 무형식학습이

라고 정의하였다. Dewey의 경험학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전에 학습을 통

한 경험 혹은 학습 외에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학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Lohman(2000)은 업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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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능력이 개발되는 학습을 무형식학습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전의 자기주도

적으로 학습하는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일터에서 업무와 연관된 학습이라

는 업무의 개념이 추가되었다. Cross(2007)는 형식적인 교실이 아닌 커피를 마

시면서 업무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학습을 무형식학습이라고 하였다. 이

는 Knowles의 경험 뿐 아니라 Lohman의 업무 관련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의

미의 무형식학습이다.

학자 무형식학습의 정의

자기주도성이 강한 학습

떠한 사건이나 경험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발생하는 학습

비판적 성찰로 이루어진 전환학습

업무를 바탕으로 지식과 능력이 개발되는 학습

형식적인 교실이 아닌 커피를 마시면서 업무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학습

이를 통해 무형식학습을 정의하면, 조직구성원이 기업 또는 교육 담당자에 의

해 계획 및 설계된 것이 아닌, 자기 주도적으로 일터에서의 업무활동 중에 자신

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조직의 문화, 분위기를 알아가며, 동료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

발하는 일련의 학습 활동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재정적 부담과 인력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

업에서 형식학습은 형식학습을 진행함으로써 파생되는 위험부담을 안고 진행해

야 하는 것이다. 업무현장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일과 관련

하여 학습을 할 수 있는 무형식학습은 중소기업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학습 방

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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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식학습 방법

다양한 무형식학습의 개념 정의를 하고자 하는 시도와 함께 무형식학습 방법

에 대한 연구도 함께 되어 왔다(진수현, 2014). 또한 문세연(2010)은 무형식학

습은 형식학습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무형식학습은 학습자 주

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일어나고 다른 조직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진수현(2014)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학자들이 선정한 무형식학습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연구자의 경우, 안동윤(2005)은 조사활동, 프로젝

트 문서작업, 팀원과의 대화, 고객미팅, 타부서 미팅, 상사와의 대화가 무형식학

습이라고 하였다. 김혜영과 이희수(2009)는 관련문헌탐구, 시행착오, 문서작업, 

친구와 상호작용, 팀원과의 교류, 감독활동, 교사/지도선배 미팅 등이 무형식학

습이라고 하였고, 이성엽(2009)는 직접적인 체험, 경험의 관찰, 상사나 선배와

의 대화가 무형식학습이라고 하였다. 문세연(2010)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질

문, 정보검색, 업무활동에서의 시행착오, 개인성찰이 무형식학습이라고 하였고, 

신은경(2012)은 의도/비의도적 대화, 관찰, 업무수행, 정보검색을 통해 무형식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무형식학습은 크게 의사소통과 업무

수행, 학습자의 자발적인 정보검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외 연

구자의 경우, Marsick와 Watkins(1990)는 자기주도학습, 시행착오, 업무수행, 

멘토링, 코칭, 네트워킹이 무형식학습이라고 하였다. Aring과 Brand(1998)는 

문서작업, 탐구조사, 업무수행, 팀 활동, 회의참여, 고객미팅, 동료와의 의사소통, 

멘토링이 무형식학습이라고 하였고, Eraut(2004)는 듣기, 관찰, 성찰, 시행착오, 

감독 또는 코칭을 통해 무형식학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Lohman(2005)은 타

인과 대화, 타인과의 협동, 타인관찰, 타인과 자료 및 자원 공유, 인터넷 검색, 

관련 잡지 및 저널 조사, 시행착오, 자기성찰이 무형식학습이라고 하였고, 

Kremer(2005)는 전문서적, 잡지, 신문탐독, 이메일, 업무관련 서적 및 매뉴얼, 

인터넷 검색, 경험을 통한 학습, 동료와 대화, 멘토링, 부서회의 등을 통해 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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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학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Cross(2007)는 전문가에게 질문하기, 안내창구에 

문의하기, 동료와의 대화, 시행착오, 네트워킹 활동이 무형식학습이라고 하였고, 

Choi(2009)는 타인과의 학습(타인과의 대화 관찰, 협력 등), 자기성찰(과거 경

험, 시행착오 등), 외부탐색(인터넷 검색, 업무관련 서적 및 저널 등)을 통해 무

형식학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해외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무형식학습

은 대화나 멘토링, 정보탐색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이 제시한 무

형식학습의 성격을 자발성을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자발성이 높은 경우는 자기

성찰, 정보탐색, 협력 활동이 있고, 자발성이 낮은 경우는 대화나 멘토링이 있다.

학자 무형식학습 방법
안동윤 조사활동 프로젝트 문서작업 팀원과의 대화 고객미팅 타부서 미팅

상사와의 대화
김혜영 이희수 업무관련문헌탐구 시행착오 문서작업 친구와 상호작용 팀원과의 

교류 감독활동 교사지도선배 미팅 등
이성엽

직접적인 체험 경험의 관찰 상사나 선배와의 대화

문세연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질문 정보검색 업무활동에서의 시행착오
개인성찰

신은경
의도비의도적 대화 관찰 업무수행 정보검색

자기주도학습 시행착오 업무수행 멘토링 코칭 네트워킹

문서작업 탐구조사 업무수행 팀 활동 회의참여 고객미팅 동료와의 
의사소통 멘토링

듣기 관찰 성찰 시행착오 감독 또는 코칭

타인과 대화 타인과의 협동 타인관찰 타인과 자료 및 자원 공유
인터넷 검색 관련 잡지 및 저널 조사 시행착오 자기성찰
전문서적 잡지 신문탐독 이메일 업무관련 서적 및 매뉴얼 인터넷 
검색 경험을 통한 학습 동료와 대화 멘토링 부서회의 등
전문가에게 질문하기 안내창구에 문의하기 동료와의 대화 시행착오
네트워킹 활동
타인과의 학습타인과의 대화 관찰 협력 등 자기성찰과거 경험
시행착오 등 외부탐색인터넷 검색 업무관련 서적 및 저널 등

출처 진수현 기업 구성원의 무형식학습과 학습전이의 관계에서 학습전이풍토의 
조절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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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형식학습의 측정

황영훈(2012)은 무형식학습을 측정하는 유형을 무형식학습 유형의 빈도를 측

정, 무형식학습에 대한 참여도 측정, 무형식학습을 권장하는 촉진환경에 대한 측

정, 무형식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측정, 무형식학습에 대한 

성취수준의 측정으로 구분하였다.

무형식학습 유형의 빈도 측정 방법은 Doornbos 외(2008)가 5점 척도로 실

행하였다. 무형식학습의 유형을 동료로부터의 학습, 개인 학습, 외부인으로부터

의 학습, 신입사원 혹은 비능숙 사원으로부터의 학습, 상호간의 학습, 전문가로

부터의 학습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빈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무형식학

습에 대한 참여도 측정 방법은 Lohman(2005)이 5점 척도로 실행하였다. 무형

식학습의 유형은 인터넷 검색, 관련 학회지 학습, 시행착오, 성찰, 팀 구성원과

의 의사소통, 팀 구성원과의 협력, 팀 구성원 관찰, 팀 구성원과의 자료 및 자원 

공유로 구분하고 참여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무형식학습을 권장하는 촉진

환경에 대한 측정방법은 Skule(2004)이 실행하였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무형

식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습환경을 도출하였다.

무형식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측정은 앞서 제시한 측정 

방법들보다 무형식학습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문세연, 

2010). Rowden(1995)은 6점 척도를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핵심적인 현상들을 질문문항으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무형식학습에 대한 성취수준의 측정한 방법은 Clarke(2005)이 개발하였다. 학

습의 결과를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문항은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한 정도’, 

‘효과적으로 변화를 관리한 정도’,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능력을 습득한 정

도’,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기술을 획득한 정도’를 7점 척도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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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효능감

1) 직무효능감의 개념 및 특징

이 연구에서의 직무효능감이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된 과제 

및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이

러한 직무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효능감

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직무효능

감의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개념적 정리가 필요한 자기효능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자기효능감(Self-Efficacy)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Bandura는 

자기효능감이 행동을 선택하거나 지속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심

리적 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의 개념적 기원인 사회학습이론

(Social Learning Theory)에서는 인간의 심리적 선택 및 기능은 개인의 내적 

성향이나 외적 자극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환경, 행동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고 본다(이정욱, 2012). Bandura(1986)는 이와 

관련하여 [그림 II-2]와 같은 개인, 행동, 환경 세 가지 요인의 삼자관계의 상

호작용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개인 요인이 되는 자

기효능감과 같은 개념인 자기참조적 사고(Self-Referent Thought)가 개인의 

심리, 사회적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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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기효능감을 일반적 자

기효능감과 특수적 자기효능감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상호 관

련성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과제들사이에서 유지되는 일반화 된 자신의 능력

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고 이는 새로운 과제에 효용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수적 자기효능감은 대체로 상호 관련성이 높은 과제 영역들 사이에

서 작동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고 이는 익숙한 과제에 효용

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Bandura는 이 두 관점 중에서 행동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Sherer 외(1982)는 다양한 성공 경험이 다른 행동에도 일반화된다는 증

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인지적 특성으로써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 두 관점에 대하여 Shelton(1990)은 모든 성공과 

실패로 인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특수한 일에 적용되어 특수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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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이 생성될 수 있는 요인인 원천요인을 성취경험

(Performance Accomplishment),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생리적/정서적 각성(Physiological/Emotional 

Arousal)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성취경험은 과거의 개인이 수행했던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자기효능감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개인이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을 하였다

면, 이는 자기효능감을 높일 것이다. 반면 반복적으로 실패한 경험은 자기효능감

을 저하시킬 것이다. 즉, 실패 경험이 개인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이 실

패를 경험한 시기와 전반적인 성취경험의 양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김봄메, 2002). 대리경험은 자신이 아닌 타인이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는 것을 보는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타인이 어려운 일을 수행한 것을 보면서 

자신도 어려운 일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언어적 설득은 일상적인 대화

나 회의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믿도

록 하는 것이다.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타인의 자신에 대한 믿음은 자기효능

감을 높여준다. 하지만, 실제 경험이 아닌 언어만을 통한 믿음에 대한 설득은, 

실제 일을 진행하는 동안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생리적/정서적 각성은 개인의 생리적, 정서적 상태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신체활동이나 건강, 스트레스 대처와 같은 

경우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리적/정서적 각성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등의 심리, 정서적 상태를 판단할 때, 

부분적으로 생리적 각성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생리적 현상을 정서적 각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때, 개인의 자기효능감 및 수행 수준은 저하된다

(Bandura,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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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ra(1993)는 자기효능감이 인지적, 동기적, 정서적, 선택적 과정을 통해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네 가지 과정은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인지적 과정은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상황 및 행동을 인

지하는 것을 말한다. 목표설정, 성취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관념, 자신에 대한 

평가 등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인지적 과정에서의 능력에 대한 인식, 사회적 비

교, 피드백, 지각된 통제성, 분석적 판단 등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김봄메, 2002). 동기적 과정은 앞서 인지한 요소들을 자신의 상황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도전적인 과제를 시작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어렵다고 느끼더라도 과제를 지속하는 동기적 행동을 보인다

(Bandura, 1993). 정서적 과정은 개인이 느끼는 감정 상태가 자기효능감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에 따라 우울해지면서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상황이 그 예이다. 이런 정서적 

반응은 사고의 본질과 과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

친다(김봄메, 2002). 마지막으로 선택적 과정은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행동과 환

경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유

리한 환경을 만들고,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Bandura, 1993).

이를 종합해 보면,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행동을 통해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자신이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3) 직무효능감(Job Self-Efficacy)

Betz와 Hackett(1981)이 처음으로 Bandura의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기초로 직업 

행동(Career Behavior)에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도입한 직무효능감(Job 

Self-Efficacy)은 Bandura(1977)가 제시한 사회인지이론을 기반으로 한 자기효능감

의 대상을 특정 업무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개인이 직업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

고 조직화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 혹은 믿음이다(Speier & Fres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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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직구성원의 직무효능감이 높다면 그는 자신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것이고 직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할 가능성이 높다(Gardner & Pierce, 

1998).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지를 생각하게 되고, 이유와 자

기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 과정

을 Locke 외(1984)는 높은 자기효능감은 높은 수준의 목표에 전념하도록 하

며,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높은 목표 수준을 선택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즉, 조직구성원의 직무효능감이 높다면, 자신이 맡은 직무에 흥미를 갖

게 되고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을 보일 수 있다.

직무효능감의 구성요소는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와는 차이를 보인다. 자기효

능감의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난다(Sherer & Adams, 1983). 

첫째,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인 자신감. 둘

째,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

대인 자기조절효능감. 셋째,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되는 과제난이도 선호. 하지만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의 구성요소들은 특정 영역 내에서 일반화 될 수 없는 특수적인 직무효능

감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직무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봄메(2002)는 기존의 

자기효능감의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라는 기존의 구성요소에 

직무효능감의 하위척도인 집단효능감을 추가하였다. 직무효능감의 구성요소의 

의미는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와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 자신감은 자신의 직

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의미로 사용된다. 둘째, 자기조절

효능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조절 기제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에 대한 자신의 평가이다. 셋째, 과제난이도 선호는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과제 중 어떤 수준의 과제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평가로써 사용된다. 넷째, 

집단효능감의 기존의 정의는 일련의 행동들을 조직화하고 수행하는 구성원들의 

결합된 능력들에 대한 집단의 공유된 신념이다(강대수, 2013). 따라서 직무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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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서의 집단효능감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직무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집단적

인 능력에 대한 개인들의 평가를 의미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직무효능감은 개인이 직무와 관련된 행동을 통해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자신이 직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직무효능감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

해 조직구성원의 직무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4) 직무효능감의 영향 요인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정하였다. 그 중, 여

러 학자들은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

의 확신인 자신감,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포함하는 자기조절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인 자기조절효능감, 직무 관련 과제

에서 어떤 수준의 과제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평가인 과제난이도 선호라고 하였

다(김봄메, 2002; 송인숙, 2012; 강대수; 2013). 

또한 직무효능감의 개념적 기초인 자기효능감이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해 느끼는 

정도인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동섭, 김기태, 조봉순, 2008; 안성철, 

2009; 윤지예, 김진모, 2010), 직무 수행을 통해 성과를 내는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들(김미숙, 2007; 이동섭 외, 2008; 남정숙, 2011; 이정욱, 2012), 그리

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애정 및 신뢰를 나타내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들이 있다(서재현, 2002; 이목화, 2003; 김현영, 2005; 김수정, 2009). 

이를 정리하면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가 직무효능감에 영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고, 직무효능감은 직무만족, 직무몰입, 직무성과, 조직

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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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효능감의 측정

직무효능감 척도는 김봄메(2002)가 이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측정을 위한 

척도들의 구성요소에 직무 관련 요인을 추가하여 개발하였다. 직무효능감 척도

는 자기효능감 척도와 집단효능감을 제외한 세 가지 구성요소가 동일한 구성요

소이다. 따라서 두 척도가 서로 대응하는 요소 사이의 상관이 높아야 김봄메의 

척도가 기존의 자기효능감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 자기효능

감 척도와 직무효능감 척도를 함께 시행해서 각 척도의 구성요소 사이의 상관분

석 결과, 각 대응하는 구인들 간의 상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Gibson과 Dembo(1984)는 Bandura의 주장인 효과기대와 결과기대를 통합

하여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3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

하였다. 그리고 Larson 외(1992)는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

해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한 COSE(Sounseling Self-Estimate Inventory)

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상담자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총 37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또한 Holden 외(2002)는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WSE(Social Work Self-Efficacy)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교육목표 수행 정도, 기술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특정 직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김봄메(2002)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측정도구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연구자료와 

국내의 직무효능감 측정도구를 토대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자신감, 자

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집단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제작

되었다. 김봄메(2002)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한지윤(2012)이 수정하여 총 10개

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 문항들로 구성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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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관계

이 연구에서 다루는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과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와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각각의 변

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 직무몰

입과 무형식학습의 관계, 직무몰입과 직무효능감의 관계, 업무부하와 무형식학습

의 관계, 업무부하와 직무효능감의 관계, 마지막으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각 관계들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확인할 것이다. 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다룬 연구가 있는 경우에는 각 관계 정도를 표시할 것

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관계를 추론할 것이다. 

가.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

Lawler와 Hall(1970)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

직구성원은 자신의 배경과 직면한 상황에 의해 직무에 몰입하는 정도가 다르다

고 하였다. 또한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환경과 개인적 상황을 통제한다

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직무를 하는 사람이 더 직무몰입

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Lawler와 Hall의 연구결과를 통해, 수행해야 할 업무가 

많은 조직구성원은 직무몰입이 낮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Gibson 외(1991)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부담이 조직자체에 결근율, 낮은 생산

성, 소외감, 직무몰입, 조직몰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담 

요인은 과도한 업무의 양, 조직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Gibson 외의 연구결과를 통해, 업무부하가 조직구성원의 직무부담에 영향을 주

고 이는 결근율, 생산성,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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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ow(1993)는 조직구성원의 근속욕망, 조직에 남으려고 하는 의지, 직무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 등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직무몰입

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에 몰입하

여 높은 집중력을 갖기 때문에 조직성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를 정리하면 수행해야 할 업무가 많은 조직구성원은 이직을 고려하게 되고 그로 

인해 직무몰입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직성과를 잘 내지 못하게 될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업무부하와 직무몰입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밝히지는 않았지

만, 업무부하가 어떠한 상황 혹은 심적 상태에 영향을 주고 그 상황 혹은 심적 

상태가 직무몰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

부하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나. 직무몰입과 무형식학습의 관계

무형식학습은 조직구성원이 자기 주도적으로 일터에서의 업무활동 중에 자신

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조직의 문화, 분위기를 알아가며, 동료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

발하는 일련의 학습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한 애착, 중요성,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직무몰

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무형식학습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이현정(2006)은 무형식학습과 직무몰입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

았지만, 멘토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직무몰입과 조직몰입이 

높아진 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성엽(2008)은 무형식학습의 한 가지인 

선배 및 상사의 적극적인 대화반응 수준이 직무몰입과 직무성과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김덕애(2012)는 무형식학습을 통해 축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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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노하우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무형식학습의 한 가지인 

상급자·하급자와의 커뮤니케이션과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수준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조직구성원이 무형식학습

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잘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다. 직무몰입과 직무효능감의 관계

직무효능감은 조직구성원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이는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한 애착, 중요성,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직무몰입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직무효능감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심정과 박영석(2011)은 직무효능감(r=.502, p<.001)과 직무몰입과의 상관

관계를 연구결과로 나타냈다. 그리고 이진영(2012)은 학습전이와 직무효능감의 

관계에서 직무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직무효능감(t=5.47, p<.01)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지윤(2012)은 직무효능감과 

직무몰입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높은 

직무효능감이 있는 조직구성원은 직무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

고 연구 결과로는, 직무효능감의 변화(r=.73, p<.01)가 직무몰입 변화와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 

이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직무효능

감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애착을 나타내는 직무몰입과 상관관계를 갖고, 직무몰

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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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부하와 무형식학습의 관계

van Woerkom, Nijhof와 Nieuwenhuis(2002)는 업무부담(β=0.09, p<.05)

은 일터에서 반성적 성찰행동 중 일부를, 직무다양성(β=0.14, p<.05)은 무형

식학습의 성찰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조직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부담이 무형

식학습의 반성적 성찰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구성원이 맡은 업무가 다양한 

것이 무형식학습의 성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Kwakman(2003)은 업무부담(r=0.15, p<.05)과 과업다양성(r=0.26, p<.05)이 

무형식학습 중 협력학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는 조

직구성원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다양하

기 때문에 협력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oornbos, Simons와 Denessen(2008)은 업무부담이 무형식학습 중 동료로

부터의 학습(β=0.11, p<.05), 개인적으로 학습(β=0.14, p<.05), 외부인으로

부터 학습(β=0.12, p<.05), 신입사원으로부터의 학습(β=0.13, p<.05), 상호

간의 학습(β=0.10, p<.05)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

직구성원이 업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업무부하와 무형식학습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밝히지는 않았

지만, 업무부하가 원인이 되는 업무부담과 조직구성원이 느끼는 자신이 맡은 업

무의 다양성이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업무부

하가 무형식학습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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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업무부하와 직무효능감의 관계

조직구성원 자신의 업무 자체의 절대적인 양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업무 이외

의 업무들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인 업무부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

직구성원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직무효능감은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권정희(2012)는 업무부하를 의미할 수 있는 기술다양성과 자기효능감이 상관

관계를 나타난다고 하였다(r=.798, p<.01). 그리고 심덕섭과 하성욱(2013)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기술다양성, 자율성 등의 직무특성이 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고, 기술다양성과 자기효능감은 상관관계를 나타난다고 

하였다(r=.43, p<.05). 하지만 조현정(2015)은 직무특성 중 기술다양성과 자기

효능감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기술다양성을 업무부하의 의미로 받아들인 연구에서는 업무부

하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술다양성을 업무부하

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은 연구에서는 상관관계만 입증되거나 아무 연관이 없

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할 측정도구는 업무부하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업무부하와 직무효능감은 서로 상관관계

를 보이고, 업무부하는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관계

무형식학습은 조직구성원이 자기 주도적으로 일터에서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

을 획득하고, 조직의 문화를 알아가며, 동료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일련의 학습 활동이다. 이는 조직구성원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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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식학습이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적인 연구는 없지만,  직무효능

감의 유사개념인 자기효능감과 무형식학습의 관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Lohman(2005)은 무형식학습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진취성, 자기효능감, 학습에 대

한 열의, 직업에 대한 흥미, 전문성을 위한 몰입 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성엽

(2008)은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개인적

인 요인, 대인관계 요인, 환경적인 차원, 직무상황 요인의 4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중 개인적인 특성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신감 있는 태도는 자기효능감과 관련

되는 것으로써 자기효능감이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박종선

(2011)은 자기효능감이 무형식학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

습동기를 매개로 무형식학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정

(2015)은 직무효능감(t=1.989, p<.05)이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7>과 같다.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업무부하와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이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가, 나, 라). 둘째, 업무부하와 직무

몰입의 관계에서 직무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가, 다, 마). 셋째, 

업무부하와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이 순차적으로 이중

매개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가, 다, 라, 바).

구분 관계 주요 선행 연구

가 업무부하 직무몰입

나 무형식학습 직무몰입 이현정 이성엽 김덕애

다 직무효능감 직무몰입 심정 박영석 이진영 한지윤

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마 업무부하 직무효능감 권정희 하성욱 조현정

바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
이성엽 박종선

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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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

능감, 직무몰입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다음으로 각 변인간의 상관관

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직무몰입에 업무부하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무형식

학습과 직무효능감이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직무효능감에 업무부하가 부

적인 영향을 미치고 무형식학습이 정적인 영향을, 무형식학습에 업무부하가 부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업무부하와 직무몰입의 관계

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이 각각 단일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무형식학습

과 직무효능감이 순차적으로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상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다음 [그림 Ⅲ-1]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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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이다. 우

리나라 중소기업의 수는 3,415,863개, 중소기업 근로자는 총 13,421,594명이다. 

그리고 중소기업관련 통계는 업종 및 지역 분류에 따라 집계가 되며,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의 편차가 크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도 중소기업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김강호(2008)는 농업 및 임업, 어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은 사업체의 수가 전체의 1% 미만이어서 중소기업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였을 경우, 비율표집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는 모집단의 개념적인 규정을 

통한 중소기업 선정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념적인 규정을 위해 연

구자는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을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 집계되어 있는 신기술인증(NET)기업 194개 기업 중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우수중소기업에 속한 기업으로 한정하여 154개 기업으로 

설정하였다.

신기술인증(NET)이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

는 운영(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

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다. 즉, 신기술인증(NET)을 통해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

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

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기술인증(NET)을 받은 기업이 제공받는 혜택은 다음

의 다섯 가지이다. 첫째,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를 지원해준다. 둘째, 정부 기술개발

사업 신청시 우대(가산점 부여)를 해준다. 셋째,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의 혜택을 받는다. 넷째,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를 해준다. 다섯째, 중소기

업 수출지원센터 관련 사업에 혜택을 준다. 신기술인증(NET)을 취득한 기업은 이상

과 같은 혜택을 받음으로써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된 경제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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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수중소기업이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밝혔듯이 중소기업청이 구직자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분기별로 분야별 선정한 중소기업이

다. 우수중소기업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신용등급이 

BB-(등급기준) 이상, 최근 3년간 자본잠식이 없는 기업, 최근 3년간 금융불량이 없

는 기업, 현재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대기업 제외, 휴폐업기업 제외) 등과 같이 

여섯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수중소기업에 선정될 수 있다. 선정될 수 있는 자격

을 얻은 기업 중 분야별 상위기업이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우수중소기업에 선정 된

다. 분야별 상위 기업의 기준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생산성이다. 이를 

모두 만족시킨 중소기업 중 각 분야별 상위기업 1,000개 업체씩 선별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이 선정된다.

유의표집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상관연구를 위해서는 신뢰도에 따른 적절한 표본 

크기에 대한 통일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화를 위해 더 큰 표본이 필요하다

는 정도의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McMillan & Kozlowski, 2000). 또한 류근관

(2005)은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는 300명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표본 집단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 검증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와 회수율 및 불성

실 응답률을 고려하여 목표 표집 수를 350부로 하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

해 35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각 기업 당 10명의 표집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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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도구

이 연구의 목적인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부하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 

III-1>과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경우 

성별, 연령, 학력, 직무, 직급, 근무경력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구하는 항목

으로 구성되어있다.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을 측정한 도구는 이 연구의 목적

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

다. 직무몰입을 측정하기 위한 13문항, 업무부하를 측정하기 위한 5문항, 무형

식학습을 측정하기 위한 14문항, 직무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한 설문문항은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도구는 설문문항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기업교육(HRD)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 2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고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

로자 2인을 대상으로 안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구분 문항수 문항번호

인구통계학적 척도

성별
연령
학력
직무
직급

근무경력

직무몰입 척도 직무몰입

업무부하 척도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척도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 척도 직무효능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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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무몰입

Lodahl과 Kejner(1965)의 MJWI(Measurement of Job and Work 

Involvement)와 Kanungo(1981; 1982)가 개발한 JIQ(Job Involvement 

Questionnaire)를 토대로 하영자(2005)가 우리나라 중앙연수원의 직무교육에 참여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하는 연구를 위헤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직무몰입 측정도

구를 개발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직무애착 및 중요성과 직무책임감이 직무몰입을 

구성하는 요인이라고 설정하였다. 측정도구는 직무애착 및 중요성이 10문항, 직무책

임감이 4문항으로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영자의 논문에서 총 14개 문항

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924였다. 그리고 주대진과 김진모

(2010)는 하영자의 직무몰입을 측정하는 도구에서 예비조사를 통해 부정문항의 성

격이 있는 문항을 변별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문항-전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직무

애착 및 중요성과 상관관계가 높지 않아 삭제하였다. 주대진과 김진모의 연구에서 

총 13개 문항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888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주대진과 김진모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3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있고, 직무애착 및 중요성과 관련된 9개의 문항과 직무책임감과 관련

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반응형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몰입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13개 문항을 분석

한 결과 직무몰입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913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본조사에서는 .897로 나타났다(<표 III-2> 참조). 그리고 각 

측정 문항 별로 표준화적재치를 Amos Graphics 18.0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0.716–0.897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표 III-3> 참조).

구분 문항수 예비조사 본조사

직무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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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문항 표준화적재치 표준오차

나. 업무부하

최병권(2013)은 조직구성원이 맡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인식정도를 나타내

는, 조직구성원 자신의 업무 자체의 절대적인 양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업무 이

외의 업무들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인 업무부하를 측정하기 위해 

Cousins 등과 Beehr, Walsh와 Taber의 업무과부하를 측정하는 부분을 발췌하

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도구를 개발하였다. 최병권의 논문에서 총 

5개 문항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8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

수영과 나승일(2015)은 중소기업 S-OJT훈련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최

병권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수영과 나승일의 연구에서 총 5개 문항의 전체 내

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82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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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조수영과 나승일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고 반응형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구성원이 느

끼는 업무의 양이 많다는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

서 5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업무부하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912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본조사에서는 .917로 나타났다(<표 

III-4> 참조). 그리고 각 측정 문항 별로 표준화적재치를 Amos Graphics 18.0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0.885–0.986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표 III-5> 참조).

구분 문항수 예비조사 본조사

업무부하

측정문항 표준화적재치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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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형식학습

문세연(2006)은 Rowden(1995)이 일터학습 측정을 위해 개발하고 여러 국

가의 중소기업에 적용되어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를 우리나라 중소기업

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문세연이 수정 보완한 Rowden의 도구는 형식학습, 

무형식학습, 우연적 학습을 포함한다. 하지만 무형식학습은 형식학습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황영훈(2012)은 이 중 무형식학습과 우연적 학습을 확인하는 부

분을 사용하였다. 각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들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Rowden이 개발한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무형식학습이 .73, 우연적 학습이 .78로 나타났고 이 도구를 활용한 문세

연의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무형식학습이 .85, 우연적 학습이 

.77로 나타났다. 그리고 황영훈이 사용한 도구 총 14개 문항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902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황영훈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반응형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 내에서 무형식학습

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내

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14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 무형식학습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892로 비교적 높은 신

뢰도를 나타냈으며, 본조사에서는 .923로 나타났다(<표 III-6> 참조). 그리고 각 측

정 문항 별로 표준화적재치를 Amos Graphics 18.0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

과 0.738–0.943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표 III-7> 참조).

구분 문항수 예비조사 본조사

무형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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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문항 표준화적재치 표준오차

라. 직무효능감

김봄메(2002)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김

아영과 박인영(2000)의 자기효능감관련 측정도구와 국내외 직무효능감 측정도

구를 토대로 하여 개발하였다. 김봄메는 우선 예비 척도 문항을 제작하여 예비

시행과 수정을 거쳐 수정 보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총 10개 문항을 본검사에 

사용하였다. 김봄메의 직무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의 문항들의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 α)는 .9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지윤(2012)은 김봄메가 개발한  

직무효능감 측정을 위한 도구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한지윤의 연구에서는 총 10개 문항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88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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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지윤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반응형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구성원이 느끼는 자

신의 직무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

서 10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직무효능감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895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본조사에서는 .930로 나타났다(<표 

III-8> 참조). 그리고 각 측정 문항 별로 표준화적재치를 Amos Graphics 18.0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0.692–0.978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표 III-9> 참조).

구분 문항수 예비조사 본조사

직무효능감

측정문항 표준화적재치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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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예비조사는 10월 8일 까지, 목표수는 60부로 정하여 진행하였다. 예비조사

는 현재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을 협력자로 섭외한 후 협력자들

을 통하여 설문을 수집하였다. 협력자들이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기 

힘든 상황을 위해 온라인 설문 시스템(KSDC)을 통해서도 자료를 수집하였

다. 온라인 설문 시스템(KSDC)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온라인 링크를 핸드폰

으로 전송하여 설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위의 과정을 통해 회수된 

예비조사 자료 중, 불성실 응답과 이상치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4부

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예비조사 자료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

한 후, 목표 모집수를 350부로 하여 10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조사

를 진행하였다. 

10개 기업의 협력자를 확보한 후 기업 당 35부의 설문을 부탁하였다. 그리

고 한 기업에 3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 총 185부(52.9%)가 회

수되었으며 설문지의 특성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와 불성실 응답으로 

판단되는 11부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협력자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온라인 설문 시스템(KSDC)의 주소를 제공하였고,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통하여 응답한 수는 7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성실 응답으

로 판단된 3건을 제거한 68개의 설문을 추가하여 총 242개의 유효 설문자료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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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평균, 백분율) 분석, 도구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및 Hayes(2013)가 개발한 

SPSS 매크로(macro) 프로그램인 PROCESS를 활용하여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1.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

준은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05로 설정하였다. 연구에 적용한 

통계분석방법을 연구문제에 따라 제시하면 <표 III-10>과 같다.

구분 연구 목표 통계분석방법

기초통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설문문항 설문문항 타당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목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의 인식수준 구명
평균 표준편차

연구목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의 관계
회귀분석

연구목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 
구명

중다회귀분석

매크로를 활용한 
회귀분석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을 비롯한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의 수준을 파

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상관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의 기준인 피어슨 

상관계수를 분석하는 기준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이 연구에서는 

Davis(1971)가 제시한 기준을 따른다(<표 III-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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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정도

완전한 상관

매우 높은 상관

높은 상관

중간 상관

낮은 상관

매우 낮은 상관

자료

셋째, 업무부하와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Judd와 Kenny(1981), James와 Brett(1984),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Kenny 

(2014)이 제안한 일반적인 매개효과 검증은 다음의 네 단계로 진행된다(<표 

III-12> 참조). M이 X와 Y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확인한 c, 두 번째 단계에서 확인한 a, 세 번째 단계에

서 확인한 b가 모두 유의미하여야 한다. 만일 a, b, c경로 중 유의미 하지 않은 

경로가 있는 경우,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 c’가 0

인 경우 완전매개, 0이 아닌 경우 부분매개로 판단한다([그림 III-2] 참조).

단계 방법

원인변인 과 결과변인 의 관계 를 검증

원인변인 과 매개변인 의 관계 를 검증

매개변인 과 결과변인 의 관계 를 검증

매개변인 이 원인변인 과 결과변인 의 관계에서 매개역할 을 하는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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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업무부하와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순차적 이

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그림 III-3] 참조). 이를 위하여 Hayes(2013)가 개

발한 SPSS와 SA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검증할 수 있

는 PROCESS라는 이름의 매크로 세트를 사용하였다. SPSS 프로그램을 통해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Amos를 통해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해왔다. 이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많은 방법들이 매개효과의 표

본분포가 정상분포를 이룬다는 가정 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이현응, 2014)는 지적에 대한 해결책으로 받아들

여지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Hayes가 개발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PROCESS라는 이름의 매크로 세트를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표본을 반복적으로 재표본추출을 하는 방법으로써 표본의 통계

치가 정규분포라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 즉, 변인의 분포나 추정치의 표본분포에 



- 57 -

기본 전제조건이 없기 때문에 매개효과만을 검증하는 데 강점을 갖는다(이현응, 

2014). 또한 이 매크로는 부트스트랩 표본 수와 신뢰구간 추정 방법 등을 지정

할 수 있다. 이현웅(2014)은 Hayes의 PROCESS는 간접효과를 변인별로 모두 

분해하기 때문에 각 변인의 매개효과를 개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

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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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명 백분율

성별
남자

여자

나이

대

대

대

대

학력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석사

직무

기획 총무

인사 교육

재무 회계

구매 자재

영업 마케팅

연구개발

생산

기술

관리

안전 환경

서비스 고객관리

기타

직급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상

근무경력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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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반 특성은 <표 IV-1>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68.2%(165명), 여성이 31.8%(77명)를 차지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0대가 41.3%(100명), 30대가 49.2%(119명), 40

대가 8.7%(21명), 50대 이상이 0.8%(2명)로 주로 20대와 30대가 많았다. 연

구대상의 학력은 고졸이 4.1%(10명), 전문대졸이 10.3%(25명), 대졸이상이 

80.2%(194명), 석사가 5.4%(13명)로 대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했다. 연구대상자의 직무는 기획·총무가 9.9%(24명), 인사·교육이 

4.9%(12명), 재무·회계가 15.1%(36명), 구매·자재가 3.8%(9명), 영업·마

케팅이 11.6%(28명), 연구개발이 7.7%(19명), 생산이 7.6%(18명), 기술이 

7.8%(20명), 관리가 15.1%(36명), 안전·환경이 1.7%(4명), 서비스·고객관

리가 11.6%(28명), 기타가 3.2%(8명)를 차지했다. 연구대상자의 직급은 사원

이 45.5%(110명), 대리가 31.4%(76명), 과장이 13.6%(33명), 차장이 

5.8%(14명), 부장 이상이 3.7%(9명)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26.1%(63명), 1년 이상 5년 미만이 

42.1%(102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5.6%(62명),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4.1%(10명), 15년 이상이 2.1%(5명)로 나타났다.

2.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수준

연구문제 1-1.‘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

능감의 인식수준은 어떠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관찰변인의 수준을 분석

하였다.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

습, 직무효능감의 수준을 정리하면 <표 IV-2>와 같다.

이 연구에서 확인하는 4가지의 변인들의 5점 환산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해 심리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정도인 직무몰입 3.60,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절대적인 양, 업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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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업무들에 대한 인식인 업무부하 2.97, 조직구성원이 기업 또는 교육 담당

자에의해 계획 및 설계된 것이 아닌 자기주도적으로 일터에서의 업무활동 중에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는 무형식학습 3.51,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된 과제 및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

에 대한 믿음인 직무효능감 3.59로 나타났으며 업무부하를 제외한 변인들에 대

한 인식이 보통(3.00)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중소기업 근

로자들이 보통이상으로 자신이 맡은 직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소기

업에서 조직구성원들이 무형식학습이 보통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

업 근로자들의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보통이상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업무부하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중소기업 근로자

들이 느끼는 자신의 업무의 양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2.97이라는 점

수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이 맡은 업무의 양이 많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구분
문항
수

원 점수 점 환산

평균
표준
편차

반응가능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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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관계

연구목표 2.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 간의 관계 구명’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간의 상관분석(연구 문

제 2-1, 2-2, 2-3, 2-4, 2-5, 2-6)을 실시하였고,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들 간의 상관이 지나치게 높을 때 부분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져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개별 변인의 변략을 해석하는 것이 모호해지고 회귀계수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해 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다.

가.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

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상관관계는 <표 IV-3>과 같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직무몰입과 독립변인인 업무부하, 매개변인인 무형식학

습, 직무효능감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몰입과 업무부하(r=-.273)는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직무몰입

과 무형식학습(r=.754)은 매우 높은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직무몰입과 

직무효능감(r=.710)은 매우 높은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독립변인인 업무

부하와 매개변인인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도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무부하와 무형식학습(r=-.342)은 중

간 정도의 부적 상관을 보였고, 업무부하와 직무효능감(r=-.435)은 중간 정도

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매개변인인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r=.674)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를 통해 연구 모형에서 가정했던 것과 같은 결과인, 독립

변인인 업무부하와 매개변인, 종속변인과 부적 상관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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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학력

직급

근무경력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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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직무몰입의 인식 수준 차이

종속변인인 직무몰입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나

이, 직급, 근무경력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

인과 직무몰입의 영향관계에 나이, 직급, 근무경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이, 직급,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몰입의 인식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나이에 따

른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몰입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에 대한 인식은 나이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IV-4>와 같다.

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나이

대
대
대

대 이상

그리고 직급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몰입의 수준에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에 대한 

인식은 직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

과는 <표 IV-5>와 같다.

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직급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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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몰입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에 대한 인식

은 근무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

과는 <표 IV-6>와 같다. 

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근무경력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다. 연구변인의 다중공선성 검증

다중공선성은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가정 중 

하나로써, 독립변인간의 상관이 높을 경우 발생하는 것이다. 최동선(2003)은 다

중공선성이 지나치게 높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부분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지게 된다. 둘째, 개별 변인의 변량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모호해진다. 셋째, 이에 따라 회귀계수의 비교가 

무의미해진다. 넷째, 표본 수 변화와 같은 자료의 작은 변화나 회귀모형의 변인 

추가나 삭제를 할 시 큰 표준오차를 가져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징들이 회귀분석 결과의 통계적인 유의미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변인의 투

입 순서가 설명량에 차이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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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은 추정된 모형에 의한 방법, 상관계수행렬에 의

한 방법, 변량팽창계수(cariance inflation factors, VIF)에 의한 방법, 조건지수

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변량팽창계수(VIF)와 공차한계(tolerance)

를 활용하여 검증한다. 공차한계(tolerance)가 0에 가까울수록, 변량팽창계수

(VIF)가 10이 넘어갈 경우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이종환, 

2009). 이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은 <표 IV-7>과 같이 나타났고, 공차한계

(tolerance)는 .442-.809로, 변량팽창계수(VIF)는 1.236-2.263으로 모두 정

상적인 값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공차한계 변량팽창계수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



- 66 -

라.  연구변인 간 영향관계

1) 직무몰입에 대한 업무부하의 영향관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업무부하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

게 살펴보기 위하여 나이, 직급, 근무경력을 통제한 후 업무부하를 독립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8>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18.591로 

유의한 모형이었고 설명량은 .226이었다. 따라서 업무부하는 직무몰입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력(β=-.267)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직무몰입

모형

모형 모형

β β

통제변인

나이

직급

근무경력

독립변인 업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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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몰입에 대한 무형식학습의 영향관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무형식학습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

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나이, 직급, 근무경력을 통제한 후 무형식학습을 독립변인

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9>과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100.329로 유의한 모형이었고 설명량은 .622이었다. 따라서 무형식학습은 직무

몰입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력(β=.724)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직무몰입

모형

모형 모형

β β

통제변인

나이

직급

근무경력

독립변인 무형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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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몰입에 대한 직무효능감의 영향관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효능감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

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나이, 직급, 근무경력을 통제한 후 직무효능감을 독립변인

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76.264로 유의한 모형이었고 설명량은 .555이었다. 따라서 직무효능감은 직무

몰입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력(β=664)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직무몰입

모형

모형 모형

β β

통제변인

나이

직급

근무경력

독립변인 직무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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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효능감에 대한 업무부하의 영향관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업무부하가 직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

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나이, 직급, 근무경력을 통제한 후 업무부하를 독립변인으

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1>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24.718로 유의한 모형이었고 설명량은 .282이었다. 따라서 업무부하는 직무효

능감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력(β=-.438)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직무효능감

모형

모형 모형

β β

통제변인

나이

직급

근무경력

독립변인 업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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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효능감에 대한 무형식학습의 영향관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무형식학습이 직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

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나이, 직급, 근무경력을 통제한 후 무형식학습을 독립변

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2>과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65.650으로 유의한 모형이었고 설명량은 .518이었다. 따라서 무형식학습은 직

무효능감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력(β=.693)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직무효능감

모형

모형 모형

β β

통제변인

나이

직급

근무경력

독립변인 무형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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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형식학습에 대한 업무부하의 영향관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업무부하가 무형식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

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나이, 직급, 근무경력을 통제한 후 업무부하를 독립변인으

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3>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18.935으로 유의한 모형이었고 설명량은 .229이었다. 따라서 업무부하는 무형

식학습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력(β=-.348)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무형식학습

모형

모형 모형

β β

통제변인

나이

직급

근무경력

독립변인 업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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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연구문제 3-1.‘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 있어서 무형식

학습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연구문제 3-2.‘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

다. Baron과 Kenny의 3단계 중다회귀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회귀분석을 통해 두 변수 간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분석하고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어야 한다.

2단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회귀분석을 통해 두 변수 간에 미치는 영향관계

를 분석하고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어야 한다.

3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중다회귀분

석을 통해 분석한다.

2단계에서 도출된 회귀분석 결과의 회귀계수 값이 3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의 회귀계수 값보다 커야만 한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가 유의한 영향관계가 아니고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한 관계인 경우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두 변수 모두 유의한 관계인 경우는 부분매개효과

가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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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분석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단계 회귀

식에서 독립변인인 업무부하는 매개변인인 무형식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독립변인인 

업무부하가 매개변인인 무형식학습에 유의한 영향(β=-.34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1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단계의 조건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분석한 결과, 독립

변인인 업무부하가 종속변인인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β=-.26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2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단계의 조건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분석하

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인 업무부하가 종속변인인 직무몰입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β=-.017), 매개변인인 무형식학습이 종속변인인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β=.71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단계의 독립변수 β값(-.267)과 3단계의 독립변수 β값(-.017)을 비교

하여 2단계의 β값이 3단계의 β값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무형식학습이 업무부하

와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유

의한 영향관계가 아니고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한 관계인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부

하와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이 완전매개효과(Complete Mediation)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IV-14>와 같다.

구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단계 무형식학습 업무부하
단계 직무몰입 업무부하

단계 직무몰입
업부무하
무형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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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단계 회귀

식에서 독립변인인 업무부하는 매개변인인 직무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독립변인인 

업무부하가 매개변인인 직무효능감에 유의한 영향(β=-.43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1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단계의 조건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분석한 결과, 독립

변인인 업무부하가 종속변인인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β=-.26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2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단계의 조건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분석하

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인 업무부하가 종속변인인 직무몰입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β=.030), 매개변인인 직무효능감이 종속변인인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β=.67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단계의 독립변수 β값(-.267)과 3단계의 독립변수 β값(.030)을 비교

하여 2단계의 β값이 3단계의 β값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무형식학습이 업무부하

와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유

의한 영향관계가 아니고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한 관계인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부

하와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직무효능감이 완전매개효과(Complete Mediation)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IV-15>와 같다.

구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단계 직무효능감 업무부하
단계 직무몰입 업무부하

단계 직무몰입
업부무하
직무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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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분석

연구문제 3-3.‘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 있어서 무형식

학습과 직무효능감이 순차적 이중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개발한 SPSS 프로그램의 PROCESS 매크로 세트를 통해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Hayes의 PROCESS 매크로를 통해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PROCESS 매크로

에 종속변인, 독립변인, 매개변인 1과 2를 입력하여 실행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 다음의 [그림 IV-1]을 참

조하면 종속변인인 직무몰입은 Y, 독립변인인 업무부하는 X, 1차 매개변인인 무형

식학습은 M1, 2차 매개변인인 직무효능감은 M2로 하여 분석하였다.

주) X=업무부하, Y=직무몰입, M1=무형식학습, M2=직무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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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

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V-16>과 같다. 업

무부하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이

중매개효과를 나타내는 모형에 따른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독립변인인 업무부하가 매개변인인 무형식학습에 유의한 영향(β

=-.28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 매개변인인 직무효능감에 유의한 

영향(β=-.16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무형식학습이 종속

변인인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β=.47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매개변인인 직무효능감도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β=.357)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개변인인 무형식학습이 다른 매개변인인 직무효능감

에 유의한 영향(β=.55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순차적 이

중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에서의 업무부하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전체 

영향력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β=-.250)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β=-.048, p=.154).

구분 β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업무부하 직무효능감

무형식학습 직무몰입

직무효능감 직무몰입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

업무부하 직무몰입 직접

업무부하 직무몰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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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es의 PROCESS 매크로를 통해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전체 영향이 유의한 영향인지, 유의하지 않은 영

향인지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업무부하가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을 통해 직무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을 때, 업무부하가 직무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은 유

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모형 전체에서 업무부하가 두 매개변인을 통해 직무몰입에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는 완전 이중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순차적 이중매개효과의 크기는 독립

변인인 업무부하가 종속변인인 직무몰입에 전체 영향력인 c의 β값에서 이중매개효

과를 포함하는 모형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인 c’의 β값

을 뺀 값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업무부하가 직무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크기인 β(-.250)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크기인 β(-.048)의 차이인 

‘.202’의 이중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V-2] 참조).



- 78 -

6. 논의

가.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수준

이 연구의 연구목표 1의 구명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 업무

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수준을 구명하였다. 이들 변인의 5점 환

산 평균점수는 직무몰입의 5점 환산 점수는 3.60점, 표준편차는 0.61로 나

타났고, 업무부하의 5점 환산 점수는 2.97점, 표준편차는 0.81, 무형식학습

의 5점 환산 점수는 3.51점, 표준편차는 0.66, 마지막으로 직무효능감의 5

점 환산 점수는 3.59점, 표준편차는 0.60으로 나타났다. 업무부하를 제외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모든 변인의 점수는 모두 보통 수준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변인이 업무부하이다. 직무몰

입,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개념인 반면 업무

부하는 점수가 높을수록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의 양이 

많아서 힘들다고 느껴지는 부정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변인 간

의 상관관계를 검증을 위한 분석에서 업무부하가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에

서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고, 단일매개, 이중매개 효과를 확

인하는 분석에서도 업무부하는 다른 변인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가 나왔다. 

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 간의 관계

연구목표 2를 구명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 네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네 변인간의 영향관

계(직무몰입과 업무부하, 직무몰입과 무형식학습, 직무몰입과 직무효능감, 직무효

능감과 업무부하, 직무효능감과 무형식학습, 무형식학습과 업무부하)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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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영향관계는, 업무부하가 직무몰입에 낮은 부적 상

관(r=-.267)을 보였다. 이를 해석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이 맡은 자신의 

업무 자체의 절대적인 양과 자신의 업무 외의 추가적인 업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해 심리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느

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으면 자신의 직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업무부하가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Gibson et al., 1991; Lawler & Hall, 1970; Morrow, 

1993)와 같은 결과이다. 

둘째, 직무몰입과 무형식학습의 영향관계는, 무형식학습이 직무몰입에 매우 

높은 정도의 정적 상관(r=.724)을 보였다. 이를 해석하면 중소기업 근로자

는 자기 주도적으로 일터에서의 업무활동 중에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는 등의 일련의 학습활동이 잘 이루어진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이 수행

해야 할 직무에 대해 심리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업무활동 중에 학습을 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자신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형식학습이 직무몰입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덕애, 2012; 이성엽, 2008; 이현정, 

2006)와 같은 결과이다. 

셋째, 직무몰입과 직무효능감의 영향관계는, 직무효능감이 직무몰입에 높은 정

도의 정적 상관(r=.664)을 보였다. 이를 해석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된 과제 및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신뢰할수록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해 심리

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맡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

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직무효능감이 직

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심정, 박영석, 2011; 이진영, 2012; 한지

윤, 2012)와 같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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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업무부하와 직무효능감의 영향관계는, 업무부하가 직무효능감에 중간 정

도의 부적 상관(r=-.438)을 보였다. 이를 해석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이 

맡은 자신의 업무 자체의 절대적인 양과 자신의 업무 외의 추가적인 업부들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된 과제 및 활동을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즉, 자

신이 해야 할 일이 많으면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처리할수 있다는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업무부하가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권

정희, 2012; 조현정, 2015; 하성욱, 2013)와 같은 결과이다. 

다섯째,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영향관계는, 무형식학습이 직무효능감에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r=.693)을 보였다. 이를 해석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일터에서의 업무활동 중에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

하는 등의 일련의 학습활동이 잘 이루어진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된 과제 및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신

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업무활동 중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면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신뢰도가 높아진다

는 것이다. 이는 무형식학습이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종선, 

2011; 이성엽, 2008; ; 조현정, 2015; Lohman, 2005)와 같은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업무부하와 무형식학습의 영향관계는, 업무부하가 무형식학습에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r=-.348)을 보였다. 이를 해석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이 

맡은 자신의 업무 자체의 절대적인 양과 자신의 업무 외의 추가적인 업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자기 주도적으로 일터에서의 업무활동 중에 자신의 업무

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는 등의 일련의 학습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

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으면 업무활동 중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업무부하가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Doornbos, Simons & Denessen, 2008; Kwakman, 2003; 

van Woerkom, Niihof & Nieuwenhuis, 2002)와 같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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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목표 3을 구명하기 위해 우선,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무형식학

습의 단일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직무

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

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상의 결과

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부하는 무형식학습을 완전 매개하여 직무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 개인 별 기본적인 업무의 절대량이 많은 중

소기업 근로자가 무형식학습을 통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

식 및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직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업무부하는 직무효능감을 완전 매개하여 직무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업무의 양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더라도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신뢰하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맡은 직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업무부하는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을 차례로 완전 매개하여 직무몰입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매개 효과의 경우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거나 설명력이 매우 낮고, 매개변인을 통해 종

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다고 해석한다. 이는 무형식학습과 직무효

능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업무부하로 인한 직무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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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세 가

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

효능감의 인식수준 구명.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

습 및 직무효능감 간의 관계 구명.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 구명. 그리고 각 연구목표를 확

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

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의 인식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

과 무형식학습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직무효능감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부하와 무형식학습은 어떤 상관이 있

는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부하와 직무효능감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

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 있어서 무형식학습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효능감이 매개변인

으로 작용하는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 있어서 무형식

학습과 직무효능감이 순차적 이중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이

다. 하지만 중소기업 전체를 모집단으로 연구를 진행할 경우 사업체 수가 1%

미만인 사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비율표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모

집단을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신기술인증(NET) 기업과 우

수중소기업 모두에 속하는 154개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설정하였고 통계

적 검증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를 350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표본의 대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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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해 35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각 기업당 10명씩 총 350명을 조사대

상으로 확정하였다.

조사도구는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 일반적 특성 변인 다섯 

가지로 구성된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직무몰입은 13문항, 업무부하는 5문항, 무형식

학습은 14문항, 직무효능감은 10문항으로 총 42문항이고 5점 리커트 척도로 반응

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 특성 변인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6문항으로 설문지의 

총 문항수는 4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용된 질문지는 기업교육(HRD) 전공 박사과

정 2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중소기업 종사자 2인으로부터 안면 타

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수거한 54부의 설문 결과

를 바탕으로 신뢰도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검사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온라

인 설문 시스템 및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고 총 256부(우편, 185부; 온라인, 71건)

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응답 및 이상치 제거를 통해 최종 분석에는 242부가 

사용되었으며, 유효자료율은 69.1%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분석방법은 대상자의 변인에 대한 인식과 일반적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이 사용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 사이

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단일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3)가 개발하고 배포한 

PROCESS 매크로를 사용하였다. 추리통계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은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몰

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의 5점 환산 점수는 직무몰입은 3.60점을 보

였고, 업무부하는 2.97점, 무형식학습은 3.51점, 마지막으로 직무효능감은 3.59

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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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무몰입은 업무부하(β=-.267), 무형식학습(β=.724), 직무효능감(β

=.664)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업무부하는 무형식학습(β=-.348), 직무효능

감(β=-.438)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무형식학습은 직무효능감(β

=.693)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3단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 모두 완전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

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가 제시한 PROCESS 매크로를 

통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

효능감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었으며,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업무부하를 제외한 직무몰입과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에 대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수준은 직무몰입이 3.60점, 무형식학습이 3.51점, 직무효능감이 

3.5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직무를 중요시 하고 집중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형식적인 수업 방식이 아닌 무형식학습을 비교적 많이 경험하고 있

으며,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자신감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

고 업무부하의 경우 업무부하에 대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수준은 2.97점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무부하의 경우 높은 점수일수록 부정적인 의미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변인들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소기

업의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성원의 수는 적고 수행해야 할 업무는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의 양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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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인식한 업무부하는 직무몰입, 무형식학습, 직무효

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무형식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

로자들이 인식하는 업무부하의 정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무형식학습은 직무효능감과 직무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무형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자신

이 맡은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운

영진은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에 알맞은 학습방식이 형식학습이 아닌 무형식학습

임을 인지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직무효능감은 직무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

의 자신의 직무처리 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자신이 맡은 직무에 몰입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직무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명확한 직무평가 기준

을 설정하여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수행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상사 혹은 동료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직무에 몰

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 결과 두 변인 모두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와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부하가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

무몰입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무형식학습의 기회를 주는 것과 직무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순차적 이중매개효과의 검증은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 각각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 업무부하가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무형식학습의 기회를 주어 직무

효능감이 높아지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무형식학습의 기회

를 조직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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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업무부하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

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자신의 업무의 양에 대한 부

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자료의 출처는 중소기업중앙회이다. 보다 객관적인 업무부

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업무부하의 정

도 뿐 아니라 대기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업무부하의 정도를 파악하여 둘을 비교를 

통해 기업의 크기에 따른 업무부하에 대한 인식 정도 차이를 비교하여 보다 정확

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업무부하와 관련한 

연구들과 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업무부하와 관련한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동일

한 도구와 동일한 연구자가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업무부하와 무형식학습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업무부하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적 최선의 

선택이 무형식학습이라 판단하여 업무부하와 직무몰입 사이의 첫 번째 매개변인

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업무부하와 무형식학습의 상관관

계에 비해 무형식학습과 직무몰입의 상관관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형식학습과 직무몰입의 거리보다 업무부하와 무형식학습의 거리가 더 먼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직무몰입을 높이기 위한 더 명확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

무부하와 무형식학습 사이의 블랙박스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에 대해 자신이 인식하는 정도를 통해 관계

를 구명하는 것이 아닌, 상사 및 관리자가 평가한 수준을 통해 변인들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평가하는 경우 자신의 능력에 대

해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사 및 관리자가 평가한 자료를 분

석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 87 -

넷째, 업무부하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결과가 해당년도에만 국

한되는 특정 결과인지 아니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지, 혹

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개인이 인식하는 변인들의 수준의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언

첫째, 직무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부하를 낮추어야 한다. 업무부하와 직

무몰입의 영향관계를 확인한 결과 업무부하가 직무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업무부하와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

무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항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면 자신의 직무를 중요하다 생각

하고 몰두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의 여건 상 업무부하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기업 경영 차원

에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무형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직

무효능감과 직무몰입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업무부하로 인해 직무몰입을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무형식학습의 수준을 높이면 직무효능감이 높아지

고 자신의 직무에 몰입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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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도구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활동 및 직무효능감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전공하고 있는 윤
경신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저는 석사학위 논문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
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인식하시는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에 대한 의견을 작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대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한 자료로써 좋
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
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에 사용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는 총 5면이며, 응답하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5~7분입니다. 귀하
의 설문 응답결과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
목적을 위한 통계 분석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과 관련
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
을 내주신 귀하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윤경신
지도교수 김진모 드림

【연구자 연락처】   전화: 02) 880-4841,  C.P: 010-4451-0919
                  e-mail: yks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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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음은 귀하의 ‘직무몰입’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
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개인적 목표들은 대부분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시간의 대부분을 나의 직무에 할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인생에서 자신의 직무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직무는 나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직무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여가시간보다 일을 할 때가 더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의 직무에 상당히 몰두하고 있으며, 

관심사의 대부분은 직무로부터 나온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직무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가 한 직무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공동업무에서 동료들의 일도 떠맡아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일처리는 동료나 고객의 요구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동료나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자 

하며, 그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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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음은 귀하의 ‘업무부하’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 기대된 일의 양은 너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수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달성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수행에 시간이 

촉박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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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음은 귀하의 ‘무형식학습’(일터에서 학습자의 경험과 성찰, 타인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무형식적이고 비제도적인 학습)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처음 입사하면 일을 가르쳐줄 

사람을 지정해서 함께 일하고 도와주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쉽게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일을 하는 중에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직장상사나 동료는 내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는 업무가 새롭게 바뀌면, 이를 

도와줄 사람과 함께 일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상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하직원들과 함께 논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회사는 나의 직무경험을 동료들과 

나누도록 장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회사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을 자신들의 

중요한 책임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에게서 

기술(스킬)을 배울 기회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종종 경험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회사의 정기적인 회의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회사는 나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활동을 후원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이따금 다른 기술(스킬)을 가진 동료들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회사는 각자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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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다음은 귀하의 ‘직무효능감’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
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해주시
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직무와 관련된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설득하는 방식을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별 생각 없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보다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업무상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일이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어렵거나 도전적이어도 그 일에 매달리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직무와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직무와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실패하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바로잡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직무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잘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게 주어진 직무가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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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
로만 사용됩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 및 숫자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이상 ④ 석사이상 ⑤ 박사이상

4.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일은?
① 기획·총무 ② 인사·교육 ③ 재무·회계 ④ 구매·자재
⑤ 영업·마케팅 ⑥ 연구개발 ⑦ 생산 ⑧ 기술 ⑨ 관리
⑩ 안전·환경 ⑪ 서비스·고객관리 ⑫ 기타(직접 작성:               )

5. 귀하의 직급은?
① 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이상

6. 귀하께서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5년 미만 ③ 5년 이상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15년 미만 ⑤ 1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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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levels of 
job involvement, work load, informal learning, and job self-efficacy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tudy the perceived levels of job involvement, 
work load, informal learning, and job self-efficacy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Second, study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among job involvement, work load, informal learning, and job self-efficacy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Third, study the 
mediator effects of informal learning and job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involvement and work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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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pulation of this study is all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of South Korea. However, volumes of all the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are different. For minimizing sampling fraction 
error possibility, purposive sampling method was used and the target 
population of this study is 154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included both NET(new excellent technology)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and excellent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select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 survey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assess levels of job involvement(13 
questions), work load(5 questions), informal learning(14 questions), job 
self-efficacy(10 questions) and personal factors(6 questions) as five 
domains. And total number of questions are 48. For verifying validity of 
a survey questionnaire, conducted content validity from two SMEs, face 
validity from two workers working in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pilot test. Data was collected via 
online survey and post survey from 15th Oct 2015 to 10th Dec 2015. Total 
number of data collected was 256(online, 71; post, 185) and 242 data was 
used(counting out 14 unreliable responses and outliers). SPSS 21.0 for 
Windows was used to conduct descriptive statistic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PROCESS macro program(Hayes, 2013). 
And level of statistical significance of all analysis was .05.

The major conclusions drawn from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xcept for work load, the levels of job involvement, 
informal learning, and job self-efficacy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were above-average. Second, the effects of all factors 
on other facto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specially the effec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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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load on other factors were negative. Third, the mediator effects of 
informal learning and job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involvement and work load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utilizing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 First, comparative study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needs to be conducted. Second, study for 
searching factors between work load and informal learning needs to be 
conducted. Third, termination study to figure out the process of work 
load through job involvement needs to be conducted. Fourth, lowering 
the level of work load would increase the level of job involvement. Fifth, 
if lowering the level of work load is impossible, systemic and planned 
opportunities of informal learning need to be provided.

Key Word: job involvement, work load, informal learning, job self-efficacy,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dual mediating effect

Student Number: 2011-2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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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년

윤 경 신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로 첫째, 중소기

업 근로자의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의 인식수준 구명, 둘째, 중소

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 간의 관계 구명, 셋째, 

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매개효

과 구명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이다. 그

러나 중소기업 전체를 모집단으로 연구를 진행할 경우 비율표집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신기술인증(NET)기업과 우수중소

기업에 모두 속하는 154개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목표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유의

표집을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의 직무몰입(13

문항), 업무부하(5문항), 무형식학습(14문항), 직무효능감(10문항)과 일반적 특성(6문

항) 등 다섯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문항 수는 48문항이다. 사용된 설문 문항의 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용타당도(전문가 2인)와 안면타당도(중소기업 종사자 2인)를 확

인하고 예비조사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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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10일까지 총 35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우편

(185부)과 온라인(71건)을 통해 총 256부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에서 한 가지 문

항이라도 기재하지 않거나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14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서는 242명이 응답

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SPSS 

21.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평균, 백분율) 분석, 도구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및 

Hayes(2013) PROCESS 매크로를 활용하여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1.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0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부하를 제외한 직무몰입과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에 대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 각 영향관계 분석 결과 업무부하는 직무몰입,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무형식학습은 직무몰입, 직무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직무효능감은 직무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 각각 완전 단일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이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 및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업무부하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업무부하와 무형식학습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

째, 업무부하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직무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부하를 낮추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의 

여건 상 업무부하를 낮출 수 없는 경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무형식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주요어: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 중소기업 근로자, 이중매개효과

학  번: 2011-2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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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기업(企業)의 사전적 정의는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

하는 조직체’이다. 사전적 정의에 나타난 생산과 판매가 조직성과라 할 수 있고 

이 조직성과는 해당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을 통해 발생한

다. 즉, 기업이라는 조직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을 통한 조직성과의 지속적인 창

출을 통해 존재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이 기업의 원동력인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

한 방안을 찾아왔는데, Lalwer와 Hall(1970)은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이 높을수록 

조직성과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만약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에 몰두

하고 애착을 갖게 된다면,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직구성

원이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와 연결되고, 이는 조

직성과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 자신의 직무에 몰

두하고 애착을 갖는 것이 조직성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노

동부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2015년 2월 이직률은 3.9%로 나타났는데, 조직구성

원의 이직은 그 자리를 대신할 신입직원 채용과 교육훈련에 대한 비용지출로 이어

지기 때문에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와 관련하여 김남희(2007)는 직무몰

입도가 높은 사람의 이직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

를 선호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직무몰입은 조직성과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구도와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대응하여 존속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취업준비는 좋은 학교의 학위, 높은 영어점수, 높은 학점을 

얻어서 흔히 말하는 ‘스펙업’을 통해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조사통계 시스템 2013년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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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중소기업 비율은 99.9%, 종사자 비율은 87.5%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의 경제규모나 고용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

리나라 전채 생산액의 45.7%만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고용

인원의 이직률이 3.9%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의 이직률은 12.2%로 전체 이직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 201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

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2014). 또한, 기업 내 연수, 멘토링 프로그램, 

CoP 등을 통해 지식창출, 지식공유, 지식저장, 지식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

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재정적인 문제, 조직적인 상황 및 환경, 조직구성원 개인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의 양 등의 문제로 인해 대기업이 조직구성원에게 실시하는 활

동을 제공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의 조직성과를 높여 생산액

의 비중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업무부하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자들이 있고(Cooper & Marshall, 

1978; Gibson, Ivancevich & Donnelly, 1986; Cox, Griffiths & Randall, 2003; 김

병섭, 1994; 한상암, 2004; 유재창, 2014),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몰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를 조직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연구자들이 있다(이환범, 

이수창, 2006; 최소연, 2008, 박충민, 2010; 이운용, 2013). 이는 업무부하가 직무몰입

을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조직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대기업은 직무에 따른 인력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조

직구성원은 배치된 부서에서 자신의 정해진 업무를 맡아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즉, 

자신의 직무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상황적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

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조직구성원이 적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이 배치된 부서에서 자신의 

정해진 직무와 관련된 업무 뿐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중소기업

중앙회, 2014). 즉,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이 부여된 

업무 외에 수행해야 할 업무가 많아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는 대기업근로자에 비해 자신이 맡은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자신

의 업무에 소홀해지게 되고, 자신의 직무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없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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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더 나은 조직성과를 내기 위해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

도록,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이 자

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어 자신의 직무를 선호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Bassi & Buren, 1999; 김지영, 장원섭, 2010). 일터학습은 조

직이 제공하는 지원 중 한 가지이다. Rothwell, Sanders와 Soper(1999)는 일터학

습을 조직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일어나는 

다양한 학습형태라고 하였다. 일터학습은 형식학습, 무형식학습, 우연적학습으로 이

루어져있는데(Marsick & Watkins, 1990, 2001), 대기업에 비해 재정적으로 여유

가 없는 중소기업은 일터에서의 학습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황영훈, 

김진모, 2014), 중소기업의 규모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업무 현

장에서 이루어지는 무형식학습이 유리하다고 하였다(Ghobadian & Gallear, 199

6). 즉, 중소기업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형식학습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과 자기효능감과의 연관성에 대해 증명한 연구

들이 있고(Joo, Bong & Choi, 2000; Liaw, 2008; 송인섭, 박성윤, 2000; 이인숙, 

2003; 박상철, 고은영, 김종욱, 2007; 박종선, 김진모, 2012; 조현정, 2015), 자기

효능감은 상호 관련성이 높은 과제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자신

감이라고 하였다(Bandura, 1982).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무형식학습

을 통해 자신의 역량에 대해 자신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이 조직구성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aleh & Hosek, 1976; 이진영, 2012). 이를 정리하

면, 중소기업 조직구성원의 업무부하로 인한 업무수행 능력과 업무효율성의 저하를 

업무 관련 무형식학습을 통해 직무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조직구성원이 담당하는 직

무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조직구성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

효능감의 관계를 확인할 것이고, 업무부하와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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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능감이 이중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의 현실

적 문제인 업무부하로 인한 직무몰입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업무의 양이 많

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에 몰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

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무형식학습을 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인 직무효능감이 떨어지게 되며 결론적으로 직무몰입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직구성원의 업무가 많은 상황을 호전시키는 것, 

업무의 양을 줄이는 것이 힘든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춰 무형식학습을 촉진시키고, 

직무효능감을 높여서 결론적으로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인 조직구성원의 직무몰입을 높일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한 실천적인 시사점

을 제공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의 

수준을 구명한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에 대한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

능감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각각의 단일 매개효과와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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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목표 1.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

무효능감의 인식수준 구명

 연구문제 1-1.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인식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목표 2.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

무효능감 간의 관계 구명

 연구문제 2-1.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2.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무형식학습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3.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직무효능감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4.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부하와 무형식학습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5.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부하와 직무효능감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6.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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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3.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과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 구명

 연구문제 3-1.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 있어서 무형

식학습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연구문제 3-2.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

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연구문제 3-3.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 있어서 무형

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이 순차적 이중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4. 용어의 정의

가.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

스템에 집계되어 있는 신기술인증(NET)기업 중,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한 우수중소

기업에 속한 기업 154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중소기업 근로자로 정의한다. 

나. 직무몰입(Job Involvement)

직무몰입은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해 심

리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고 열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조직구성원의 직

무에 대한 애착, 중요성,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구성요인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는 주대진과 김진모(2010)가 하영자(2005)의 직무몰입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한 

측정문항들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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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무부하(Work Load)

업무부하(Work Load)는 조직구성원이 맡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인식정도로 

조직구성원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업무 자체의 절대적인 양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

는 개념이다. 업무부하를 측정하는 문항은 Cousins 등과 Beehr, Walsh와 

Taber의 연구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의 양에 대한 인식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업무의 양에 대한 인식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중 우

리나라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최병권(2013)의 도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

병권의 도구를 중소기업 S-OJT훈련가를 대상으로 재사용한 조수영과 나승일

(2015)의 업무부하 측정문항들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무형식학습(Informal Learning)

무형식학습이란 조직구성원이 기업 또는 교육 담당자에 의해 계획 및 설계된 

것이 아닌, 자기 주도적으로 일터에서의 업무활동 중에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조직의 문화, 분위기를 알아가며, 동료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일련의 학

습 활동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터학습에 대하여 Rowden(1995)이 개발

하고 문세연(2006)이 수정한 문항들 중에서 무형식학습에 대한 문항들만 선정

하여 수정 보완한 황영훈(2012)의 문항들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직무효능감(Job Self-Efficacy)

직무효능감이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된 과제 및 활동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김봄

메(2002)가 개발하고 한지윤(2012)이 수정한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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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 집계되어 있는 신기술인증(NET)기업 

중,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한 우수중소기업에 속한 기업 154개 기업에 종사하는 중

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신기술인증(NET)기업이면서 우수중소기

업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를 일반적인 전체 중소기업에 일반화 

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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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종 기준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명 미만
또는 자본금 억원 이하

광업

상시 근로자 수 명 미만
또는 자본금 억원 이하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상시 근로자 수 명 미만
또는 매출액 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표 II-1>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및 매출액 기준

II.  이론적 배경

1. 중소기업에서의 직무몰입

가.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의 정의 및 특징

중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제조업 기준), 자본금이 80억 이

하(제조업 기준), 매출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독립

되어 있는 기업을 말한다. 자본금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 2조에 의거, 주권상장

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에 없는 기업으로 보아 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

다(중소기업청, 2015). 중소기업의 업종 별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및 매출액에 

따른 기준은 다음 <표 II-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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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및 어업

상시 근로자 수 명 미만
또는 매출액 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상시 근로자 수 명 미만
또는 매출액 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명 미만
또는 매출액 억원 이하

자료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기업 중, 중소기업은 3,415,863개에 달하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3,421,594명이다.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중소

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99.9%의 사업체수와 87.5%의 종사자수를 차지

하고 있다. 이는 양적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II-2> 참조). 

전산업기준 인이상 년 년 년 년

사업체수

전체

중소기업
비중

대기업
비중

종사자수

전체

중소기업
비중

대기업
비중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표 II-2> 우리나라 전체 산업체수 및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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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의 역할

우리나라 경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은 다양하

다. 이와 관련하여 서건일(1998)은 그의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할 및 중요

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중소기업은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

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발전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혹은 중소

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온다. 이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산

업발전 양상을 지양하는 방향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지역별 분포

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중소기

업은 전체 산업의 파급효과를 높이고 산업 간의, 지역 간의 상호 관계를 증진시

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대기업은 한 종목에 대한 투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 종목을 선택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투자 후에는 이를 바꾸기 쉽지 않다. 이

에 반해 중소기업은 혁신과 다양성을 추구한다. 이미 흥행하고 있는 분야가 아

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은 대기업에 비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중소기업은 전체 산업의 종사자수 중 87.5%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대기업과 다르게 전 지역에 기업체가 있는 중소기업은 지역경제발전

의 핵심적 역할과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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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중소기업

우수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청이 구직자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분기별로 분야별 선정한 중소기업이다. 우수중소기업 세부선정기준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업력 3년 이상인 기

업이어야 한다. 셋째, 신용등급이 BB-(등급기준)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넷째, 최

근 3년간 자본잠식이 없는 기업이어야 한다. 다섯째, 최근 3년간 금융불량이 없는 

기업이어야 한다. 여섯째, 현재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대기업 제외, 휴폐업기업 

제외)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수중소기업에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우수중소기업에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면 분야

별 상위기업이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우수중소기업에 선정되게 된다. 분야별 상위기

업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성(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수익성(영업이익률, 자기

자본이익률), 안정성(자본금 총액, 부채비율), 활동성(매출채권회전율), 생산성(총자

본투자효율) 등 구직자에게 유용한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위한 분야를 대표하는 지표

를 선정하여, 우수중소기업 중 각 분야별 상위기업 1,000개 업체씩 선별을 통해 선

정된다.

나. 직무몰입

1) 직무몰입의 개념 및 특징

이 연구에서의 직무몰입이란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해 심리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고 열중하는 정도이다. 직무몰입을 설명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큰 개념인 몰입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직무몰입

을 포함하는 개념인 몰입과 직무몰입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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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몰입

직무몰입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몰입을 의미한다. 즉, 직무몰입을 확인하기 위

해서는 몰입이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몰입은 조직구성원들을 대

상으로 연구를 하는 학자들에게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연구주제이며, 주로 조직

구성원이 속한 조직에 대한 몰입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이직현상을 설명하기 위

해 연구되어왔다(고현철, 2003). 일반적으로 몰입은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지의 

결함으로, 개인이 가지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가치관의 일치를 통하여 심리적인 

애착 또는 소속의 욕구를 유발시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정체성을 소유하거나 특

정한 대상에 공헌하는 것으로 정의된다(OˊReilly & Chatman, 1986). 여러 학

자들은 몰입에 대한 정의를 앞서 밝힌 일반적인 정의와 조금 다르게 내렸다. 

Salancik(1977)은 몰입을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얽매인 상태 및 그러한 행동

을 통하여 자신의 관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하였으며, 

Brown(1996)은 몰입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방

향을 결정하고 지속되게 하는 힘(force)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두 학자는 

몰입의 하위요소 중 개인의 마음 및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Csikszentmihalyi(1990)와 Jackson과 Marsh(1996)는 몰입에서 개인의 마음

이나 믿음보다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정의를 내렸다. 이를 살

펴보면, Csikszentmihalyi는 몰입을 ‘자신의 과제나 직무에 완전히 몰두하여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로 정의하였고, Jackson과 Marsh는 몰입을 

‘최고 수준의 수행개념으로 파악하고 수행하는 개인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것

과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Meyer와 Herscovitch(2001)는 여러 학자들의 몰입의 정의를 토대로 학자들

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핵심요소 세 가지를 규명하였다.  첫째,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유지하거나 도와주는 힘이다. 둘째, 마음가

짐(mind-set)으로 몰입에서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의 마음에 따라 행동을 지

속적으로 행할 의무의 형태이다. 셋째, 자신이 정한 목표에 따른 개인행동의 결

과로 나타나는 성과이다.



- 14 -

이를 종합하여 몰입을 정의하면, 몰입이란 개인이 특정한 목표와 관련된 일련

의 행위를 실행하도록 하는 자신의 확고한 마음가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자 몰입의 정의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얽매인 상태 및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 자
신의 관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

자신의 과제나 직무에 완전히 몰두하여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방향을 결정하고 지
속되게 하는 힘

최고 수준의 수행개념으로 파악하고 수행하는 개인 자신이 수행
하고 있는 것과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

나) 직무몰입

조직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에 동기부여 되고 자신의 직무를 맡아

서 수행하면 기분이 좋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과제를 맡

고 있다. 직무수행을 하는 조직구성원은 자신의 직무수행을 위해 하루 중 삼 분

의 일 혹은 그 이상을 보낸다. 그 과정에서 일에 대한 애착과 몰입을 어떻게 가

지고 임하는지는 그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직무몰입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고 오늘날에도 지속

적인 관심사이다. 또한 직무몰입은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

에 조직구성원들의 직무행동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신동욱, 2014). 직무몰입

을 연구한 학자들 중, Dubin(1956), Lodahl과 Kejner(1965), Saleh와 

Hosek(1976), Rabinowitz와 Hall(1977), Kanugo(1982)가 이 분야를 이끌어

왔고 직무몰입을 개념화하였다. Dubin은 직무몰입을 ‘직무가 생활의 모든 관심

이 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였고, Saleh와 Hosek은 Dubin의 정의에서 직무가 



- 15 -

중요한 욕구만족의 원천이 되는 정도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Lodahl과 Kejner

은 직무몰입을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의 심리적인 일체감을 얼마나 느끼

는가의 정도’ 또는 ‘자신의 자아 이미지 속에서 직무의 중요성이 차지하는 정

도로서 개인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Kanugo는 직무(Job)와 일(Work)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상호호환적

인 것으로 보았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이전의 직무몰입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직

무몰입의 정의가 이질적인 내용이 혼합되어있어 직무몰입을 측정하는데 부적합

하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는 이전의 학자들의 직무몰입에 대한 정의를 명확

히 하면서 직무몰입을 ‘현재의 직무(Job)에 관한 구체적 신념’으로 정의하여 

직무몰입의 개념적 기초 확립에 기여하였다.

해외 학자들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직무몰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2010년 이후의 연구에 따르면 직무몰입에 대한 정의가 학자

마다 다소 다르지만 자신의 직무의 중요성을 자각한다는 의미는 동일하게 포함

되어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김용우(2010)는 직무몰입을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와 자신을 심리적으로 동일시 하는 구체적인 신념이라고 하였

고, 이우정과 이정민(2012)은 직무몰입을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

한 개인이 가지는 심리적인 동일감으로, 자신이 맡은 직무에 깊이 빠져들어 자

신의 지식과 기술을 최적으로 이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몰두하게 만드는 것

이라고 하였다. 안지선(2011)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 사로잡히거나 몰두하는 것

으로 직무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일체감이라고 직무몰입을 정의하였고, 임수련

(2011)은 조직구성원 개인이 현재 맡고 있는 자신의 직무에 동화되어 적극적으

로 참여하며 직무가 자신의 가치개념에 중요하다고 지각되는 정도라고 직무몰입

을 정의하였다. 이진영(2012)은 직무몰입을 한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하여 심

리적으로 동일시하고 열중하는 정도로 자아상에서 자신의 일이 차지하는 중요도

라고 정의하였고, 손성민(2010)은 직무몰입을 개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에 대하

여 전념하거나 심리적으로 일체감을 느끼는 정도라고 하였다. 김미경(2011)은 

직무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며 직무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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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직무몰입의 정의

직무가 생활의 모든 관심이 되는 상황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의 심리적인 일체감을 얼마나 느끼는가
의 정도

직무가 중요한 욕구만족의 원천이 되는 정도

김용우 조직구성원이 현재의 직무에 관하여 자신을 심리적으로 동일 시 하
는 구체적인 신념

손성민 개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에 대하여 전념하거나 심리적으로 일체감
을 느끼는 정도

신영숙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심리적으로 동일 시 하고 열중하는 정도
로 자아상에서 자신의 일에 차지하는 중요도

주대진 김진모 구성원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심리적으로 동일화를 느끼는 
정도 또는 개인이 자신의 일에 몰두하거나 사로잡히는 정도

김미경 직무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며 직무에 자발적이고 주도
적으로 참여하여 몰두하는 것

하여 몰두하는 것을 직무몰입이라고 하였고, 이하지(2011)는 개인이 심리적으

로 자신의 일을 동일 시 하는 정도로 직무가 생활에서 주된 관심사가 되는 상

황, 즉 개인의 만족에 있어 직무가 중요한 원천이 되는 정도를 직무몰입이라고 

정의하였다. 박경화(2013)은 직무몰입을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강한 애

착과 자긍심을 가지며,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와 자신을 얼마나 동일 시 여기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신념상태라고 하였고, 박덕철(2013)은 직무몰입을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심리적인 동일화를 통해 몰입하는 상태로 인해 나타나는 직

무에 대한 애착이라고 정의하였다. 해외 학자들과 우리나라 학자들의 직무몰입

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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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선 자신의 직무에 대해 사로잡히거나 몰두하는 것으로 직무에 대한 개
인의 심리적 일체감

이우정 이정민 직무에 대한 개인이 가지는 심리적 통일감으로 자신의 직무에 깊이 
빠져들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최적으로 이용하여 직무를 수행하
도록 몰두하게 만드는 것

이하지 개인이 심리적으로 자신의 일을 동일 시 하는 정도로 직무가 생활
에서 주된 관심사가 되는 상황 즉 개인의 만족에 있어 직무가 중요
한 원천이 되는 정도

임수련 개인이 현재 맡고 있는 자신의 직무에 동화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
며 직무가 자기의 가치개념에 중요하다고 지각되는 정도

이진영 한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동일 시 하고 열중하는 
정도로 자아상에서 자신의 일이 차지하는 중요도

박경화 직무에 강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며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와 자
신을 얼마나 동일 시 여기는지에 대한 구체적 신념상태

박덕철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심리적인 동일화를 통해 몰입하는 상태
로 인해 나타나는 직무에 대한 애착

이처럼 직무몰입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그 관점이 다르며, 직무몰입에 대한 

완벽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의 직무에 대한 심리적으로 동일

시 한다는 개념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대진과 김진모

(2010)는 직무몰입의 개념에서 도출된 특성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직

무몰입은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된 태도로서 현지의 직무와 관련된다. 둘째, 직무

몰입은 상황요인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그 정도는 강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안정된 개념으로써 오히려 개인의 자기인식에 의해 영향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셋째, 직무몰입은 조직목표나 가치의 내재화에 대한 선행요건이 된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직무몰입에 대한 정의 및 특징을 종합하면, 직

무몰입이란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한 애착, 

중요성,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구성요인으로 하는, 심리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

고 열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18 -

다)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직무몰입에 대한 개념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각 연구자의 직무몰입

에 대한 정의에 의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Mowday(1994)가 몰입 관련 

개념을 네 가지로 구분하면서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

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 학자를 Mowday 이전과 이후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Mowday 이전의 학자는 Rabinowitz와 Hall(1977), 

Saal(1978)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Rabinowitz와 Hall은 직무몰입에 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직무몰입은 개인특성변인, 직무특성변인, 작업결과변인에 

의해 거의 비슷한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먼저 개인특성변인은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성별, 근속시간 등을 포함한 변인이다. 그리고 직무특성변인

은 리더의 행동, 의사결정 참여, 직무수준, 직무수행을 위한 수단에 대한 통제, 

자율성 등을 포함한다. 작업결과변인은 직무성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 Saal은 Rabinowitz와 Hall의 개인특성변인을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

인으로 구분하여 개인의 심리적 변인이 인구통계학적 변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Mowday 이후의 학자는 Brown(1996)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Brown은 직무몰입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윤리, 통제위치, 자기존중감, 성장욕구가 포함된 개인특성변인, 

자율성,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피드백, 계츨적 수준, 과업중요성, 잠재적 동기, 

도전성, 과업복잡성이 포함된 직무특성변인, 배려, 참여, 의사소통이 포함된 관리

변인, 마지막으로 역할인식, 역할모호성이 포함된 역할인식변인을 제시하였다.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많은데 이를 정리하면 개인특성(성별, 나

이, 학력, 근무연수 등), 직무특성(직무자율성, 기능다양성, 과업중요성, 과업정

체성, 피드백), 조직특성(성취동기, 상사와의 관계, 리더십, 보상 등) 등이 거론

되고 있다(최수일, 이은진, 2009). 본 연구에서는 직무특성과 성격이 유사한 업

무부하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 19 -

라) 직무몰입의 측정

직무몰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Lodahl과 Kejner(1965)의 7점 

척도 문항들로 구성된 MJWI(Measurement of Job and Work Involvement)

와 Kanungo(1981; 1982)의 7점 척도 문항들로 구성된 JIQ(Job Involvement 

Questionnaire)를 활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진모(1997)가 MJWI에서 3개 문항을 추출하고, JIQ에서 4

개 문항을 추출한 총 7개 문항의 5점 척도의 측정도구와 하영자(2005)가 MJWI와 

JIQ를 바탕으로 중앙연수원의 직무교육에 참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몰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총 14개 문항의 5점척도의 측정도구가 사용되고 있

다. 하영자의 도구는 직무애착 및 중요성 관련 10개 문항, 직무책임감 관련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중소기업에서 직무몰입의 중요성

직무몰입이란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한 애

착, 중요성, 책임감 등의 심리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고 열중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기업의 99.9%, 종사자는 87.5%를 차지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명제를 통해 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조직구성

원의 직무몰입을 높이는 것이 중소기업의 조직성과를 높여 생산액의 비중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게 되고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부분

일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직무몰입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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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

가. 업무부하

1) 업무부하의 개념

업무부하는 조직구성원이 맡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인식정도로써 조직구성원 

자신의 업무 자체의 절대적인 양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업무 이외의 업무들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업무부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를 포함하는 

개념인 직무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무특성은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

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기술다양성이 업무

부하를 포함하는 변인이다. 업무부하를 포함하는 개념인 직무특성과 업무부하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직무특성

직무특성 이론에 중요한 기여를 한 Turner와 Lawrence(1965)는 직무와 작

업자의 만족도, 직무성과의 접한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성, 자율성, 요

구되는 상호작용, 선택적 상호작용,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책임감이라는 6가지 

필수 직무특성을 설정하였다. Turner와 Lawrence는 직무특성이 직무를 수행하

는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

해 직무특성을 측정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직무특성과 관련된 본격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임혜경, 2012).

Hackman과 Oldham(1975)의 직무특성이론이 직무특성 관련 이론의 대표 이론이다. 

Hackman과 Oldham은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과업자율성, 피드백을 직무와 

관련된 공통적인 5가지 특성을 발견하였다. 이 5가지 특성은 조직구성원의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어 직무에 대한 태도와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그림 II-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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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직무특성의 다섯 가지 요소의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술의 다양성은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들의 종류 및 

양을 의미한다. 조직구성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가 자신의 기술과 지식이 많

이 필요하다면 조직구성원은 자신의 직무가 의미 있다고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둘째, 과업정체성은 조직구성원이 맡은 직무가 일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내용

을 알고 처리하도록 요구되는 정도이다. 조직구성원은 일부 과정의 업무를 처리

하는 것보다 직무 전체를 수행할 때 의미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 셋째, 과업중요

성은 조직구성원이 맡은 직무가 다른 사람 혹은 조직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의

미하는 것이다. 조직구성원은 자신의 직무가 다른 사람 혹은 조직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직무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넷째, 과업자율성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의미한다. 과

업자율성이 높다면 조직구성원은 일의 결과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이 커진다. 다

섯째, 피드백은 직무수행결과의 유효성에 대해 수행자가 직무로부터 얻게 되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정보의 양을 의미한다. 조직구성원은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점이나 활용하지 못한 방법의 문제점을 수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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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부하

업무부하는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면서 

느끼는 부담의 정도와 조직구성원 자신에게 할당된 직무 관련 업무량이 많아서 

느끼는 부담의 정도를 의미한다. 조직구성원의 업무부하에 대한 인식이 크면 이

는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직구성원의 이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의 이직원인 중 현재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 분야에서 업무부하는 직무스트레스의 여러 요인 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2005)의 자료에 따르면, 업무부하가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신지영(2013)도 자신의 연구

에서 개인이 업무량에 느끼는 부담감이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업무부하는 직무특성의 기술다양성의 하위요소 중 하나이다. 기술다양성은 조

직구성원이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이나 재능을 사용하

는 다양한 활동들이 요구되는 정도이다(오진주, 2015). 업무부하는 조직구성원

이 맡은 직무에 속한 다양한 활동들이 아닌, 조직구성원이 해야 하는 일 자체가 

다양한 것을 의미한다. 조직구성원이 입사했을 때 배치된 부서에서 맡은 업무만

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 부족과 같은 이유로 인해 다른 업무까지 맡아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업무부하는 직무부담과 관련이 있다. 직무부담에 대한 학자들의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직무부담이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해 부담을 느

끼는 것이다. 직무부담에 대한 개념은 부담유발 요인, 반응 및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파악되어왔다. Beehr와 Newman(1978)은 직무부담

을 자극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는데, Beehr와 Newman은 직무부담을 극단적인 

또는 유해한 특성을 지닌 직무역할의 요구라고 정의하였다. 직무부담을 직무와 

관련 있는 부정적인 환경요소라고 본 Cooper와 Marshall(1976)은 직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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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과다,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등이 직무부담에 속한다고 하였다. Parker와 

Decotiis(1983)는 직무부담을 반응의 개념으로써, 작업환경에서 지각된 조건이

나 사건의 결과로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업무부

하는 직무부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업무부하의 영향 요인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업무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은 직무관련 

요인과 조직관련 요인으로 구분된다(Beehr & Newman, 1978). 직무관련 요인

은 조직구성원이 맡은 업무의 특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 수준, 

업무 자체에 대한 역할과부하, 자신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역

할모호성 등이 있다. 조직관련 요인으로는 조직의 조직구성원 수, 조직구성원에

게 기대되는 업무 수행의 양 등을 나타내는 조직구조, 상사에 의해 수동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조직풍토 등이 있다. 강동묵 외(2005)는 개인 업무와 관련된 

요인과 조직적 여인들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개인 업무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조

직구성원이 수행해야할 업무의 과중 정도,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복

잡한 정도, 업무 수행을 위해 협동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관계 갈등, 업무를 수행

해야 하는 조직구성원의 역할 모호성 등이 있다. 조직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는 업무 수행 주최를 정해주지 않는 역할 모호성, 한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많은 조직 문화, 조직구성원 간의 의견 문제인 대인관계 갈등 등이 있다.

업무부하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있다. 김병섭

(1994)은 업무부하 및 업무특성의 업무요인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박성수(2001)와 한상암(2004)도 조직구성원이 맡은 업무가 많은 것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신성원(2007), 유재창(2014)도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양이 과하다고 느끼는 것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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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종합하면, 조직구성원이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과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모호성, 조직분위기 등이 업무부하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인해 조직

구성원들은 직무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3) 업무부하의 측정

Hackman과 Oldham(1975)이 개발한 직무진단 설문(JDS; Job Diagnostic 

Survey)이 직무특성을 측정하는 도구들의 기반이 되었다. 이 도구는 기술다양

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과업자율성, 피드백으로 구성된 직무특성의 척도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조영창(1988)이 한국 실정에 맞도록 번역, 수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또한 Doornbos, Simons와 Denessen(2008)이 개발하고 문세

연(2010)이 기업특성에 맞게 번안한 도구가 사용되고 있다. 이 도구는 과업다

양성 4문항, 과업자율성 6문항, 업무부담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개발되었다.

업무부하를 측정하기 위한 Hackman과 Oldham의 도구와 Doornbos, Simons

와 Denessen의 도구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의 부담에 대한 설문문항이 있다. 

Hackman과 Oldham의 도구에서는 ‘나는 너무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와 ‘나의 업무량은 지나치게 많다.’를 업무부하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문항이 있고, Doornbos, Simons와 Denessen의 도구에서는 ‘나

에게는 주어진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하는 긴박한 업무가 있다.’, ‘나는 다른 인

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쉴 틈 없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는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로 바쁘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업무 때문에 나의 시

간을 가질 수 없다.’를 업무부하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문항이 있다. 그리고 최

병권(2013)이 Cousins 등과 Beehr, Walsh와 Taber의 업무과부하 측정도구에

서 발췌한 5문항을 활용하여 업무부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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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형식학습

1) 무형식학습의 개념 및 특징

1950년대 Knowles의 무형식 성인교육(Informal Adult Education)에서 무

형식학습(Informal Learning)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되었다(Garrick, 1998; 

Rowden, 2007; Gola, 2009). 무형식학습의 개념은 Knowles 이전 

Dewey(1938)의 경험학습이 기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Dewey의 경험학습

은 경험의 역할을 중시하는 학습방법이다.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찰적인 관

찰을 하게 되고, 추상적 개념화를 거쳐 적극적 실험을 하도록 하는 학습이다

(Kolb, 1984).

무형식학습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설계 혹은 계획되지 않고 일터에서의 경

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이라는 점을 포함하는 부분은 동일하다. 그러나 학자

들의 각자 강조하려는 부분이 달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는 무형식학습

이 이루어지는 장소, 학습설계 측면의 비의도성, 학습의 여러 속성, 학습자의 주

도성 등을 강조하여 개념화한다(황영훈, 2012).

Marsick(2011)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무형식학습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nowles(1975)는 자기주도성이 강한 학습이 무형식학

습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조직구성원이 학습의 필요성을 느껴서 학습을 하는 

것을 계획이 되어있었던 되어있지 않았던 무형식학습으로 본 것이다. Marsick

과 Watkins(1990)는 어떠한 사건이나 경험,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발생하는 

학습을 무형식학습이라고 정의하였다. 경험에만 초점을 맞췄던 Knowles이 정의

내린 무형식학습의 개념에 타인과의 교류를 통한 학습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추

가되었다. Mezirow(1991)는 비판적 성찰로 이루어진 전환학습을 무형식학습이

라고 정의하였다. Dewey의 경험학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전에 학습을 통

한 경험 혹은 학습 외에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학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Lohman(2000)은 업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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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능력이 개발되는 학습을 무형식학습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전의 자기주도

적으로 학습하는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일터에서 업무와 연관된 학습이라

는 업무의 개념이 추가되었다. Cross(2007)는 형식적인 교실이 아닌 커피를 마

시면서 업무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학습을 무형식학습이라고 하였다. 이

는 Knowles의 경험 뿐 아니라 Lohman의 업무 관련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의

미의 무형식학습이다.

학자 무형식학습의 정의

자기주도성이 강한 학습

떠한 사건이나 경험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발생하는 학습

비판적 성찰로 이루어진 전환학습

업무를 바탕으로 지식과 능력이 개발되는 학습

형식적인 교실이 아닌 커피를 마시면서 업무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학습

이를 통해 무형식학습을 정의하면, 조직구성원이 기업 또는 교육 담당자에 의

해 계획 및 설계된 것이 아닌, 자기 주도적으로 일터에서의 업무활동 중에 자신

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조직의 문화, 분위기를 알아가며, 동료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

발하는 일련의 학습 활동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재정적 부담과 인력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

업에서 형식학습은 형식학습을 진행함으로써 파생되는 위험부담을 안고 진행해

야 하는 것이다. 업무현장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일과 관련

하여 학습을 할 수 있는 무형식학습은 중소기업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학습 방

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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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식학습 방법

다양한 무형식학습의 개념 정의를 하고자 하는 시도와 함께 무형식학습 방법

에 대한 연구도 함께 되어 왔다(진수현, 2014). 또한 문세연(2010)은 무형식학

습은 형식학습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무형식학습은 학습자 주

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일어나고 다른 조직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진수현(2014)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학자들이 선정한 무형식학습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연구자의 경우, 안동윤(2005)은 조사활동, 프로젝

트 문서작업, 팀원과의 대화, 고객미팅, 타부서 미팅, 상사와의 대화가 무형식학

습이라고 하였다. 김혜영과 이희수(2009)는 관련문헌탐구, 시행착오, 문서작업, 

친구와 상호작용, 팀원과의 교류, 감독활동, 교사/지도선배 미팅 등이 무형식학

습이라고 하였고, 이성엽(2009)는 직접적인 체험, 경험의 관찰, 상사나 선배와

의 대화가 무형식학습이라고 하였다. 문세연(2010)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질

문, 정보검색, 업무활동에서의 시행착오, 개인성찰이 무형식학습이라고 하였고, 

신은경(2012)은 의도/비의도적 대화, 관찰, 업무수행, 정보검색을 통해 무형식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무형식학습은 크게 의사소통과 업무

수행, 학습자의 자발적인 정보검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외 연

구자의 경우, Marsick와 Watkins(1990)는 자기주도학습, 시행착오, 업무수행, 

멘토링, 코칭, 네트워킹이 무형식학습이라고 하였다. Aring과 Brand(1998)는 

문서작업, 탐구조사, 업무수행, 팀 활동, 회의참여, 고객미팅, 동료와의 의사소통, 

멘토링이 무형식학습이라고 하였고, Eraut(2004)는 듣기, 관찰, 성찰, 시행착오, 

감독 또는 코칭을 통해 무형식학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Lohman(2005)은 타

인과 대화, 타인과의 협동, 타인관찰, 타인과 자료 및 자원 공유, 인터넷 검색, 

관련 잡지 및 저널 조사, 시행착오, 자기성찰이 무형식학습이라고 하였고, 

Kremer(2005)는 전문서적, 잡지, 신문탐독, 이메일, 업무관련 서적 및 매뉴얼, 

인터넷 검색, 경험을 통한 학습, 동료와 대화, 멘토링, 부서회의 등을 통해 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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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학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Cross(2007)는 전문가에게 질문하기, 안내창구에 

문의하기, 동료와의 대화, 시행착오, 네트워킹 활동이 무형식학습이라고 하였고, 

Choi(2009)는 타인과의 학습(타인과의 대화 관찰, 협력 등), 자기성찰(과거 경

험, 시행착오 등), 외부탐색(인터넷 검색, 업무관련 서적 및 저널 등)을 통해 무

형식학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해외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무형식학습

은 대화나 멘토링, 정보탐색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이 제시한 무

형식학습의 성격을 자발성을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자발성이 높은 경우는 자기

성찰, 정보탐색, 협력 활동이 있고, 자발성이 낮은 경우는 대화나 멘토링이 있다.

학자 무형식학습 방법
안동윤 조사활동 프로젝트 문서작업 팀원과의 대화 고객미팅 타부서 미팅

상사와의 대화
김혜영 이희수 업무관련문헌탐구 시행착오 문서작업 친구와 상호작용 팀원과의 

교류 감독활동 교사지도선배 미팅 등
이성엽

직접적인 체험 경험의 관찰 상사나 선배와의 대화

문세연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질문 정보검색 업무활동에서의 시행착오
개인성찰

신은경
의도비의도적 대화 관찰 업무수행 정보검색

자기주도학습 시행착오 업무수행 멘토링 코칭 네트워킹

문서작업 탐구조사 업무수행 팀 활동 회의참여 고객미팅 동료와의 
의사소통 멘토링

듣기 관찰 성찰 시행착오 감독 또는 코칭

타인과 대화 타인과의 협동 타인관찰 타인과 자료 및 자원 공유
인터넷 검색 관련 잡지 및 저널 조사 시행착오 자기성찰
전문서적 잡지 신문탐독 이메일 업무관련 서적 및 매뉴얼 인터넷 
검색 경험을 통한 학습 동료와 대화 멘토링 부서회의 등
전문가에게 질문하기 안내창구에 문의하기 동료와의 대화 시행착오
네트워킹 활동
타인과의 학습타인과의 대화 관찰 협력 등 자기성찰과거 경험
시행착오 등 외부탐색인터넷 검색 업무관련 서적 및 저널 등

출처 진수현 기업 구성원의 무형식학습과 학습전이의 관계에서 학습전이풍토의 
조절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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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형식학습의 측정

황영훈(2012)은 무형식학습을 측정하는 유형을 무형식학습 유형의 빈도를 측

정, 무형식학습에 대한 참여도 측정, 무형식학습을 권장하는 촉진환경에 대한 측

정, 무형식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측정, 무형식학습에 대한 

성취수준의 측정으로 구분하였다.

무형식학습 유형의 빈도 측정 방법은 Doornbos 외(2008)가 5점 척도로 실

행하였다. 무형식학습의 유형을 동료로부터의 학습, 개인 학습, 외부인으로부터

의 학습, 신입사원 혹은 비능숙 사원으로부터의 학습, 상호간의 학습, 전문가로

부터의 학습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빈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무형식학

습에 대한 참여도 측정 방법은 Lohman(2005)이 5점 척도로 실행하였다. 무형

식학습의 유형은 인터넷 검색, 관련 학회지 학습, 시행착오, 성찰, 팀 구성원과

의 의사소통, 팀 구성원과의 협력, 팀 구성원 관찰, 팀 구성원과의 자료 및 자원 

공유로 구분하고 참여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무형식학습을 권장하는 촉진

환경에 대한 측정방법은 Skule(2004)이 실행하였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무형

식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습환경을 도출하였다.

무형식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측정은 앞서 제시한 측정 

방법들보다 무형식학습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문세연, 

2010). Rowden(1995)은 6점 척도를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핵심적인 현상들을 질문문항으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무형식학습에 대한 성취수준의 측정한 방법은 Clarke(2005)이 개발하였다. 학

습의 결과를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문항은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한 정도’, 

‘효과적으로 변화를 관리한 정도’,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능력을 습득한 정

도’,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기술을 획득한 정도’를 7점 척도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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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효능감

1) 직무효능감의 개념 및 특징

이 연구에서의 직무효능감이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된 과제 

및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이

러한 직무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효능감

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직무효능

감의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개념적 정리가 필요한 자기효능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자기효능감(Self-Efficacy)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Bandura는 

자기효능감이 행동을 선택하거나 지속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심

리적 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의 개념적 기원인 사회학습이론

(Social Learning Theory)에서는 인간의 심리적 선택 및 기능은 개인의 내적 

성향이나 외적 자극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환경, 행동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고 본다(이정욱, 2012). Bandura(1986)는 이와 

관련하여 [그림 II-2]와 같은 개인, 행동, 환경 세 가지 요인의 삼자관계의 상

호작용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개인 요인이 되는 자

기효능감과 같은 개념인 자기참조적 사고(Self-Referent Thought)가 개인의 

심리, 사회적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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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기효능감을 일반적 자

기효능감과 특수적 자기효능감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상호 관

련성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과제들사이에서 유지되는 일반화 된 자신의 능력

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고 이는 새로운 과제에 효용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수적 자기효능감은 대체로 상호 관련성이 높은 과제 영역들 사이에

서 작동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고 이는 익숙한 과제에 효용

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Bandura는 이 두 관점 중에서 행동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Sherer 외(1982)는 다양한 성공 경험이 다른 행동에도 일반화된다는 증

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인지적 특성으로써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 두 관점에 대하여 Shelton(1990)은 모든 성공과 

실패로 인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특수한 일에 적용되어 특수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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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이 생성될 수 있는 요인인 원천요인을 성취경험

(Performance Accomplishment),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생리적/정서적 각성(Physiological/Emotional 

Arousal)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성취경험은 과거의 개인이 수행했던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자기효능감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개인이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을 하였다

면, 이는 자기효능감을 높일 것이다. 반면 반복적으로 실패한 경험은 자기효능감

을 저하시킬 것이다. 즉, 실패 경험이 개인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이 실

패를 경험한 시기와 전반적인 성취경험의 양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김봄메, 2002). 대리경험은 자신이 아닌 타인이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는 것을 보는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타인이 어려운 일을 수행한 것을 보면서 

자신도 어려운 일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언어적 설득은 일상적인 대화

나 회의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믿도

록 하는 것이다.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타인의 자신에 대한 믿음은 자기효능

감을 높여준다. 하지만, 실제 경험이 아닌 언어만을 통한 믿음에 대한 설득은, 

실제 일을 진행하는 동안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생리적/정서적 각성은 개인의 생리적, 정서적 상태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신체활동이나 건강, 스트레스 대처와 같은 

경우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리적/정서적 각성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등의 심리, 정서적 상태를 판단할 때, 

부분적으로 생리적 각성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생리적 현상을 정서적 각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때, 개인의 자기효능감 및 수행 수준은 저하된다

(Bandura, 1977).



- 33 -

Bandura(1993)는 자기효능감이 인지적, 동기적, 정서적, 선택적 과정을 통해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네 가지 과정은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인지적 과정은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상황 및 행동을 인

지하는 것을 말한다. 목표설정, 성취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관념, 자신에 대한 

평가 등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인지적 과정에서의 능력에 대한 인식, 사회적 비

교, 피드백, 지각된 통제성, 분석적 판단 등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김봄메, 2002). 동기적 과정은 앞서 인지한 요소들을 자신의 상황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도전적인 과제를 시작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어렵다고 느끼더라도 과제를 지속하는 동기적 행동을 보인다

(Bandura, 1993). 정서적 과정은 개인이 느끼는 감정 상태가 자기효능감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에 따라 우울해지면서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상황이 그 예이다. 이런 정서적 

반응은 사고의 본질과 과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

친다(김봄메, 2002). 마지막으로 선택적 과정은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행동과 환

경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유

리한 환경을 만들고,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Bandura, 1993).

이를 종합해 보면,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행동을 통해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자신이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3) 직무효능감(Job Self-Efficacy)

Betz와 Hackett(1981)이 처음으로 Bandura의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기초로 직업 

행동(Career Behavior)에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도입한 직무효능감(Job 

Self-Efficacy)은 Bandura(1977)가 제시한 사회인지이론을 기반으로 한 자기효능감

의 대상을 특정 업무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개인이 직업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

고 조직화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 혹은 믿음이다(Speier & Fres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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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직구성원의 직무효능감이 높다면 그는 자신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것이고 직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할 가능성이 높다(Gardner & Pierce, 

1998).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지를 생각하게 되고, 이유와 자

기효능감의 정도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 과정

을 Locke 외(1984)는 높은 자기효능감은 높은 수준의 목표에 전념하도록 하

며,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높은 목표 수준을 선택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즉, 조직구성원의 직무효능감이 높다면, 자신이 맡은 직무에 흥미를 갖

게 되고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을 보일 수 있다.

직무효능감의 구성요소는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와는 차이를 보인다. 자기효

능감의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난다(Sherer & Adams, 1983). 

첫째,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인 자신감. 둘

째,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

대인 자기조절효능감. 셋째,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되는 과제난이도 선호. 하지만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의 구성요소들은 특정 영역 내에서 일반화 될 수 없는 특수적인 직무효능

감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직무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봄메(2002)는 기존의 

자기효능감의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라는 기존의 구성요소에 

직무효능감의 하위척도인 집단효능감을 추가하였다. 직무효능감의 구성요소의 

의미는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와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 자신감은 자신의 직

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의미로 사용된다. 둘째, 자기조절

효능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조절 기제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에 대한 자신의 평가이다. 셋째, 과제난이도 선호는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과제 중 어떤 수준의 과제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평가로써 사용된다. 넷째, 

집단효능감의 기존의 정의는 일련의 행동들을 조직화하고 수행하는 구성원들의 

결합된 능력들에 대한 집단의 공유된 신념이다(강대수, 2013). 따라서 직무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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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서의 집단효능감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직무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집단적

인 능력에 대한 개인들의 평가를 의미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직무효능감은 개인이 직무와 관련된 행동을 통해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자신이 직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직무효능감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

해 조직구성원의 직무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4) 직무효능감의 영향 요인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정하였다. 그 중, 여

러 학자들은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

의 확신인 자신감,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포함하는 자기조절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인 자기조절효능감, 직무 관련 과제

에서 어떤 수준의 과제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평가인 과제난이도 선호라고 하였

다(김봄메, 2002; 송인숙, 2012; 강대수; 2013). 

또한 직무효능감의 개념적 기초인 자기효능감이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해 느끼는 

정도인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동섭, 김기태, 조봉순, 2008; 안성철, 

2009; 윤지예, 김진모, 2010), 직무 수행을 통해 성과를 내는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들(김미숙, 2007; 이동섭 외, 2008; 남정숙, 2011; 이정욱, 2012), 그리

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애정 및 신뢰를 나타내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들이 있다(서재현, 2002; 이목화, 2003; 김현영, 2005; 김수정, 2009). 

이를 정리하면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가 직무효능감에 영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고, 직무효능감은 직무만족, 직무몰입, 직무성과, 조직

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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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효능감의 측정

직무효능감 척도는 김봄메(2002)가 이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측정을 위한 

척도들의 구성요소에 직무 관련 요인을 추가하여 개발하였다. 직무효능감 척도

는 자기효능감 척도와 집단효능감을 제외한 세 가지 구성요소가 동일한 구성요

소이다. 따라서 두 척도가 서로 대응하는 요소 사이의 상관이 높아야 김봄메의 

척도가 기존의 자기효능감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 자기효능

감 척도와 직무효능감 척도를 함께 시행해서 각 척도의 구성요소 사이의 상관분

석 결과, 각 대응하는 구인들 간의 상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Gibson과 Dembo(1984)는 Bandura의 주장인 효과기대와 결과기대를 통합

하여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3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

하였다. 그리고 Larson 외(1992)는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

해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한 COSE(Sounseling Self-Estimate Inventory)

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상담자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총 37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또한 Holden 외(2002)는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WSE(Social Work Self-Efficacy)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교육목표 수행 정도, 기술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특정 직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김봄메(2002)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측정도구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연구자료와 

국내의 직무효능감 측정도구를 토대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자신감, 자

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집단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제작

되었다. 김봄메(2002)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한지윤(2012)이 수정하여 총 10개

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 문항들로 구성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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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관계

이 연구에서 다루는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과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와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각각의 변

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 직무몰

입과 무형식학습의 관계, 직무몰입과 직무효능감의 관계, 업무부하와 무형식학습

의 관계, 업무부하와 직무효능감의 관계, 마지막으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각 관계들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확인할 것이다. 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다룬 연구가 있는 경우에는 각 관계 정도를 표시할 것

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관계를 추론할 것이다. 

가.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

Lawler와 Hall(1970)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

직구성원은 자신의 배경과 직면한 상황에 의해 직무에 몰입하는 정도가 다르다

고 하였다. 또한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환경과 개인적 상황을 통제한다

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직무를 하는 사람이 더 직무몰입

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Lawler와 Hall의 연구결과를 통해, 수행해야 할 업무가 

많은 조직구성원은 직무몰입이 낮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Gibson 외(1991)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부담이 조직자체에 결근율, 낮은 생산

성, 소외감, 직무몰입, 조직몰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담 

요인은 과도한 업무의 양, 조직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Gibson 외의 연구결과를 통해, 업무부하가 조직구성원의 직무부담에 영향을 주

고 이는 결근율, 생산성,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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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ow(1993)는 조직구성원의 근속욕망, 조직에 남으려고 하는 의지, 직무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 등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직무몰입

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에 몰입하

여 높은 집중력을 갖기 때문에 조직성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를 정리하면 수행해야 할 업무가 많은 조직구성원은 이직을 고려하게 되고 그로 

인해 직무몰입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직성과를 잘 내지 못하게 될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업무부하와 직무몰입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밝히지는 않았지

만, 업무부하가 어떠한 상황 혹은 심적 상태에 영향을 주고 그 상황 혹은 심적 

상태가 직무몰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

부하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나. 직무몰입과 무형식학습의 관계

무형식학습은 조직구성원이 자기 주도적으로 일터에서의 업무활동 중에 자신

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조직의 문화, 분위기를 알아가며, 동료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개

발하는 일련의 학습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한 애착, 중요성,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직무몰

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무형식학습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이현정(2006)은 무형식학습과 직무몰입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

았지만, 멘토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직무몰입과 조직몰입이 

높아진 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성엽(2008)은 무형식학습의 한 가지인 

선배 및 상사의 적극적인 대화반응 수준이 직무몰입과 직무성과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김덕애(2012)는 무형식학습을 통해 축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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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노하우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무형식학습의 한 가지인 

상급자·하급자와의 커뮤니케이션과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수준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조직구성원이 무형식학습

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이 잘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다. 직무몰입과 직무효능감의 관계

직무효능감은 조직구성원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이는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한 애착, 중요성,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직무몰입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직무효능감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심정과 박영석(2011)은 직무효능감(r=.502, p<.001)과 직무몰입과의 상관

관계를 연구결과로 나타냈다. 그리고 이진영(2012)은 학습전이와 직무효능감의 

관계에서 직무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직무효능감(t=5.47, p<.01)이 

직무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지윤(2012)은 직무효능감과 

직무몰입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높은 

직무효능감이 있는 조직구성원은 직무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

고 연구 결과로는, 직무효능감의 변화(r=.73, p<.01)가 직무몰입 변화와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 

이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직무효능

감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애착을 나타내는 직무몰입과 상관관계를 갖고, 직무몰

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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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부하와 무형식학습의 관계

van Woerkom, Nijhof와 Nieuwenhuis(2002)는 업무부담(β=0.09, p<.05)

은 일터에서 반성적 성찰행동 중 일부를, 직무다양성(β=0.14, p<.05)은 무형

식학습의 성찰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조직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부담이 무형

식학습의 반성적 성찰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구성원이 맡은 업무가 다양한 

것이 무형식학습의 성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Kwakman(2003)은 업무부담(r=0.15, p<.05)과 과업다양성(r=0.26, p<.05)이 

무형식학습 중 협력학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는 조

직구성원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다양하

기 때문에 협력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oornbos, Simons와 Denessen(2008)은 업무부담이 무형식학습 중 동료로

부터의 학습(β=0.11, p<.05), 개인적으로 학습(β=0.14, p<.05), 외부인으로

부터 학습(β=0.12, p<.05), 신입사원으로부터의 학습(β=0.13, p<.05), 상호

간의 학습(β=0.10, p<.05)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

직구성원이 업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업무부하와 무형식학습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밝히지는 않았

지만, 업무부하가 원인이 되는 업무부담과 조직구성원이 느끼는 자신이 맡은 업

무의 다양성이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업무부

하가 무형식학습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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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업무부하와 직무효능감의 관계

조직구성원 자신의 업무 자체의 절대적인 양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업무 이외

의 업무들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인 업무부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

직구성원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직무효능감은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권정희(2012)는 업무부하를 의미할 수 있는 기술다양성과 자기효능감이 상관

관계를 나타난다고 하였다(r=.798, p<.01). 그리고 심덕섭과 하성욱(2013)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기술다양성, 자율성 등의 직무특성이 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고, 기술다양성과 자기효능감은 상관관계를 나타난다고 

하였다(r=.43, p<.05). 하지만 조현정(2015)은 직무특성 중 기술다양성과 자기

효능감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기술다양성을 업무부하의 의미로 받아들인 연구에서는 업무부

하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술다양성을 업무부하

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은 연구에서는 상관관계만 입증되거나 아무 연관이 없

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할 측정도구는 업무부하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업무부하와 직무효능감은 서로 상관관계

를 보이고, 업무부하는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관계

무형식학습은 조직구성원이 자기 주도적으로 일터에서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

을 획득하고, 조직의 문화를 알아가며, 동료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일련의 학습 활동이다. 이는 조직구성원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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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식학습이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적인 연구는 없지만,  직무효능

감의 유사개념인 자기효능감과 무형식학습의 관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Lohman(2005)은 무형식학습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진취성, 자기효능감, 학습에 대

한 열의, 직업에 대한 흥미, 전문성을 위한 몰입 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성엽

(2008)은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개인적

인 요인, 대인관계 요인, 환경적인 차원, 직무상황 요인의 4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중 개인적인 특성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신감 있는 태도는 자기효능감과 관련

되는 것으로써 자기효능감이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박종선

(2011)은 자기효능감이 무형식학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

습동기를 매개로 무형식학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정

(2015)은 직무효능감(t=1.989, p<.05)이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7>과 같다.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업무부하와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이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가, 나, 라). 둘째, 업무부하와 직무

몰입의 관계에서 직무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가, 다, 마). 셋째, 

업무부하와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이 순차적으로 이중

매개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가, 다, 라, 바).

구분 관계 주요 선행 연구

가 업무부하 직무몰입

나 무형식학습 직무몰입 이현정 이성엽 김덕애

다 직무효능감 직무몰입 심정 박영석 이진영 한지윤

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마 업무부하 직무효능감 권정희 하성욱 조현정

바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
이성엽 박종선

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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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

능감, 직무몰입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다음으로 각 변인간의 상관관

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직무몰입에 업무부하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무형식

학습과 직무효능감이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직무효능감에 업무부하가 부

적인 영향을 미치고 무형식학습이 정적인 영향을, 무형식학습에 업무부하가 부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업무부하와 직무몰입의 관계

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이 각각 단일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무형식학습

과 직무효능감이 순차적으로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상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다음 [그림 Ⅲ-1]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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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이다. 우

리나라 중소기업의 수는 3,415,863개, 중소기업 근로자는 총 13,421,594명이다. 

그리고 중소기업관련 통계는 업종 및 지역 분류에 따라 집계가 되며,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의 편차가 크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도 중소기업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김강호(2008)는 농업 및 임업, 어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은 사업체의 수가 전체의 1% 미만이어서 중소기업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였을 경우, 비율표집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는 모집단의 개념적인 규정을 

통한 중소기업 선정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념적인 규정을 위해 연

구자는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을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 집계되어 있는 신기술인증(NET)기업 194개 기업 중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우수중소기업에 속한 기업으로 한정하여 154개 기업으로 

설정하였다.

신기술인증(NET)이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

는 운영(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

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다. 즉, 신기술인증(NET)을 통해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

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

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기술인증(NET)을 받은 기업이 제공받는 혜택은 다음

의 다섯 가지이다. 첫째,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를 지원해준다. 둘째, 정부 기술개발

사업 신청시 우대(가산점 부여)를 해준다. 셋째,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의 혜택을 받는다. 넷째,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를 해준다. 다섯째, 중소기

업 수출지원센터 관련 사업에 혜택을 준다. 신기술인증(NET)을 취득한 기업은 이상

과 같은 혜택을 받음으로써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된 경제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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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수중소기업이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밝혔듯이 중소기업청이 구직자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분기별로 분야별 선정한 중소기업이

다. 우수중소기업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신용등급이 

BB-(등급기준) 이상, 최근 3년간 자본잠식이 없는 기업, 최근 3년간 금융불량이 없

는 기업, 현재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대기업 제외, 휴폐업기업 제외) 등과 같이 

여섯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수중소기업에 선정될 수 있다. 선정될 수 있는 자격

을 얻은 기업 중 분야별 상위기업이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우수중소기업에 선정 된

다. 분야별 상위 기업의 기준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생산성이다. 이를 

모두 만족시킨 중소기업 중 각 분야별 상위기업 1,000개 업체씩 선별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이 선정된다.

유의표집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상관연구를 위해서는 신뢰도에 따른 적절한 표본 

크기에 대한 통일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화를 위해 더 큰 표본이 필요하다

는 정도의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McMillan & Kozlowski, 2000). 또한 류근관

(2005)은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는 300명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표본 집단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 검증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와 회수율 및 불성

실 응답률을 고려하여 목표 표집 수를 350부로 하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

해 35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각 기업 당 10명의 표집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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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도구

이 연구의 목적인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부하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 

III-1>과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경우 

성별, 연령, 학력, 직무, 직급, 근무경력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구하는 항목

으로 구성되어있다.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을 측정한 도구는 이 연구의 목적

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

다. 직무몰입을 측정하기 위한 13문항, 업무부하를 측정하기 위한 5문항, 무형

식학습을 측정하기 위한 14문항, 직무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한 설문문항은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도구는 설문문항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기업교육(HRD)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 2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고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

로자 2인을 대상으로 안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구분 문항수 문항번호

인구통계학적 척도

성별
연령
학력
직무
직급

근무경력

직무몰입 척도 직무몰입

업무부하 척도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척도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 척도 직무효능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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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무몰입

Lodahl과 Kejner(1965)의 MJWI(Measurement of Job and Work 

Involvement)와 Kanungo(1981; 1982)가 개발한 JIQ(Job Involvement 

Questionnaire)를 토대로 하영자(2005)가 우리나라 중앙연수원의 직무교육에 참여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하는 연구를 위헤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직무몰입 측정도

구를 개발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직무애착 및 중요성과 직무책임감이 직무몰입을 

구성하는 요인이라고 설정하였다. 측정도구는 직무애착 및 중요성이 10문항, 직무책

임감이 4문항으로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영자의 논문에서 총 14개 문항

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924였다. 그리고 주대진과 김진모

(2010)는 하영자의 직무몰입을 측정하는 도구에서 예비조사를 통해 부정문항의 성

격이 있는 문항을 변별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문항-전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직무

애착 및 중요성과 상관관계가 높지 않아 삭제하였다. 주대진과 김진모의 연구에서 

총 13개 문항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888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주대진과 김진모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3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있고, 직무애착 및 중요성과 관련된 9개의 문항과 직무책임감과 관련

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반응형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몰입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13개 문항을 분석

한 결과 직무몰입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913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본조사에서는 .897로 나타났다(<표 III-2> 참조). 그리고 각 

측정 문항 별로 표준화적재치를 Amos Graphics 18.0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0.716–0.897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표 III-3> 참조).

구분 문항수 예비조사 본조사

직무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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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부하

최병권(2013)은 조직구성원이 맡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인식정도를 나타내

는, 조직구성원 자신의 업무 자체의 절대적인 양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업무 이

외의 업무들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인 업무부하를 측정하기 위해 

Cousins 등과 Beehr, Walsh와 Taber의 업무과부하를 측정하는 부분을 발췌하

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도구를 개발하였다. 최병권의 논문에서 총 

5개 문항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8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

수영과 나승일(2015)은 중소기업 S-OJT훈련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최

병권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수영과 나승일의 연구에서 총 5개 문항의 전체 내

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82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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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조수영과 나승일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고 반응형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구성원이 느

끼는 업무의 양이 많다는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

서 5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업무부하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912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본조사에서는 .917로 나타났다(<표 

III-4> 참조). 그리고 각 측정 문항 별로 표준화적재치를 Amos Graphics 18.0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0.885–0.986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표 III-5> 참조).

구분 문항수 예비조사 본조사

업무부하

측정문항 표준화적재치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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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형식학습

문세연(2006)은 Rowden(1995)이 일터학습 측정을 위해 개발하고 여러 국

가의 중소기업에 적용되어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를 우리나라 중소기업

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문세연이 수정 보완한 Rowden의 도구는 형식학습, 

무형식학습, 우연적 학습을 포함한다. 하지만 무형식학습은 형식학습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황영훈(2012)은 이 중 무형식학습과 우연적 학습을 확인하는 부

분을 사용하였다. 각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들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Rowden이 개발한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무형식학습이 .73, 우연적 학습이 .78로 나타났고 이 도구를 활용한 문세

연의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무형식학습이 .85, 우연적 학습이 

.77로 나타났다. 그리고 황영훈이 사용한 도구 총 14개 문항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902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황영훈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반응형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 내에서 무형식학습

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내

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14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 무형식학습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892로 비교적 높은 신

뢰도를 나타냈으며, 본조사에서는 .923로 나타났다(<표 III-6> 참조). 그리고 각 측

정 문항 별로 표준화적재치를 Amos Graphics 18.0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

과 0.738–0.943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표 III-7> 참조).

구분 문항수 예비조사 본조사

무형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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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무효능감

김봄메(2002)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김

아영과 박인영(2000)의 자기효능감관련 측정도구와 국내외 직무효능감 측정도

구를 토대로 하여 개발하였다. 김봄메는 우선 예비 척도 문항을 제작하여 예비

시행과 수정을 거쳐 수정 보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총 10개 문항을 본검사에 

사용하였다. 김봄메의 직무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의 문항들의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 α)는 .9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지윤(2012)은 김봄메가 개발한  

직무효능감 측정을 위한 도구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한지윤의 연구에서는 총 10개 문항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88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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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지윤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반응형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구성원이 느끼는 자

신의 직무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

서 10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직무효능감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895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본조사에서는 .930로 나타났다(<표 

III-8> 참조). 그리고 각 측정 문항 별로 표준화적재치를 Amos Graphics 18.0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0.692–0.978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표 III-9> 참조).

구분 문항수 예비조사 본조사

직무효능감

측정문항 표준화적재치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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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예비조사는 10월 8일 까지, 목표수는 60부로 정하여 진행하였다. 예비조사

는 현재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을 협력자로 섭외한 후 협력자들

을 통하여 설문을 수집하였다. 협력자들이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기 

힘든 상황을 위해 온라인 설문 시스템(KSDC)을 통해서도 자료를 수집하였

다. 온라인 설문 시스템(KSDC)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온라인 링크를 핸드폰

으로 전송하여 설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위의 과정을 통해 회수된 

예비조사 자료 중, 불성실 응답과 이상치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4부

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예비조사 자료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

한 후, 목표 모집수를 350부로 하여 10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조사

를 진행하였다. 

10개 기업의 협력자를 확보한 후 기업 당 35부의 설문을 부탁하였다. 그리

고 한 기업에 3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 총 185부(52.9%)가 회

수되었으며 설문지의 특성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와 불성실 응답으로 

판단되는 11부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협력자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온라인 설문 시스템(KSDC)의 주소를 제공하였고,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통하여 응답한 수는 7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성실 응답으

로 판단된 3건을 제거한 68개의 설문을 추가하여 총 242개의 유효 설문자료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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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평균, 백분율) 분석, 도구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및 Hayes(2013)가 개발한 

SPSS 매크로(macro) 프로그램인 PROCESS를 활용하여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1.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

준은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05로 설정하였다. 연구에 적용한 

통계분석방법을 연구문제에 따라 제시하면 <표 III-10>과 같다.

구분 연구 목표 통계분석방법

기초통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설문문항 설문문항 타당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목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의 인식수준 구명
평균 표준편차

연구목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의 관계
회귀분석

연구목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 
구명

중다회귀분석

매크로를 활용한 
회귀분석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을 비롯한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의 수준을 파

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상관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의 기준인 피어슨 

상관계수를 분석하는 기준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이 연구에서는 

Davis(1971)가 제시한 기준을 따른다(<표 III-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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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정도

완전한 상관

매우 높은 상관

높은 상관

중간 상관

낮은 상관

매우 낮은 상관

자료

셋째, 업무부하와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Judd와 Kenny(1981), James와 Brett(1984),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Kenny 

(2014)이 제안한 일반적인 매개효과 검증은 다음의 네 단계로 진행된다(<표 

III-12> 참조). M이 X와 Y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 확인한 c, 두 번째 단계에서 확인한 a, 세 번째 단계에

서 확인한 b가 모두 유의미하여야 한다. 만일 a, b, c경로 중 유의미 하지 않은 

경로가 있는 경우,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 c’가 0

인 경우 완전매개, 0이 아닌 경우 부분매개로 판단한다([그림 III-2] 참조).

단계 방법

원인변인 과 결과변인 의 관계 를 검증

원인변인 과 매개변인 의 관계 를 검증

매개변인 과 결과변인 의 관계 를 검증

매개변인 이 원인변인 과 결과변인 의 관계에서 매개역할 을 하는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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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업무부하와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순차적 이

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그림 III-3] 참조). 이를 위하여 Hayes(2013)가 개

발한 SPSS와 SA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검증할 수 있

는 PROCESS라는 이름의 매크로 세트를 사용하였다. SPSS 프로그램을 통해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Amos를 통해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해왔다. 이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많은 방법들이 매개효과의 표

본분포가 정상분포를 이룬다는 가정 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이현응, 2014)는 지적에 대한 해결책으로 받아들

여지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Hayes가 개발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PROCESS라는 이름의 매크로 세트를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표본을 반복적으로 재표본추출을 하는 방법으로써 표본의 통계

치가 정규분포라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 즉, 변인의 분포나 추정치의 표본분포에 



- 57 -

기본 전제조건이 없기 때문에 매개효과만을 검증하는 데 강점을 갖는다(이현응, 

2014). 또한 이 매크로는 부트스트랩 표본 수와 신뢰구간 추정 방법 등을 지정

할 수 있다. 이현웅(2014)은 Hayes의 PROCESS는 간접효과를 변인별로 모두 

분해하기 때문에 각 변인의 매개효과를 개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

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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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명 백분율

성별
남자

여자

나이

대

대

대

대

학력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석사

직무

기획 총무

인사 교육

재무 회계

구매 자재

영업 마케팅

연구개발

생산

기술

관리

안전 환경

서비스 고객관리

기타

직급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상

근무경력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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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반 특성은 <표 IV-1>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68.2%(165명), 여성이 31.8%(77명)를 차지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0대가 41.3%(100명), 30대가 49.2%(119명), 40

대가 8.7%(21명), 50대 이상이 0.8%(2명)로 주로 20대와 30대가 많았다. 연

구대상의 학력은 고졸이 4.1%(10명), 전문대졸이 10.3%(25명), 대졸이상이 

80.2%(194명), 석사가 5.4%(13명)로 대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했다. 연구대상자의 직무는 기획·총무가 9.9%(24명), 인사·교육이 

4.9%(12명), 재무·회계가 15.1%(36명), 구매·자재가 3.8%(9명), 영업·마

케팅이 11.6%(28명), 연구개발이 7.7%(19명), 생산이 7.6%(18명), 기술이 

7.8%(20명), 관리가 15.1%(36명), 안전·환경이 1.7%(4명), 서비스·고객관

리가 11.6%(28명), 기타가 3.2%(8명)를 차지했다. 연구대상자의 직급은 사원

이 45.5%(110명), 대리가 31.4%(76명), 과장이 13.6%(33명), 차장이 

5.8%(14명), 부장 이상이 3.7%(9명)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26.1%(63명), 1년 이상 5년 미만이 

42.1%(102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5.6%(62명),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4.1%(10명), 15년 이상이 2.1%(5명)로 나타났다.

2.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수준

연구문제 1-1.‘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

능감의 인식수준은 어떠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관찰변인의 수준을 분석

하였다.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

습, 직무효능감의 수준을 정리하면 <표 IV-2>와 같다.

이 연구에서 확인하는 4가지의 변인들의 5점 환산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해 심리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정도인 직무몰입 3.60,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절대적인 양, 업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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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업무들에 대한 인식인 업무부하 2.97, 조직구성원이 기업 또는 교육 담당

자에의해 계획 및 설계된 것이 아닌 자기주도적으로 일터에서의 업무활동 중에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는 무형식학습 3.51,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된 과제 및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

에 대한 믿음인 직무효능감 3.59로 나타났으며 업무부하를 제외한 변인들에 대

한 인식이 보통(3.00)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중소기업 근

로자들이 보통이상으로 자신이 맡은 직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소기

업에서 조직구성원들이 무형식학습이 보통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

업 근로자들의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보통이상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업무부하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중소기업 근로자

들이 느끼는 자신의 업무의 양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2.97이라는 점

수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이 맡은 업무의 양이 많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구분
문항
수

원 점수 점 환산

평균
표준
편차

반응가능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



- 61 -

3.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관계

연구목표 2.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 간의 관계 구명’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간의 상관분석(연구 문

제 2-1, 2-2, 2-3, 2-4, 2-5, 2-6)을 실시하였고,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들 간의 상관이 지나치게 높을 때 부분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져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개별 변인의 변략을 해석하는 것이 모호해지고 회귀계수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해 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다.

가.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

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상관관계는 <표 IV-3>과 같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직무몰입과 독립변인인 업무부하, 매개변인인 무형식학

습, 직무효능감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몰입과 업무부하(r=-.273)는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직무몰입

과 무형식학습(r=.754)은 매우 높은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직무몰입과 

직무효능감(r=.710)은 매우 높은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독립변인인 업무

부하와 매개변인인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도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무부하와 무형식학습(r=-.342)은 중

간 정도의 부적 상관을 보였고, 업무부하와 직무효능감(r=-.435)은 중간 정도

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매개변인인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r=.674)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를 통해 연구 모형에서 가정했던 것과 같은 결과인, 독립

변인인 업무부하와 매개변인, 종속변인과 부적 상관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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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학력

직급

근무경력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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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직무몰입의 인식 수준 차이

종속변인인 직무몰입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나

이, 직급, 근무경력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

인과 직무몰입의 영향관계에 나이, 직급, 근무경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이, 직급,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몰입의 인식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나이에 따

른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몰입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에 대한 인식은 나이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IV-4>와 같다.

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나이

대
대
대

대 이상

그리고 직급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몰입의 수준에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에 대한 

인식은 직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

과는 <표 IV-5>와 같다.

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직급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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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몰입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에 대한 인식

은 근무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

과는 <표 IV-6>와 같다. 

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근무경력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다. 연구변인의 다중공선성 검증

다중공선성은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가정 중 

하나로써, 독립변인간의 상관이 높을 경우 발생하는 것이다. 최동선(2003)은 다

중공선성이 지나치게 높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부분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지게 된다. 둘째, 개별 변인의 변량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모호해진다. 셋째, 이에 따라 회귀계수의 비교가 

무의미해진다. 넷째, 표본 수 변화와 같은 자료의 작은 변화나 회귀모형의 변인 

추가나 삭제를 할 시 큰 표준오차를 가져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징들이 회귀분석 결과의 통계적인 유의미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변인의 투

입 순서가 설명량에 차이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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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은 추정된 모형에 의한 방법, 상관계수행렬에 의

한 방법, 변량팽창계수(cariance inflation factors, VIF)에 의한 방법, 조건지수

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변량팽창계수(VIF)와 공차한계(tolerance)

를 활용하여 검증한다. 공차한계(tolerance)가 0에 가까울수록, 변량팽창계수

(VIF)가 10이 넘어갈 경우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이종환, 

2009). 이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은 <표 IV-7>과 같이 나타났고, 공차한계

(tolerance)는 .442-.809로, 변량팽창계수(VIF)는 1.236-2.263으로 모두 정

상적인 값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공차한계 변량팽창계수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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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변인 간 영향관계

1) 직무몰입에 대한 업무부하의 영향관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업무부하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

게 살펴보기 위하여 나이, 직급, 근무경력을 통제한 후 업무부하를 독립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8>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18.591로 

유의한 모형이었고 설명량은 .226이었다. 따라서 업무부하는 직무몰입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력(β=-.267)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직무몰입

모형

모형 모형

β β

통제변인

나이

직급

근무경력

독립변인 업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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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몰입에 대한 무형식학습의 영향관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무형식학습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

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나이, 직급, 근무경력을 통제한 후 무형식학습을 독립변인

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9>과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100.329로 유의한 모형이었고 설명량은 .622이었다. 따라서 무형식학습은 직무

몰입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력(β=.724)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직무몰입

모형

모형 모형

β β

통제변인

나이

직급

근무경력

독립변인 무형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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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몰입에 대한 직무효능감의 영향관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효능감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

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나이, 직급, 근무경력을 통제한 후 직무효능감을 독립변인

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76.264로 유의한 모형이었고 설명량은 .555이었다. 따라서 직무효능감은 직무

몰입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력(β=664)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직무몰입

모형

모형 모형

β β

통제변인

나이

직급

근무경력

독립변인 직무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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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효능감에 대한 업무부하의 영향관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업무부하가 직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

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나이, 직급, 근무경력을 통제한 후 업무부하를 독립변인으

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1>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24.718로 유의한 모형이었고 설명량은 .282이었다. 따라서 업무부하는 직무효

능감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력(β=-.438)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직무효능감

모형

모형 모형

β β

통제변인

나이

직급

근무경력

독립변인 업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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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효능감에 대한 무형식학습의 영향관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무형식학습이 직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

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나이, 직급, 근무경력을 통제한 후 무형식학습을 독립변

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2>과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65.650으로 유의한 모형이었고 설명량은 .518이었다. 따라서 무형식학습은 직

무효능감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력(β=.693)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직무효능감

모형

모형 모형

β β

통제변인

나이

직급

근무경력

독립변인 무형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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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형식학습에 대한 업무부하의 영향관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업무부하가 무형식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

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나이, 직급, 근무경력을 통제한 후 업무부하를 독립변인으

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3>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18.935으로 유의한 모형이었고 설명량은 .229이었다. 따라서 업무부하는 무형

식학습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력(β=-.348)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무형식학습

모형

모형 모형

β β

통제변인

나이

직급

근무경력

독립변인 업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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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연구문제 3-1.‘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 있어서 무형식

학습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연구문제 3-2.‘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

다. Baron과 Kenny의 3단계 중다회귀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회귀분석을 통해 두 변수 간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분석하고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어야 한다.

2단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회귀분석을 통해 두 변수 간에 미치는 영향관계

를 분석하고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어야 한다.

3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중다회귀분

석을 통해 분석한다.

2단계에서 도출된 회귀분석 결과의 회귀계수 값이 3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의 회귀계수 값보다 커야만 한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가 유의한 영향관계가 아니고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한 관계인 경우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두 변수 모두 유의한 관계인 경우는 부분매개효과

가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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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분석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단계 회귀

식에서 독립변인인 업무부하는 매개변인인 무형식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독립변인인 

업무부하가 매개변인인 무형식학습에 유의한 영향(β=-.34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1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단계의 조건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분석한 결과, 독립

변인인 업무부하가 종속변인인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β=-.26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2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단계의 조건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분석하

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인 업무부하가 종속변인인 직무몰입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β=-.017), 매개변인인 무형식학습이 종속변인인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β=.71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단계의 독립변수 β값(-.267)과 3단계의 독립변수 β값(-.017)을 비교

하여 2단계의 β값이 3단계의 β값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무형식학습이 업무부하

와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유

의한 영향관계가 아니고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한 관계인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부

하와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이 완전매개효과(Complete Mediation)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IV-14>와 같다.

구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단계 무형식학습 업무부하
단계 직무몰입 업무부하

단계 직무몰입
업부무하
무형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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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단계 회귀

식에서 독립변인인 업무부하는 매개변인인 직무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독립변인인 

업무부하가 매개변인인 직무효능감에 유의한 영향(β=-.43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1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단계의 조건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분석한 결과, 독립

변인인 업무부하가 종속변인인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β=-.26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2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단계의 조건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분석하

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인 업무부하가 종속변인인 직무몰입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β=.030), 매개변인인 직무효능감이 종속변인인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β=.678)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단계의 독립변수 β값(-.267)과 3단계의 독립변수 β값(.030)을 비교

하여 2단계의 β값이 3단계의 β값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무형식학습이 업무부하

와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유

의한 영향관계가 아니고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한 관계인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부

하와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직무효능감이 완전매개효과(Complete Mediation)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표 IV-15>와 같다.

구분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단계 직무효능감 업무부하
단계 직무몰입 업무부하

단계 직무몰입
업부무하
직무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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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분석

연구문제 3-3.‘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 있어서 무형식

학습과 직무효능감이 순차적 이중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개발한 SPSS 프로그램의 PROCESS 매크로 세트를 통해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Hayes의 PROCESS 매크로를 통해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PROCESS 매크로

에 종속변인, 독립변인, 매개변인 1과 2를 입력하여 실행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 다음의 [그림 IV-1]을 참

조하면 종속변인인 직무몰입은 Y, 독립변인인 업무부하는 X, 1차 매개변인인 무형

식학습은 M1, 2차 매개변인인 직무효능감은 M2로 하여 분석하였다.

주) X=업무부하, Y=직무몰입, M1=무형식학습, M2=직무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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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

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V-16>과 같다. 업

무부하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이

중매개효과를 나타내는 모형에 따른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독립변인인 업무부하가 매개변인인 무형식학습에 유의한 영향(β

=-.28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 매개변인인 직무효능감에 유의한 

영향(β=-.16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무형식학습이 종속

변인인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β=.47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매개변인인 직무효능감도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향(β=.357)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개변인인 무형식학습이 다른 매개변인인 직무효능감

에 유의한 영향(β=.55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순차적 이

중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에서의 업무부하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전체 

영향력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β=-.250)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β=-.048, p=.154).

구분 β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업무부하 직무효능감

무형식학습 직무몰입

직무효능감 직무몰입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

업무부하 직무몰입 직접

업무부하 직무몰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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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es의 PROCESS 매크로를 통해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전체 영향이 유의한 영향인지, 유의하지 않은 영

향인지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업무부하가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을 통해 직무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을 때, 업무부하가 직무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은 유

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모형 전체에서 업무부하가 두 매개변인을 통해 직무몰입에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는 완전 이중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순차적 이중매개효과의 크기는 독립

변인인 업무부하가 종속변인인 직무몰입에 전체 영향력인 c의 β값에서 이중매개효

과를 포함하는 모형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인 c’의 β값

을 뺀 값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업무부하가 직무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크기인 β(-.250)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크기인 β(-.048)의 차이인 

‘.202’의 이중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V-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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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의

가.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수준

이 연구의 연구목표 1의 구명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 업무

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수준을 구명하였다. 이들 변인의 5점 환

산 평균점수는 직무몰입의 5점 환산 점수는 3.60점, 표준편차는 0.61로 나

타났고, 업무부하의 5점 환산 점수는 2.97점, 표준편차는 0.81, 무형식학습

의 5점 환산 점수는 3.51점, 표준편차는 0.66, 마지막으로 직무효능감의 5

점 환산 점수는 3.59점, 표준편차는 0.60으로 나타났다. 업무부하를 제외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모든 변인의 점수는 모두 보통 수준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변인이 업무부하이다. 직무몰

입,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개념인 반면 업무

부하는 점수가 높을수록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의 양이 

많아서 힘들다고 느껴지는 부정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변인 간

의 상관관계를 검증을 위한 분석에서 업무부하가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에

서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고, 단일매개, 이중매개 효과를 확

인하는 분석에서도 업무부하는 다른 변인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가 나왔다. 

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 간의 관계

연구목표 2를 구명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 네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네 변인간의 영향관

계(직무몰입과 업무부하, 직무몰입과 무형식학습, 직무몰입과 직무효능감, 직무효

능감과 업무부하, 직무효능감과 무형식학습, 무형식학습과 업무부하)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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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영향관계는, 업무부하가 직무몰입에 낮은 부적 상

관(r=-.267)을 보였다. 이를 해석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이 맡은 자신의 

업무 자체의 절대적인 양과 자신의 업무 외의 추가적인 업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해 심리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느

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으면 자신의 직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업무부하가 직무몰입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Gibson et al., 1991; Lawler & Hall, 1970; Morrow, 

1993)와 같은 결과이다. 

둘째, 직무몰입과 무형식학습의 영향관계는, 무형식학습이 직무몰입에 매우 

높은 정도의 정적 상관(r=.724)을 보였다. 이를 해석하면 중소기업 근로자

는 자기 주도적으로 일터에서의 업무활동 중에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는 등의 일련의 학습활동이 잘 이루어진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이 수행

해야 할 직무에 대해 심리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업무활동 중에 학습을 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자신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형식학습이 직무몰입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덕애, 2012; 이성엽, 2008; 이현정, 

2006)와 같은 결과이다. 

셋째, 직무몰입과 직무효능감의 영향관계는, 직무효능감이 직무몰입에 높은 정

도의 정적 상관(r=.664)을 보였다. 이를 해석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된 과제 및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신뢰할수록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대해 심리

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맡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

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직무효능감이 직

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심정, 박영석, 2011; 이진영, 2012; 한지

윤, 2012)와 같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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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업무부하와 직무효능감의 영향관계는, 업무부하가 직무효능감에 중간 정

도의 부적 상관(r=-.438)을 보였다. 이를 해석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이 

맡은 자신의 업무 자체의 절대적인 양과 자신의 업무 외의 추가적인 업부들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된 과제 및 활동을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즉, 자

신이 해야 할 일이 많으면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처리할수 있다는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업무부하가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권

정희, 2012; 조현정, 2015; 하성욱, 2013)와 같은 결과이다. 

다섯째,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영향관계는, 무형식학습이 직무효능감에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r=.693)을 보였다. 이를 해석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일터에서의 업무활동 중에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

하는 등의 일련의 학습활동이 잘 이루어진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된 과제 및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신

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업무활동 중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면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신뢰도가 높아진다

는 것이다. 이는 무형식학습이 직무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종선, 

2011; 이성엽, 2008; ; 조현정, 2015; Lohman, 2005)와 같은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업무부하와 무형식학습의 영향관계는, 업무부하가 무형식학습에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r=-.348)을 보였다. 이를 해석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이 

맡은 자신의 업무 자체의 절대적인 양과 자신의 업무 외의 추가적인 업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자기 주도적으로 일터에서의 업무활동 중에 자신의 업무

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는 등의 일련의 학습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

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으면 업무활동 중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업무부하가 무형식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Doornbos, Simons & Denessen, 2008; Kwakman, 2003; 

van Woerkom, Niihof & Nieuwenhuis, 2002)와 같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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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목표 3을 구명하기 위해 우선,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무형식학

습의 단일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직무

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

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상의 결과

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부하는 무형식학습을 완전 매개하여 직무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 개인 별 기본적인 업무의 절대량이 많은 중

소기업 근로자가 무형식학습을 통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

식 및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직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업무부하는 직무효능감을 완전 매개하여 직무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업무의 양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더라도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신뢰하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맡은 직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업무부하는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을 차례로 완전 매개하여 직무몰입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매개 효과의 경우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거나 설명력이 매우 낮고, 매개변인을 통해 종

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다고 해석한다. 이는 무형식학습과 직무효

능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업무부하로 인한 직무몰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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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세 가

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

효능감의 인식수준 구명.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

습 및 직무효능감 간의 관계 구명.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 구명. 그리고 각 연구목표를 확

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

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의 인식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

과 무형식학습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직무효능감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부하와 무형식학습은 어떤 상관이 있

는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부하와 직무효능감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

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 있어서 무형식학습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효능감이 매개변인

으로 작용하는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 있어서 무형식

학습과 직무효능감이 순차적 이중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이

다. 하지만 중소기업 전체를 모집단으로 연구를 진행할 경우 사업체 수가 1%

미만인 사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비율표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모

집단을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신기술인증(NET) 기업과 우

수중소기업 모두에 속하는 154개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설정하였고 통계

적 검증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를 350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표본의 대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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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해 35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각 기업당 10명씩 총 350명을 조사대

상으로 확정하였다.

조사도구는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 일반적 특성 변인 다섯 

가지로 구성된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직무몰입은 13문항, 업무부하는 5문항, 무형식

학습은 14문항, 직무효능감은 10문항으로 총 42문항이고 5점 리커트 척도로 반응

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 특성 변인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6문항으로 설문지의 

총 문항수는 4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용된 질문지는 기업교육(HRD) 전공 박사과

정 2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중소기업 종사자 2인으로부터 안면 타

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수거한 54부의 설문 결과

를 바탕으로 신뢰도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검사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온라

인 설문 시스템 및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고 총 256부(우편, 185부; 온라인, 71건)

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응답 및 이상치 제거를 통해 최종 분석에는 242부가 

사용되었으며, 유효자료율은 69.1%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분석방법은 대상자의 변인에 대한 인식과 일반적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이 사용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 사이

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단일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3)가 개발하고 배포한 

PROCESS 매크로를 사용하였다. 추리통계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은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몰

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의 5점 환산 점수는 직무몰입은 3.60점을 보

였고, 업무부하는 2.97점, 무형식학습은 3.51점, 마지막으로 직무효능감은 3.59

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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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무몰입은 업무부하(β=-.267), 무형식학습(β=.724), 직무효능감(β

=.664)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업무부하는 무형식학습(β=-.348), 직무효능

감(β=-.438)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무형식학습은 직무효능감(β

=.693)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3단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 모두 완전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

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가 제시한 PROCESS 매크로를 

통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및 직무

효능감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었으며,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업무부하를 제외한 직무몰입과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에 대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수준은 직무몰입이 3.60점, 무형식학습이 3.51점, 직무효능감이 

3.5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직무를 중요시 하고 집중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형식적인 수업 방식이 아닌 무형식학습을 비교적 많이 경험하고 있

으며,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자신감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

고 업무부하의 경우 업무부하에 대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수준은 2.97점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무부하의 경우 높은 점수일수록 부정적인 의미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변인들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소기

업의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성원의 수는 적고 수행해야 할 업무는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의 양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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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인식한 업무부하는 직무몰입, 무형식학습, 직무효

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무형식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

로자들이 인식하는 업무부하의 정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무형식학습은 직무효능감과 직무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무형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자신

이 맡은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운

영진은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에 알맞은 학습방식이 형식학습이 아닌 무형식학습

임을 인지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직무효능감은 직무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

의 자신의 직무처리 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자신이 맡은 직무에 몰입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직무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명확한 직무평가 기준

을 설정하여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수행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상사 혹은 동료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직무에 몰

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 결과 두 변인 모두 직무몰입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와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부하가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

무몰입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무형식학습의 기회를 주는 것과 직무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순차적 이중매개효과의 검증은 

무형식학습과 직무효능감 각각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보다, 업무부하가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무형식학습의 기회를 주어 직무

효능감이 높아지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무형식학습의 기회

를 조직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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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업무부하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

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자신의 업무의 양에 대한 부

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자료의 출처는 중소기업중앙회이다. 보다 객관적인 업무부

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업무부하의 정

도 뿐 아니라 대기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업무부하의 정도를 파악하여 둘을 비교를 

통해 기업의 크기에 따른 업무부하에 대한 인식 정도 차이를 비교하여 보다 정확

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중소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업무부하와 관련한 

연구들과 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업무부하와 관련한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동일

한 도구와 동일한 연구자가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업무부하와 무형식학습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업무부하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적 최선의 

선택이 무형식학습이라 판단하여 업무부하와 직무몰입 사이의 첫 번째 매개변인

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업무부하와 무형식학습의 상관관

계에 비해 무형식학습과 직무몰입의 상관관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형식학습과 직무몰입의 거리보다 업무부하와 무형식학습의 거리가 더 먼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직무몰입을 높이기 위한 더 명확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

무부하와 무형식학습 사이의 블랙박스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에 대해 자신이 인식하는 정도를 통해 관계

를 구명하는 것이 아닌, 상사 및 관리자가 평가한 수준을 통해 변인들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평가하는 경우 자신의 능력에 대

해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사 및 관리자가 평가한 자료를 분

석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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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업무부하가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결과가 해당년도에만 국

한되는 특정 결과인지 아니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지, 혹

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개인이 인식하는 변인들의 수준의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언

첫째, 직무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부하를 낮추어야 한다. 업무부하와 직

무몰입의 영향관계를 확인한 결과 업무부하가 직무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업무부하와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

무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항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면 자신의 직무를 중요하다 생각

하고 몰두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의 여건 상 업무부하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기업 경영 차원

에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무형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직

무효능감과 직무몰입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업무부하로 인해 직무몰입을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무형식학습의 수준을 높이면 직무효능감이 높아지

고 자신의 직무에 몰입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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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도구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활동 및 직무효능감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전공하고 있는 윤
경신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저는 석사학위 논문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업무부하, 무
형식학습 및 직무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인식하시는 직무몰입, 업무부하, 무형식학습, 직무효능감에 대한 의견을 작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대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한 자료로써 좋
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
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에 사용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는 총 5면이며, 응답하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5~7분입니다. 귀하
의 설문 응답결과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
목적을 위한 통계 분석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과 관련
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
을 내주신 귀하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윤경신
지도교수 김진모 드림

【연구자 연락처】   전화: 02) 880-4841,  C.P: 010-4451-0919
                  e-mail: yks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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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음은 귀하의 ‘직무몰입’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
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개인적 목표들은 대부분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시간의 대부분을 나의 직무에 할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인생에서 자신의 직무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직무는 나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직무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여가시간보다 일을 할 때가 더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의 직무에 상당히 몰두하고 있으며, 

관심사의 대부분은 직무로부터 나온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직무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가 한 직무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공동업무에서 동료들의 일도 떠맡아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일처리는 동료나 고객의 요구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동료나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자 

하며, 그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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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음은 귀하의 ‘업무부하’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 기대된 일의 양은 너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수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달성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수행에 시간이 

촉박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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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음은 귀하의 ‘무형식학습’(일터에서 학습자의 경험과 성찰, 타인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무형식적이고 비제도적인 학습)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처음 입사하면 일을 가르쳐줄 

사람을 지정해서 함께 일하고 도와주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쉽게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일을 하는 중에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직장상사나 동료는 내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는 업무가 새롭게 바뀌면, 이를 

도와줄 사람과 함께 일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상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하직원들과 함께 논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회사는 나의 직무경험을 동료들과 

나누도록 장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회사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을 자신들의 

중요한 책임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에게서 

기술(스킬)을 배울 기회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종종 경험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회사의 정기적인 회의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회사는 나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활동을 후원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이따금 다른 기술(스킬)을 가진 동료들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회사는 각자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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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다음은 귀하의 ‘직무효능감’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
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해주시
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직무와 관련된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설득하는 방식을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별 생각 없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보다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업무상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일이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어렵거나 도전적이어도 그 일에 매달리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직무와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직무와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실패하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바로잡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직무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잘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게 주어진 직무가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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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
로만 사용됩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 및 숫자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이상 ④ 석사이상 ⑤ 박사이상

4.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일은?
① 기획·총무 ② 인사·교육 ③ 재무·회계 ④ 구매·자재
⑤ 영업·마케팅 ⑥ 연구개발 ⑦ 생산 ⑧ 기술 ⑨ 관리
⑩ 안전·환경 ⑪ 서비스·고객관리 ⑫ 기타(직접 작성:               )

5. 귀하의 직급은?
① 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이상

6. 귀하께서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5년 미만 ③ 5년 이상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15년 미만 ⑤ 1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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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levels of 
job involvement, work load, informal learning, and job self-efficacy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tudy the perceived levels of job involvement, 
work load, informal learning, and job self-efficacy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Second, study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among job involvement, work load, informal learning, and job self-efficacy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Third, study the 
mediator effects of informal learning and job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involvement and work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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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pulation of this study is all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of South Korea. However, volumes of all the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are different. For minimizing sampling fraction 
error possibility, purposive sampling method was used and the target 
population of this study is 154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included both NET(new excellent technology)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and excellent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select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 survey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assess levels of job involvement(13 
questions), work load(5 questions), informal learning(14 questions), job 
self-efficacy(10 questions) and personal factors(6 questions) as five 
domains. And total number of questions are 48. For verifying validity of 
a survey questionnaire, conducted content validity from two SMEs, face 
validity from two workers working in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pilot test. Data was collected via 
online survey and post survey from 15th Oct 2015 to 10th Dec 2015. Total 
number of data collected was 256(online, 71; post, 185) and 242 data was 
used(counting out 14 unreliable responses and outliers). SPSS 21.0 for 
Windows was used to conduct descriptive statistic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PROCESS macro program(Hayes, 2013). 
And level of statistical significance of all analysis was .05.

The major conclusions drawn from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xcept for work load, the levels of job involvement, 
informal learning, and job self-efficacy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were above-average. Second, the effects of all factors 
on other facto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specially the effec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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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load on other factors were negative. Third, the mediator effects of 
informal learning and job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involvement and work load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utilizing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 First, comparative study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needs to be conducted. Second, study for 
searching factors between work load and informal learning needs to be 
conducted. Third, termination study to figure out the process of work 
load through job involvement needs to be conducted. Fourth, lowering 
the level of work load would increase the level of job involvement. Fifth, 
if lowering the level of work load is impossible, systemic and planned 
opportunities of informal learning need to be provided.

Key Word: job involvement, work load, informal learning, job self-efficacy,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d-enterprises, dual mediating effect

Student Number: 2011-2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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