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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년

이지혜

이 연구의 목적은 대졸 초기 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

직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학습, 자기주도학

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수준 및 차이를 구명하고,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

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학습의 관계 및 영향력을 구명하

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대졸 초기 경력자를 대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직업분야에 취업한지 5년 미만인 

대기업 근로자로 한정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2014년 기준 1000대 기업 중 500대 기업

에 재직하는 5년 미만의 대졸 초기 경력자를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도구는 조직학습,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인구통계학적 특

성 변인 등 총 5가지 영역의 80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기주도학

습능력은 인지적, 행동적 특성이 모두 포함된 배을규와 이민영(2010)이 개발한 학습과정관리, 학습결과

평가, 학습동기, 자아개념, 학습활동의 지속성, 학습자원이용관리, 학습환경 조성 등의 7개 하위 변인을 

측정하는 21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은 허경호(2003)가 Rubin et al.(1991)의 ICC척도를 

한국적인 정서로 재구성한 GICC척도를 사용하여 목적달성 의사소통, 관계유지 의사소통 등의 2개 하위 

변인을 측정하는 18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은 Bass(1985)의 MLQ, Bass와 

Avolio(1990)의 MLQ-5X척도를 한국적 정서로 번안한 이화용(2004)의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부여, 

개인적 배려, 지적 자극 등의 4개 하위 변인을 측정하는 20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조직학습은 송민열

(2009)이 김희규(2004)와 이미라(2007)의 항목을 참조하여 개발한 지식창출, 지식공유, 지식저장, 지

식활용 등의 4개 하위 변인을 측정하는 16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각의 조사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았다. 본조사 결과 내적 일치도 계수는 자기주도학습능력 .806, 의사소통능력 

.839, 변혁적 리더십 .910, 조직학습 .851로 연구에 활용된 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2016년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10부를 배포하여 회

수된 385부(회수율 93.9%)중 불성실응답, 미응답자료를 제거하여 31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Window SPSS 22.0 및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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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연령에 따라 조직학습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령에 따른 조직학습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20대의 조직학습의 수준

이 30대의 조직학습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조직학습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 근무기간에 따른 조직학습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1년 미만 재직자들의 수준

이 타 근무기간 재직자의 조직학습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목적달성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있었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을수록 목적달성 의사소통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조직학

습에 미치는 전체효과를 살펴보면,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아질수록 조직학습 역시 높게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인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인인 목적달성 의

사소통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이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관계유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있었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을수록 관계유지 의사소통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자기주도학습능

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인인 목적달성 의사소통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이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각 모형을 살펴보면, 결정계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변혁적 리더십은 관계유지 

의사소통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자기주도학습능력, 관계유지 의사소통,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었다. 독립변인인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매개변인인 관계유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인인 관계유지 의사소통과 조절변수인 변혁적 리더십의 

상호작용항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계유지 의사소통이 조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변혁적 리더십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

절된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평균값과 표준편차값을 이용하여 조건부 값에 따른 간접효과의 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직속상사의 변

혁적 리더십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유지의 매개효과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이는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

더십이 높을수록 관계유지 의사소통을 매개하여 조직학습에 이르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효과가 상대

적으로 작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을 창출하는 것에서부터 공유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단계는 긴밀히 연계되어야

만 한다. 

둘째, 조직 맥락에서 발생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 특히 학습조직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상

황 속에서 개인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으로의 연계를 도모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

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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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능력에서 나아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보다 목적달성, 관계

유지를 위한 의사소통을 수행할 때 조직학습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관계유지 의사소통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있어 다

른 유형의 리더십 형태를 제고해볼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주요어 :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변혁적 리더십, 조직학습, 초기경력자

학  번 : 2014-2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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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기업이 생존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

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이찬 외, 2012). 지식정보화와 혁신에 의한 환

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조직은 이러한 환경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함과 동

시에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하며,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체계적으로 획득하고, 전파하여 이를 공유하고 기억하는 과정을 통해 조

직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조직학습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여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Senge, 1990). 이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사회적 가치의 원천이 유형자원에서 무형자원으

로 변화되고 있고, 대체 불가능한 무형자원을 보유할 때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부터 설명된다. 무형자원으로서의 지식 및 정보가 조직에 공유되면 이를 

보유한 구성원이 대체되어도 지식과 정보는 조직에 남아 새로운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있

기 때문이다(공민영, 김진모, 2014).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조직학습이 강조됨과 동시

에, 조직구성원들에게는 스스로 학습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배양하

여 이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배을규 외, 

2012; Cho & Kwon, 2005; Straka, 2000).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직무수행에 있어 다양

한 전문 분야의 지식근로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적인 특성이다(Wilson, 2006). 전통적으로 

성인교육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 개념이나, 최근에는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

용되고 있다(배을규, 2005; 배을규 외, 2010;  Cho & Kwon, 2005). 성인교육 분야에

서는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과 자기주도학습을 촉진하는 개인적 특

성에 관심을 두었다면(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7), 인적자원개발 분야

에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타인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주도학습과 조직의 수행, 

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Conn, 2000; Guglielmino & 

Guglielmino, 2001, 2008). 그러므로 조직의 관점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개발하여 그 결과로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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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조직 구성원일지라도 조직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

일 경우 자신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Rummler & Brache, 1995),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조직 구성원일지라도 조직 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일 경우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배을규 외, 

2012).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자기주도학습을 촉진하고, 조직 구성원의 자기주도학습능

력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차원의 환경적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Bartlett & Kotrlik, 1999; Baskett, 1993; Foucher, 1995; Foucher & Brezot, 

1997; Maurer & Tarulli, 1994; Park, 2009; Straka, 1999). 이 연구들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촉진시키는 변인으로 동료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적 조

직 환경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조직의 문화, 구조, 과정적 기반이라는 측면에

서 리더십, 의사소통, 문화, 체계와 구조 등을 강조하는 조직학습과 함께 언급된다. 그러므

로 조직 내 상호작용, 리더십, 조직 환경 등이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 사이의 연결

고리가 되어줄 수 있는 조직 시스템 측면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요인인 자기주도학습능력은 개인의 차원의 활동뿐만 아니

라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맥락을 지니고 있다, 지식이나 정보는 주로 참여자들 간의 대화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과정을 통해서 공유될 수 있으며, 기술이나 행동적 측

면에서의 학습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동료와의 직접적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사회적 활동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Brookfield, 1985). 따라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의사소통행위

와도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개인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과 함께 조직학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의 리더십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Beckman, 1997). 조직의 관리적 요인 중 리더십이 조

직 내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Holsapple & Joshi, 

2004). 또한 지식의 창출, 공유, 활용이라는 조직학습의 한 관점에서 지식의 이동 과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이며, 이때 리더는 지식의 이동 및 

학습 촉진을 위한 지원적 분위기나 환경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Lang, 2001). 특히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상사는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자극, 

그리고 개별적 배려를 통해 지식의 창조와 공유가 가능한 분위기를 구성하며, 뿐만 아니

라 도전적인 비전 및 전략적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재능 있는 구성원들이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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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습하도록 만든다(Bryant, 2003; Conger & Kanungo, 1998). 이와 같이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창출, 공유, 저장, 활용하도록 구성원

들을 고무하고 격려하며 더 높은 수준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학습을 요구하는 시

대적 상황 속에서, 개인적 차원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적 차원의 조직학습을 연계를 

탐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대졸 초기 경력자는 스스로 정보를 힉득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타인과 교류하여 대인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문화와 

타인의 사회적 평판에 대해 정보를 습득하는 성향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주홍석, 정철

영, 2015).

그러므로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가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조직 구성원과 의사소통하

며,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

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학습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구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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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직속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학습,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직속상

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수준을 구명한다. 

둘째,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 내 세부집단 간(성별, 연령, 근무 기간, 회사 업종, 직무 

유형) 조직학습 수준의 차이를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학습의 관계를 구명한다.

넷째,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명한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가설 1.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학습의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2.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 내 세부집단(성별, 연령, 근무 기간, 회사 업종, 

직무 유형) 간 조직학습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3.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학습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3-1.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조직학습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3-2.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의사소통능력(목적달성 

의사소통, 관계유지 의사소통)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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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 3-3.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의사소통능력(목적달성 의사소통, 관계유지 

의사소통)은 조직학습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3-3.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학습에 직

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4.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의사소통능력(목적달성 의

사소통, 관계유지 의사소통),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 조직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 4-1.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의사소통능력(목적달성 

의사소통, 관계유지 의사소통)을 매개변인으로 조직학습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연구 가설 4-1.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의사소통능력(목적달성 의사소통, 관계유지 

의사소통)은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조절변인으로 조직학습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

초기 경력자란 일에 대한 전체 경력이 10년 미만으로 현 조직에 진입하여 재직한 기간

이 5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Feldman, 1988). 대졸 초기 경력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적응하는 데 대략 2∼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자를 말한다(심우정, 2004; 장

주희, 2005). 국내에서는 대졸 초기 경력자를 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진입한 재직 

경력 5년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철선, 2007; 채창균 외, 

2006;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 

본 연구에서의 대졸 초기 경력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시하고 있는 유가증권, 코스

닥 상장기업 및 외부감사 법인을 대상으로 매출액 및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1,000대 기업 

중 상위 500대 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 중 대학교를 졸업한 재직 경력 5년 미만인 조직 

구성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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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학습

조직학습이란 개인을 위한 학습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정치적, 구조적 차원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학습의 전체이므로, 개인들 간의 지식, 믿음 혹은 아이디어를 공유

하는 것을 말한다(Marquardt & Reynolds, 1994). 

본 연구에서의 조직학습은 과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조직의 내․외부로부터 지식, 정

보, 노하우 등을 획득하거나 창출하여 이를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조직 내부에 저장하며, 

이를 업무 상황에 활용하는 체계화된 과정을 의미한다. 

다.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이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주도권을 지닌 상태에서 자신의 학습목표를 

설정하고며 학습전략을 활용하며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능력을 말한다(Knowles, 

1975).

본 연구에서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가는 학습자의 특성이

며, 학습과정관리, 학습결과평가, 학습동기, 자아개념, 학습활동의 지속성, 학습자원 이용관

리, 학습환경 조성의 영역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라.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이란 상호작용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Spitzberg, 1987). 의사소통능력은 목적달성 의사소통

과 관계유지 의사소통의 요인으로 구성된다. 목적달성 의사소통은 직무수행을 위해 커뮤

니케이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능력이고, 관계유지 의사소통은 커뮤니케이터 

상호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능력이다(정수희, 2009). 

본 연구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은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목적을 달성하

려는 효율성 중심의 목적달성 의사소통과, 조직 내 구성원 간 긍정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적절성 중심의 관계유지 의사소통을 실행할 수 있는 구성원 개인의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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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란 조직 구성원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공유함

으로써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조직성과를 도출해 내는 리더의 역할을 말한다(김대

원, 2012; Smith et al., 2011).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부여

(inspirational motivation),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그리고 개인적 배려

(individualized consideration)의 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의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조직 차원에서 구성원의 학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원하는 직속상

사의 리더십을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되는 모집단은 대졸 대기업 초기 경력자이기 때문에 국내 모든 

대졸 초기 경력자를 표집 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자료를 

수집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위해 접근 가능한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대학교를 졸업한 5년 이내의 초기 경력자를 대상으로 유의표집

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대졸 초기 경력자로 일반화할 때에는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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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대졸 초기경력자

가. 대졸 초기경력자 정의

개인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일련의 직업 관련 활동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가치 및 

포부를 개발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개인이 일생을 통해 일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모든 경

험들을 경력(career)이라고 한다. 그 중,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여 갖

게 되는 경력단계를 초기 경력(early career)이라고 한다(장서영, 장원섭, 2008). 초기 

경력자들은 익숙했던 교육 환경 대신, 새로운 직장, 직업, 그리고 일의 세계에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대졸 초기 경력자들의 경우 향후 기업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장원섭 외, 2007). 

Feldman(1988)에 따르면, 초기 경력은 첫 번째 직장에 취업하여 업무와 직장 생활에 

서의 적응기를 거쳐 특정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업무가 가능하도록 경력이 성숙되는 기간

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초기 경력자는 불안정적인 주변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

고 직장생활에 적응하면서 업무에 몰입하는 방향으로 태도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결국 초

기 경력 기간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기대가 가득찬 시기이지만, 동시

에 노동시장 및 직장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안정성을 극복해야만 하는 위험한 시기

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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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초기 경력의 정의

Feldman(1988)

첫 직장에 취업하여 업무 및 직장에서의 적응기를 거쳐 특정 분야에서 독

립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경력이 성숙되는 22세에서 37세의 

시기로, 시도기와 확립기를 포함하는 과정

Morrison(2002)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과 직장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

하고 적응하는 과정

장주희(2005)
일과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학습하고 이를 내재화하

여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

이철선(2007), 

채창균 외(2005),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

초기 경력 5년 이하의 시기는 직장 생활에서 학습과 적응이 가장 활발하

게 일어나는 시기이고, 이에 실패할 경우 가장 쉽게 이직이 발생하는 단계

<표 Ⅱ-1> 초기 경력의 정의

이러한 초기 경력의 범위는 노동시장과 경력을 정의하는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초기 경력자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대개 입사연차를 활

용하고 있으며, 국내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초기 경력 5년 이하의 시기는 직장 생활에서 

학습과 적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고, 이때 가장 이직이 쉽게 발생하는 단계

라고 하였다(오진주, 김진모, 2014; 이철선, 2007; 채창균 외, 2005;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

대졸 초기 경력자는 조직에서의 생활 또는 업무 수행에 있어 경력 불안정을 해소하는데 

있어 최소 3~4년의 기간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졸 초기 경력자가 직장 생활

에 충분히 적응하기까지는 최소 1년∼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장서

영, 장원섭, 2008; 채창균, 옥준필, 2006; 한국경영자총협회,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초기 경력자가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사람을 경력초기 단계로 정의하고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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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졸 초기경력자 현황

통계청(2015)에 따르면, 2015년 9월 기준 경제활동인구는 27,129천명이며, 대졸 이

상 경제활동인구는 10,027천명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하고 있다(<표 Ⅱ-2>참고). 대

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최근 5년 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경

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교

육

정

도

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경제

활동

인구

(천명)

경제

활동

참가율

(%)

경제

활동

인구

(천명)

경제

활동

참가율

(%)

경제

활동

인구

(천명)

경제

활동

참가율

(%)

경제

활동

인구

(천명)

경제

활동

참가율

(%)

경제

활동

인구

(천명)

경제

활동

참가율

(%)

초

졸

이

하

2,280 38.9 2,338 39.0 2,444 39.2 2,534 39.7 2,569 39.6

중

졸
2,246 40.2 2,270 40.2 2,333 40.3 2,425 41.0 2,460 41.5

고

졸
10,722 65.2 10,521 64.7 10,183 63.3 10,086 63.6 10,043 63.9

대

졸

이

상

11,816 77.7 11,407 78.1 10,914 78.0 10,455 77.8 10,027 77.6

주) 2015년은 2015년 9월 현황 

<표 Ⅱ-2> 최근 5년 간(2011∼ 2015년) 교육정도별 국내 경제활동인구

대졸을 포함한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유한 경제활동 인구수만 보고되고 있어 대졸

의 경제활동 인구수 및 대졸 초기 경력자의 정확한 인구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졸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가진 집단임을 미루어보아 논의하기에 적절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9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신입·경력사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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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입사한 대졸 초기 경력자의 1년 내 퇴사율이 23.6%에 

달했다. 또한 2012년 5월에 실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직장 근속년

수는 1년 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 경력자들은 첫 직장에서의 업무경험과 경력

은 짧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졸 초기 경력자는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현실 충격(reality shock)이나 

입사충격으로 인해 조직적응에 실패하여 조직을 이탈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 중 하나이

다(박경규, 윤종록, 임효창, 1999). 국내 대졸자 중 이직률이 높은 초기 경력자들이 직장

생활에 적응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이들이 조직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자기 주도적 학습, 더 나아가 조직 차원의 학습, 구성원 간의 소통, 뿐만 아니라 조직 내 

리더십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 대졸 초기경력자 관련 연구

대졸 초기경력자는 이직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 대졸 초기 경력

자들의 직장적응과 이직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력 5년 미만의 초기 경력자들을 대

상으로 한 직장 적응과 이직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박정현, 류숙진, 

2008; 장서영, 장원섭, 2008; 장원섭, 김소영, 김민영, 김근호, 2007; 채창균, 옥준필, 

2006). 왜냐하면 초기 경력은 개인의 경력 발달 단계 중에 가장 급격하게 성장이 이루어

지는 시기로써 조직사회화가 강조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직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

다(장지현, 장원섭, 2011). 따라서 초기 경력자들은 조직과 자신의 역할 및 직무에 대해 

학습하여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Ⅱ-3>참고). 

분류 연구

조직적응
김소영(2007), 장서영, 장원섭(2008), 장원섭, 김민영(2008), 장지현(2010), 

정미나, 임영식(2010)

이직 이영민, 연경진(2009), 임정연, 이영민(2013), 김양신, 이영민(2015)

<표 Ⅱ-3> 국내 대졸 초기경력자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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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학습

가. 조직학습의 개념

Fiol과 Lyles(1985)는 조직학습을 더 나은 지식과 이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행

동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Lundberg(1989)는 내부문제를 해결하고 외부환

경에 대응하며 미래의 환경에 대비하는 조직의 변화 과정으로서의 체제, 과정이라고 하였

다. 또한 Senge(1990)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사고하여 이를 지식으로써 조직 전체에 공

유하고, 이를 조직에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Garvin(1993)은 지식을 창조하고, 

획득하고, 변환시켜 이러한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조직행동의 변화과정으로 정의

하였다. 

이렇듯 과정적 측면에서 조직학습을 개념적으로 정의한 것에 반해, Marquardt와 

Reynolds(1994)는 개인적 학습의 총합을 조직 차원의 학습으로 정의하였다. 그들에 의

하면 조직학습은 오롯이 개인을 위한 학습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구조적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학습의 전체로써 바라보았다. 따라서 조직학습을 강화하

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학습에서 나아가 개인의 지식, 믿음 혹은 아이디어를 조직 구성

원과 공유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조직학습을 개인학습의 전체라고 보는 견해와는 달리 조직지식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견

해도 있다. Nonaka와 Takeuchi(1995)에 의하면 조직의 지식은 개인에 의해 창출되지만 

평가와 관리는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개인의 지식은 개인에 의해 창출되고 

소유 또한 개인에게 있으나, 조직 지식의 평가 및 관리는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조

직 지식의 발생, 수정 등은 조직 차원의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된다. 즉, 조직 지식의 창출

과 공유는 조직의 상황에 근거를 두고 있어 창출 및 공유에 있어 조직의 문화, 환경, 전략 

등의 조직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Brown 외(1998) 또한 조직 지식은 창출과 공

유에 있어서 사회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즉, 지식은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를 

통해 창출되고 공유되는 특성을 지니므로 조직 지식의 관리는 개인과 개인, 팀과 팀, 또는 

조직과 조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기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직들

은 조직 내에서 지식이 자유로이 창출되고 공유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국내에서도 조직학습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권석균(1995)은 조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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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란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 신념, 가치, 능력을 탐색

하고 창출하여, 활용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나병선(2001)은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요약하여 조직학습을 정의하였는데, 조직학습은 조직의 목표 달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획득·창출·공유·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 개인 수준의 지식과 정보를 조직 차원으

로 통합시키는 학습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많은 학자들이 조직학습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크게 분류하

면 조직학습은 과정(process), 유형(type), 성과(performance)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정

의한다(송민열, 최은수, 2008).

나. 조직학습의 특징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조직학습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Garvin, 1993; 

Kramlinger, 1992; 유영만, 1997; 배용태, 2002). 첫째, 조직학습은 적응력과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학습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욕구를 지속적으로 자극시키며 창조

적 사고를 확장시킨다. 둘째, 조직학습은 정보를 가치 있는 지식으로 변환시키고,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적응능력을 증대시킨다. 셋째, 조직학습은 개인의 학습을 조직

의 학습으로 승화시켜 조직의 성과 개선을 이루어낸다. 넷째, 조직학습은 급변하는 외부환

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내부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학습을 추구한다. 

다섯째, 조직학습은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을 향상시킴으로써 조직 전체에 대한 근본

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진시킨다. 여섯째, 조직학습은 근본적으로 행동을 변화하게 하

여 학습을 통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조직 구성원 자신을 변화시켜 새로운 환

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일곱째, 조직학습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끊임없는 학습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여덟째, 조직학습은 인간의 잠

재력을 인정하여 이를 조직 가치로 연계하고 승화시키는 작용을 하며,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조직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아홉째, 조직학습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

하거나 어떠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

성원 전체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 

한편, Wick와 Leon(1995)은 조직학습의 장점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조직학습은 조

직 구성원들이 새로운 과업을 담당하거나,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자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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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조직 목표와 연계된 개인 업무를 수행할 때는 인내와 

강인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뛰어난 의사결정능력을 함양

시켜 준다. 뿐만 아니라 담당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주며, 조직이 생

산하고 창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다 깊은 지식을 가지게 하여 조직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다. 조직학습의 구성요소

조직학습을 조직 내 지식 및 정보를 획득·창출·공유·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원 

개인의 학습이 조직 차원으로 이동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조직학습을 일련의 ‘과

정’으로 분석하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조직학습의 과정을 세 

단계로 제시하기도 하고 여섯 단계 이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권석균, 1995). 조직학습의 

과정은 자극-반응 과정, 정보처리 과정, 인식론적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자극-

반응 과정은 환경 자극에 대한 개인 및 조직의 행동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

째, 정보처리과정은 조직을 하나의 인지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지식 획득, 저장, 해석 및 활

용 등의 순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인식론적 과정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이 지식을 주체적으로 창출해 내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미라, 2007). 

자극-반응 과정을 주장한 Kim(1998)은 조직학습 과정을 자극-반응과정에 초점을 두

고, 환경에의 반응, 개인학습, 개인의 신념체계 변화, 조직의 신념체계 변화, 개인의 행동, 

조직 행동의 과정을 제시하면서 개인학습이 조직학습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체계적으

로 제시하였다. 권석균(1995)도 조직학습의 과정을 자극-반응과정에 초점을 두고, 조직

학습의 과정을 환경인식, 해석, 보존 및 폐기, 인출, 선택, 행동의 과정으로 보았다. 

정보처리 과정을 주장한 Huber(1991)는 조직학습 과정을 지식획득(knowledge 

acquisition), 정보확산(information distribution), 정보해석(information interpretation), 조

직기억(organizational memory)으로 분류하고 있다. Nevis, DiBella와 Gould(1995)도 지

식획득, 지식공유, 지식활용으로 조직학습과정을 분류하였다. 

인식론적 과정을 주장한 Nonaka(1995)는 인식론적 차원에서는 지식을 암묵지와 형식

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주관적 성격이 강한 암묵지(tacit 

knowledge)와, 언어로 표현이 가능하고 객관적 성격을 띠는 형식지(explicit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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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암묵지를 형식지로 변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암묵지와 형식지를 결합하

여 자신의 생각을 실현해 나가는 프로세스가 지식을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지

식창조는 암묵지가 또 다른 암묵지로 변환하는 과정인 공동화(socialization), 암묵지가 형

식지로 변환하는 과정인 표출화(externalization), 형식지가 또 다른 형식지로 변환하는 

과정인 연결화(combination), 형식지가 암묵지로 변환하는 과정인 내면화

(internalization)라는 네 가지 변환과정을 거쳐 지식이 창조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 간

의 상호작용이 증폭된 후 고차원적인 존재로 결정화되어 지식나선형(knowledge spiral)

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 즉, 개인 수준의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지

식이 창출되고, 이것이 집단수준에서의 지식으로, 나아가 조직 수준, 조직 간 수준, 사회 

수준으로 확장되고 일반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식은 진정한 신념(justified true belief)

이므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일관되게 정리

된 개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Nonaka(1995)의 지식창조모형은 1단

계의 개인 단위의 지식 창조, 2단계의 집단 단위의 지식창조, 3단계의 조직 단위의 지식

창조로 나누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간에 지식이 확장되어 간다고 하면서 이러한 순환

을 지식창조의 기본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조직에서의 지식창조란, 개인에 의하여 창출된 

지식을 조직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서, 이러한 과정에서 지식의 주체자인 개인의 몰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조직학습의 과정에 대해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서로 다르지만, 조직학습을 통해 지

식이 조직에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3. 자기주도학습능력

가.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개념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정의는 학습에서의 자기주도성(self-direction in learning)과 학

습자의 자기주도성(learner's self-direction) 가운데 어느 측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

라 달라진다(배을규, 이민영, 2012).  

첫째, 자율성과 주도성을 갖추고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학습에서의 

자기주도성 관점의 정의들은 다음과 같다. Knowles(1975)는 자기주도학습을 학습과정으



- 16 -

로 설명하면서 자기주도학습이란 타인의 조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학습자가 주도성을 가지

고 스스로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관련된 자원을 확보하고, 학

습전략을 수립하면서 학습을 실행하여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Tough(1979)는 학습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기주도학습이란 교사의 도움 없이 자신이 작성한 학습목록에 따라 학

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성인들이 자신의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능력이 있음을 가정하면서, 자기주도학습 절차를 14단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성격, 태도와 같은 인성적 특성을 의

미하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관점의 정의들은 다음과 같다. Brookfield(1985)는 자기주

도학습을 학습자 개인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습 경험의 계획 및 관리에 통제권을 유지하

면서 추진하는 학습으로 보았다. 즉 학습에서 발휘되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에 초점을 두

었으며, 자기주도학습을 학습자가 교사나 기타 조력자들의 도움으로부터 배제된 개인학습

으로 보았다. 

자기주도학습 개념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개인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이고 지

속적인 학습 능력을 의미한다(김문식, 2013; Guglielmino and Guglielmino, 2001). 즉, 

자기주도학습을 실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학습 활동에 있어서 기술적 요

소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인간이므로, 기업이 급변하는 시

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학습하는 방법을 아는 구성원이 필요하다(Ho, 2008). 특히 환

경 변화에 적응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개발 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조직 구성원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Smith et al., 

2011). 따라서 격변하는 환경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Song and Chermac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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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자기주도학습의 정의

Knowles(1975)

타인의 조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학습자가 주도성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에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학습전략을 수립하고, 학습을 실행한 후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활동

Tough(1979)
학습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교사의 도움 없이 자신이 작성한 학습목록에 따라 실행하는 학습

Brookfield(1985)
학습자가 개인의 자율성, 자유의지, 역량을 바탕으로 학습 경험의 계획과 

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학습

Candy(1991)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 전제가 되어 자율성을 가진 개인의 인성적 특성, 

스스로 교육하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기관리, 형식적 

상황에서 교수를 조직하는 학습자 통제, 비공식적 상황(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개별적, 비제도적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자습

<표 Ⅱ-4> 자기주도학습의 개념

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특징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학습에서의 자기주도성과 학습자의 자

기주도성을 연계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즉, 학습자는 자율성과 주도성을 갖추고 스

스로 학습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성격, 태도와 같은 인성적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관점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이 자주 비판 받는 내용 중 하나는 학습에의 자기주도성을 

개인에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학습이 행해지는 사회 환경 및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를 등한시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활동이 일어나는 

사회 환경, 즉 학습의 장(field)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며(이진화, 

김진모, 2006), Brookfield(1985)는 선행 연구들이 사회적, 외부적 자원에 대한 관심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습자 개인의 자기통제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학습자 스스로 책임을 갖고 학습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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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farella와 O'Donnell(1987)은 자기주도학습은 고립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학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동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며 학습자 스스로 학습 전체를 책임지는 학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학습자가 처한 환

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단선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

을 지적하였다(Mocker, 1984).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부터 자기주도학습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측면과 연관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기주도학습이 단지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닌 다른 학습자와 협동을 통해 지식을 구축해나가

는 집단적인 관점과 연계되는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비롯된 것이다

(Garrison, 1997). 따라서 자기주도성을 가진 학습자들은 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

하고 유지하는데 적극적이며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자 하는 강한 의

지를 보인다(조대연, 2005).

결국 자기주도학습은 자신의 학습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향력

을 행사하는 학습이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은 자신의 주체적인 학습을 확보하기 위한 개별 

학습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공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학습을 개진해 

나가는 집단 차원의 학습으로 영역을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배영주, 2003). 이는 개인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자기주도학습의 개념을 학습자들이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

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의 자기주도학습으로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자기주도학습자의 정의적, 심리적 특성과 인지적 능력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또는 자기주도성과 동일한 수준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진화, 김진모, 

2006). 자기주도학습능력이란 자기주도학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원동력이자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으로서 학습자가 자신이 처한 학습상황에서 

학습 동기나 자아인식의 수준을 유지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구사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유귀옥, 1997). 그러므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을 시작하는데 있어 전

제 조건이 될 뿐 아니라, 학습의 전이 및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학

습 효과를 이끌어내는데 필수 조건이 될 수 있다(김정환, 박용휘, 2003). 또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학습 활동에 전적인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학습하는 과정 동안 학습자의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다

(Zimmerma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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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구성요소

Guglielmino와 Paul(1977)은 학습자가 자기주도학습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갖추고 있는 학습자 특성에 대해 규명하였다. 자기주도성을 측정

하기 위해 SDLRS(Self 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를 개발하였고, 기본적인 

학습기능과 문제해결력, 창의성, 주도성과 독립성, 자기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효

율적이고 독립적인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 학습에 대한 사랑,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미래지향성 등의 8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지자 등(1996)이 SDLRS를 우리말로 번안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

게 문항을 개정한 SDLRS-K-96을 이용하여, 교사용 학습자 자기주도성 측정도구

(Self-Directed Learning Inventory for Teachers: SDLIT)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독창적 접근, 탐구적 특성, 자발적인 계획, 학습의 책임성 수용, 학습에 대한 사랑, 미래지

향성, 학습자적 신념 등을 자기주도학습의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Oddi(1984)는 기존

의 연구들이 학습자의 인성적 특성과 학습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

고자 OCLI를 개발하였다. OCLI는 적극적 동인 대 반응적 동인, 인지적 개방성 대 폐쇄

성, 학습열의 대 냉담 혹은 혐오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의 

측정도구가 학습과정 또는 학습자의 인성적 특성을 측정하는 것과는 달리 자기주도학습을 

실행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를 포함하고 있고,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자기관리와 

학습에 대한 인지적, 메타인지적인 자기평가를 포함하고 있다(Harvey, Rothman, 

Frecker, 2006). 

이석재, 장유경, 이헌남, 박광엽(2003)은 핵심능력개념과 학습단계에 맞는 한국형 생애

능력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생애능력 측정도구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문가 면담을 거

쳐 개발되었으며,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진단지로 구성된다. 

이 중,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진단지는 자기주도학습능력 요소를 학습계획, 학습실행, 학습

평가로 나누었고, 이에 대한 하위요인으로 학습계획 요소에는 학습욕구 진단, 목표설정,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을 제시하였으며, 학습실행 요소에는 기본적 자기관리능력, 학습전략

의 선택, 학습실행의 지속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습평가 요소에는 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자기성찰을 제시하였다. 

이윤옥(2008)은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연구들이 인성적 특성 또는 수업의 과정 중 어느 



- 20 -

한 가지 특성만을 강조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학습자의 인성적 특성뿐만 아니라 수업의 

과정과 같은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율적 학습기술 및 메타인지, 학습동

기, 성취동기, 가정환경, 학교환경, 학습능력 등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주도

학습 지각도 검사는 자기주도학습을 인지적, 정의적, 환경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

였다는 것에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성인과는 다른 아동 및 청소년의 특성 상, 환경

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아닌 가정과 학교 환경의 도움을 받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

다. 

그러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 중 일부만을 강조한 것에서 인

지적 정의적, 행동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도 개발되었다. 배을규와 이

민영(2010)이 개발한 자기주도학습 능력 측정도구는 학습과정 관리, 학습결과 평가, 학습

동기, 자아개념, 학습활동의 지속성, 학습자원 이용관리, 학습환경 조성 등 7개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있다. 

학자 자기주도학습의 구성요소

Guglielmino(1977)

기본적인 학습기능과 문제해결력, 창의성, 주도성과 독립성, 

자기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수용,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 학습에 대한 사랑,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미래지향성

Oddi(1984)
적극적 동인 대 반응적 동인, 인지적 개방성 대 폐쇄성, 

학습열의 대 냉담 혹은 혐오

김지자 외(1996)
독창적 접근, 탐구적 특성, 자발적인 계획, 학습의 책임성 수용, 

학습에 대한 사랑, 미래지향성, 학습자적 신념

이석재, 장유경, 

이헌남, 박광엽(2003)

학습계획(학습욕구 진단, 목표설정,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학습실행(기본적 자기관리능력, 학습전략의 선택, 학습실행의 지속성), 

학습평가(결과에 대한 노력 귀인, 자기성찰)

이윤옥(2008)
자율적 학습기술 및 메타인지, 학습동기, 성취동기, 가정환경, 

학교환경, 학습능력

배을규, 이민영(2010)
학습과정 관리, 학습결과 평가, 학습동기, 자아개념, 

학습활동의 지속성, 학습자원 이용관리, 학습환경 조성

<표 Ⅱ-5> 자기주도학습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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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학습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구상하고, 실천·평가함은 물론 다양한 학습 환경 

안에서 학습 동료들과의 집단토론 등의 상호작용을 위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기주도학습능력 자체도 동시에 향상될 수 있다(조대연, 2005).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학습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능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개인의 학습에만 국한된 것이 아

니라 동료들과의 학습에서도 적극성을 띄게 해주는 면이 있으므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중

요한 개인의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습에 있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자들은 학습과정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이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존중하고 공

유된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과 함께 정보를 공유, 실천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의사소통능력

가. 의사소통능력의 개념

의사소통능력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

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전달하는 것으로, 조직생활에서 중요한 능력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구성원 상호간의 간격을 해소하고, 그들의 활동을 통합시켜 준다(김

은영, 2011). 원활한 의사소통이 조직에 응용될 때 조직 내의 기능이 통합되어 체제가 유

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며,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고, 구성원에게 동기가 유

발된다(박예린, 2007).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관심은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수사학에 관심이 많았던 철학자들은 의사소통능력을 ‘수사법’과 

‘말하기 기술’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으며, ‘우아하고 훈련받은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Rubin et al., 1990). 이후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심리학, 언어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두되었으며 더욱 더 다양한 방식으로 논

의되어 왔으나 광범위한 관점과 학문분야에 기초하고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합의된 개념

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장해순, 2003). 

그러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적 정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의 

정의에는 관점에 따라 세 가지 틀의 공통된 속성을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인지적·행동적 



- 22 -

관점, 내·외적 요인, 성향적·상태적 관점에 따라 의사소통능력을 정의하고 있다. 첫째, 

인지적 관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지식적 차원이고 행동적 관점은 실행을 통한 목적달

성, 즉 효과성의 차원이다. 둘째, 의사소통능력을 내적 요인에 초점을 두는 기질적 성향으

로 보느냐 외적 요인에 초점을 두는 특정한 상황으로 보느냐에 따라 성향적·상태적 관점

으로 나누는 것이다. 셋째, 인지적 관점과 유사한 언어적 관점, 행동적 관점과 유사한 대

인적 관점,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적 관점으로 나누어 정의한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연구자들이 의사소통능력에 대해 정의를 시도한 바 있다. 

Cooley와 Roach(1984)는 의사소통능력이란 처해진 상황에 적합한 의사소통 유형

(Pattern)을 알고 있으며,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Parks(1985)는 자신의 보다 중요한 목적을 추구하는 기회나 능력을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즉, 의사소통능력이란 자신이 처한 상황 내에 타인과의 관계 속

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인지하고 활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어 자신의 목적

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의사소통능력은 인지적·행동적 요소를 

포함하고, 발휘되는 의사소통능력이 상황 의존적이고 단기적인 것인지, 선천적이고 장기적

인 것인지 접근하는 관점 등에 따라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최민아 외, 2009), 학자들의 

학문적 배경이나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념

적 구분들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관점의 구분은 상

대적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장해순, 2003).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의 정의 역시 연

구의 배경이나 연구목적에 알맞은 관점의 구분이 필요하다. 

나. 의사소통능력의 특징

의사소통의 개념을 조직이라는 집단으로 적용하여 볼 때, 조직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은 

직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를 말한다(연제익, 

2005; Papa, 1989). Pincus(1986)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능력은 생산성과 긍정적인 

상호관계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장하용(2002)은 조직 의사소통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

지하는 것이 의사결정이나 갈등관리, 메시지 교환이며, 의사소통능력이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은 여러 차원의 복합적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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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능력에 대한 정의는 그것을 양면의 동전으로 보는데 하나는 기술, 능력(skill)의 관

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인상(impression)이다(Spitzberg & Cupach, 1988). 첫째, 기술 

및 능력의 관점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은 목적달성을 위한 객관적이고 행동적인 기질을 의미

한다. Monge, Bachman, Dillard와  Eisenberg(1982)은 조직의 목적달성에 초점을 맞추

고 의사소통능력을 조직의 효과성과 동일시하여 능력 있는 의사소통자는 그들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사람들이며, 구성원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여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조직구성원의 의사소통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연제익, 

2005; Putnam & Jablin, 2001). 둘째, 인상 관점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은 상대방에 의해 

주관적으로 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지는 것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타

인과의 의사소통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수단임을 의미한다. Edinger(1975)는 현대 의사

소통의 목적을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Putnam & 

Jablin, 2001). 이를 종합해볼 때, 의사소통능력은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을 통해 조화로

운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표 

Ⅱ-5>참고).  

관점 정의

기술 및 능력(skill) 관점의 

의사소통능력

목적달성을 위한 객관적이고 행동적인 기질로써, 조직의 목적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의사소통능력을 조직의 효과성과 동일시하여 능력 

있는 의사소통자는 그들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사람들이며 

구성원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여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조직구성원의 의사소통능력에 의해 결정됨(연제익, 2005; 

Jablin 와 Putnam, 2001; Monge, Bachman, Dillard, 와 Eisenberg, 

1981). 

인상(impression)관점의 

의사소통능력

상대방에 의해 주관적으로 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지는 것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수단임(Ehninger, 1975; 

Jablin & Putnam, 2001). 

<표 Ⅱ-6>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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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

의사소통능력에 대하여 지금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한 구성요소가 제시되어 왔지만, 구성

요소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일반화된 요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신정윤, 2008).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과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는 그 자

체로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교육적인 전략을 포함한 실용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으며, 

의사소통능력의 조작적 정의와 여러 가지 방법적인 측면을 알려주고 있다(Wiemann, 

1977).

Wiemann(1977)은 대학생들의 상호작용 행동을 분석하여 의사소통능력(CC: 

Communicative Competence) 척도를 개발하였고, 여기에서 감정이입, 협력, 지지, 행동

적 융통성, 사회적 긴장완화, 상호작용 관리라는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를 확인하였다. 

Cegala(1981)는 의사소통능력의 인지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상호작용 관여 척도(IIS: Interaction Involvement Scale)를 개발하였고, 여기에서 지

각력, 반응력, 주의력이라는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를 확인하였다. Duran(1983)은 대

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적응성 척도(CAS: Communication Adaptability Scale)를 개

발하였고, 사회적 침착성, 사회적 경험, 사회적 확인, 적절한 노출, 명확한 표현, 위트의 6

가지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를 확인하였다. Spitzberg와 Canary(1985)는 의사소통능

력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적절성과 효과성을 주장하며 척도를 개발하였다. Rubin et 

al.(1991)은 이전에 논의된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들 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10가지 

하부개념을 추출하여 척도(IC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를 개발하

였고, 자아노출, 감정이입,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상호작용관리, 타인지향성, 표현력, 

지지력, 즉각성, 환경통제라는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를 확인하였다. 허경호(2003)는 

Rubin을 비롯한 선행연구가 제시한 항목 중 의미가 불분명한 차원을 제거하고 우리 정서

와 알맞은 새로운 차원으로 구성한 GICC(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척도를 개발했다. 효과성의 차원인 목적달성 의사소통능력과 적절성

의 차원인 관계유지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있다. 목적달성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대화의 내용이나 형식을 자신이 원하

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관계유지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이 말

할 때, 전체 대화 내용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질서를 가져 타인에게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잘 전달하는 능력이다. GICC의 요인들은 능력 있는 의사소통의 핵심적인 차원들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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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확인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력 차원들 중에서 필요한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다(이지현, 2013). 

학자 의사소통의 구성요소

Wiemann(1977)
감정이입, 협력, 지지, 행동적 융통성, 사회적 긴장완화, 

상호작용 관리

Cegala(1981) 지각력, 반응력, 주의력

Duran(1983)
사회적 침착성, 사회적 경험, 사회적 확인, 적절한 노출, 

명확한 표현, 위트

Spitzberg와 Canary(1985), 

허경호(2003)
적절성, 효과성

Rubin et al.(1991)
자아노출, 감정이입,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상호작용관리, 

타인지향성, 표현력, 지지력, 즉각성, 환경통제

<표 Ⅱ-7> 의사소통의 구성요소

5. 변혁적 리더십

가.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

급변하는 환경에서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변혁적 리더십

(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 강조되고 있다(한주희, 정진철, 2001). 최근의 급격한 환

경변화는 리더로 하여금 부하를 개발하고 동기부여 시킬 것을 강조하는데, 리더는 부하 자

신이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 집단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자극하고 

이에 호소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사용하여 부하를 개발하고 동기부여 할 것을 요청하고 있

다. 성과위주의 거래적 리더십만으로는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설명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Bass, 1985), 그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

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를 유도하여 기대 이상의 조직성과를 도출해 내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한다(Smith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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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용어는 Downton(1973)의 저서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후 

Burns(1978)는 리더란 부하와 리더의 목표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부

하의 동기를 자극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후, Bass(1985)는 이를 더 확장시켜, 

리더란 부하에게 영감을 주거나 성취 욕구를 고취시켜,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개인적 노력을 고양시키는 것으로 설명하며 구성원의 정서, 가치관, 윤리, 행동

규범, 장기적 목표를 변혁시키는 과정으로 기대 이상의 업적을 성취하도록 하는 영향력이

라고 주장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에 대한 리더의 비전 제시는 물론 개별적 배려 등을 통해 정서적 

안녕감을 고취시킴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실증 연구들에 의

해서 입증되면서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으로 인정받고 있다(Riggio et al., 2005; Rafferty & 

Griffin, 2004; Reuvers, van Engen, & Vinkenburg, 2008; Smith et al., , 2011).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들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Bass(1985)는 변혁적 리더십을 부하들로 하여금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직접적으로 부하들의 자신감을 유도

할 뿐만 아니라 부하들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들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도

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강조하였다. 

나.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들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과 함께 비교된다. Burns(1978)는 직무수행을 위해 거

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두 리더십 접근법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의 주제로 널리 사용되었다(Bass & Avolio, 

1990; Yammarino & Bass, 1990). 

일반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 주로 비교된다(Burns, 1978; Bass, 

1985). 변혁적 리더십은 현재 조직의 문제점과 이상적인 조직의 모습을 구성원들에게 제

시하여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려하는 것이고,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간의 교환

관계에 역점을 두어 리더는 구성원의 욕구를 파악하고, 주어진 성과의 달성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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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 조직 내부적인 안정과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Achua 

& Lussier, 2010). Burns(1978)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는 부하의 현재 욕구수준을 중심

으로 리더가 주도권을 쥔 도구적 교환관계에 기초한 거래적 리더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변혁적 리더란, 리더와 부하가 서로를 더 높은 수준의 동기부여와 도덕성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여 개인, 집단, 조직의 변화를 주장하는 리더라고 정의하고 있다. 거

래적 리더십이 상황적 보상(contingent reward), 예외적 관리(management by 

exception)등의 차원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토대로(Avolio & Bass, 1990, 1993, 

1995; Avolio, Waldman, & Yammarino, 1991; Avolio, Bass, & Jung, 1999, Yukl, 

2006; Bass, 1985, 1990, 1996), 변혁적 리더와 반대되는 리더십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표 Ⅱ-7> 참고).

 

유형 개념

거래적 리더십

리더와 구성원간의 교환관계에 역점을 두어 리더는 구성원의 욕구를 

파악하고, 주어진 성과의 달성정도에 따라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 

조직 내부적인 안정과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변혁적 리더십

높은 수준의 동기부여와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 조직의 문제점과 이상적인 

조직의 모습을 구성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

<표 Ⅱ-8>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비교

Lowe, Kroeck과 Sivasubramaniam(1996)은 39개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연구에서 변

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단지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업

무성과를 나타내며 보다 더 효과적인 리더로 지각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Bass와 

Avolio(1990)의 연구에서도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자신들에게 보통 기대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달성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며, 부하들은 자신들이 속한 조직의 이익

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개인적 이익을 초월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들은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의 목표달성에 효율적이라는 것을 입증하

였으며, 특히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성과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호정, 2001; 손경애,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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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 요소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으나(Brown, 

Bryant, & Reilly, 2006; Reuvers et al., 2008) 일반적으로 이상적 영향력(idealized 

influence), 영감적 동기(inspirational motivation),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그리고 개별적 배려(individualized consideration) 등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Bass 

& Avolio, 1990), 최근에는 이들 네 가지 요소들이 변혁적 리더십의 보편적인 분석 척도

로 이용되고 있다(권도희, 문병준, 조철호, 2014; Brown et al., 2006; Deng & Gibson, 

2009; Reuvers et al., 2008; Voon, Lo, Ngui, & Ayob, 2011). 

첫째, 이상적 영향력이다. 카리스마 또는 이념적 영향력으로 불리는 변혁적 리더십의 가

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카리스마 리더십은 비전을 만들고 명료화하며 집

합적 행동이 일어나도록 동기부여 시키고 환경의 추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관습

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

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부하들에게 강력한 역할모델이 되며 부하들은 리더를 

신뢰하고 존경하며 리더의 가치관과 비전을 수용하고 전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된다. 

둘째, 영감적 동기부여이다. 영감적 동기부여는 부하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열정을 불러

일으키며 격려를 통해 에너지를 북돋우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만드는 행동을 말한다. 부하

들의 역할모형으로 여겨지는 카리스마 리더와는 달리 영감적 동기부여를 하는 리더는 바

람직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제공함으로써 부하들이 스스로 능

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도록 한다. Yammarino와 Bass(1990)는 카리스마는 영감적 동

기부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영감적 동기부여는 카리스마와는 별개로 자생적으로 일

어날 수 있다고 한다. 즉 카리스마가 부하를 깨우치고 격려함으로써 영감적으로 동기부여 

시키기는 하지만 카리스마가 발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영감적 동기부여는 일어날 수 있

다는 것이다. 

셋째, 지적 자극이다. 지적자극은 부하들로 하여금 업무수행의 과거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도록 도와주며 부하의 가치관, 신념, 기대뿐만 아니라 리더

나 조직의 가치관, 신념, 기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도록 지원해주는 행동이

다. Bass와 Avolio(1995)에 따르면 리더에 의한 지적자극의 결과 부하들은 미래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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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부하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격려함으로

써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어 해결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Bass와 Avolio(1995)는 부하들

은 기존의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

력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변혁적 리더는 부하들로부터 추가적인 노력과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낸다. 

넷째, 개별적 배려이다. 개별화 된 배려는 부하를 1:1 관계에 기초하여 개별적으로 다

루며 부하의 개인적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멘토링이나 코칭 등을 통해 부하의 욕구를 

자극하고 높여 부하를 개발하고자 한다. 개별화된 배려는 리더와 부하간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에 대한 만족이나 부하들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특히 구성원들

의 참여적 의사결정이나 구성원들의 경영참여 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유형의 리더는 부하들에 대하여 친근하고 비공식적으로 대해주며 그들을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구성요소 개념

이상적 영향력

비전을 만들고 명료화하며 집합적 행동이 일어나도록 동기부여 시키고 

환경의 추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영감적 동기부여
부하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격려를 통해 

에너지를 북돋우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만드는 행동

지적 자극

업무수행의 옛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도록 

도와주며 부하의 가치관, 신념, 기대뿐만 아니라 리더나 조직의 가치관, 

신념, 기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도록 지원해주는 행동

개별적 배려

개별화 된 배려는 부하를 1:1 관계에 기초하여 개별적으로 다루며 부하의 

개인적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파악하여 만족시킬 뿐 아니라 멘토링이나 

코칭 등을 통해 부하의 욕구를 자극하고 높여 부하를 개발하는 행동

<표 Ⅱ-9>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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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학습의 관계

조직학습에 대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박희태 등(2011)이 정리한 것처럼 주로 조직구성

원들로 하여금 다른 조직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지식을 공유하도록 촉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조직학습의 과정 중에서도 지식공유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촉진하기 

위한 선행변수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한동효, 김주찬, 조현준, 2007; Bock, Zmud, 

Kim & Lee, 2005; Collins & Smith, 2006; De Dreu, 2007; Fey & Furu, 2008; 

Siemsen, Balasubramanian, & Roth, 2007; Srivastava et al., 2006; Quigley, 

Tesluk, Locke, & Bartol, 2007). 

박문수와 문형구(2001)는 지식공유의 선행변수에 대한 연구를 구조적 요인, 관계적 요

인, 지식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한동효 등(2007)은 조직 및 구조적 요인과 개인 및 관

계적 요인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이 두 연구에서는 구조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이 지식공

유의 선행변수로 공통되게 연구되었다. 구조적 요소에는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요소인 조

직문화, 조직구조, 정보기술, 보상제도, 리더십 등이 해당되며, 관계적 요소에는 지식공유의 

주체와 객체의 특성, 신뢰, 상호관계 등이 해당된다. Abrams et al.(2003)과 

Riege(2005)는 지식공유의 선행요인을 환경적인 요인과 동기적인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

는데, 조직의 구조와 조직 문화의 성격, 팀의 성격, 경영진의 지원과 같은 조직의 맥락 프

로세스 등은 환경적인 요인에 해당하며 조직에 대한 태도와 팀원에 대한 신뢰, 사회적 비

용 등은 동기적인 요인에 해당된다. 또한 Wang과 Noe(2010)는 지식공유를 실행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는 개인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조직의 분위기와 문화, 조직의 보상 등 맥

락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식공유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중 

지식공유와의 관계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학습을 촉진하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개인적 요인인 자기

주도학습능력과 구조적·관계적 요인인 의사소통능력 및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학습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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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의 관계

개인학습과 조직학습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개인이 학습한 지식이 어떠한 과정을 거

쳐 조직지식 생산에 이용되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Song & Chermack, 

2008). 

지식경제사회에서는 지식근로자가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기업의 성공은 개

인·조직의 신속한 학습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조직학습이 기업의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핵심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은 개별 구성원을 통해서 학습하지만 조직학습

이 개인학습의 단순한 합 그 이상이다(Schein, 1996). 개인의 지식이 조직 지식의 바탕

이 되므로 개인 차원에서의 지식이 조직 차원에서의 지식으로 통합되기 위한 공유는 무엇

보다 중요하다. 조직학습은 지식이 창조, 분배, 전달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조직구성원

들이 합의하여 전략이나 경영에 통합이 되는 과정이므로(Kim, 1998), 경영자의 중요한 

과제는 개인학습이 최대한 조직학습으로 연결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

다(김문식, 2013). 

개인의 학습된 지식이 공유되어 다른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조직의 성과가 향상되

며(Nonaka & Takeuchi, 1995), 일련의 공유모델에 기초한 개인 행위자의 행동에 의해서 

조직학습이 발생한다(Argyris & Schon, 1978). 또한 개인학습이 조직학습으로 가치가 발

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간의 활발한 공유 활동이 필요하다(Nonaka & Takeuchi, 

1995; Senge, 1990). 조직에서의 학습 활동의 주 목적은 개인이 학습한 지식을 작업 현

장에 이전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조직성과의 향상은 개인학

습 과정과 학습된 지식의 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ong & Chermack, 2008). 

조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학습의 전형적인 형태는 자기주도학습이 있다. 즉, 개인

학습으로서 자기주도학습이 조직학습으로 연결이 되고 그 과정으로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개인이 다양한 형태의 학습에 참여하여 지식을 획득하게 하고 그 지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조직 지식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다(이영현, 유한구, 2008). 

최근에는 자기주도학습이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이라는 유사변인을 

사용하여 측정되고 있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또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자기주도학습과 

동일한 수준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이진화, 김진모, 2006),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높은 학습자일수록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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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학습능력과 동일한 수준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변인을 고려하여 연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배을규 등(2010)은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학습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조직학습 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Conn(2000)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밝

혀졌는데, 그는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높은 학습자 집단일수록 더 다양하고 많은 양의 자

기주도학습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 간의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근거에 비해 

실증적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 특히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의 문헌연구는 자

기주도학습과 학습조직의 개념적 유사성을 토대로 그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희규

(2004)의 학습조직의 진단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습조직을 학습의 실천과정이라

는 조직학습의 차원으로 바라볼 때 지식창출, 지식공유, 지식저장, 지식활용 등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조직학습을 조직목표의 성취와 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정보와 지식을 획

득, 창출, 공유,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 수준에서 발생하는 학습임을 고려할 때, 학습

조직이라는 변인이 학습 방법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는 학습조직 또한 조직학습의 차원으

로 개념적 정의를 한 연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Confessore와 Kops(1998)는 자

기주도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학습환경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자기주도학습과 학습조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Cho(2002)는 자기주도학습이 원래 개인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여러 실증적 조사

결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학습자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협동학습에 있어서도 활

발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학습된 지식이 공유되어 조직 구성원이 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을 획득하고 수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과의 관계를 구명할 것이다. 

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관계

전통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자 자신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에 

초점을 두고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개인학습 차원을 넘어 집단학습 차원과 연계되어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조대연, 2005).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가진 학습자는 홀로 학습하기

보다 다른 학습자와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고 정보를 활용하고 협력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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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이영은, 2011),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조대연, 2005). 학습에서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의 특징은 학습

자 자신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존재로 많이 이해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몇몇 연구들(Andruske, 2000; Cho, 2002; Cho & Kwon, 2005; 

Rowland & Volet, 1996 등)에서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의 새로운 사회적 특성이 논

의되기 시작했다. 즉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들은 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 유지하

는데 적극적이며,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고 실천을 위하여 협력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의 개

인 특성으로서 집단주의적 본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인터뷰와 사례분석 등을 통

하여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발견하고 그 증거를 제시하는데 주로 집중하였다.

그 후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상호작용을 위한 의사소통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로는 노미애

(2009), 조대연(2005), Beitler와 Mitlacher(2007), Cho와 Kwon(2005)의 연구가 있

다. 그 중 Beitler와 Mitlacher(2007)의 연구에서는 독일 220명과 미국 243명의 경영학

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두 나라가 모

두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상호작용이 활발하며 정보공유도 많이 이루어졌

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조대연(2005)은 11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팀 내 대인관계

기술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기술이 높아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팀 활동에 적극

적으로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노미애(2009)는 자기주도학습의 성과를 타인

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라고 본다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가진 학습자는 대인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정서자극을 받고 상호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능력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고 하였다. 자기주도학습자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자기주도학습자의 사회적 특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회적 대인관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

한 Cho와 Kwon(2005)은 자기주도성이 높은 개인의 집단주의적 특성에 기초하여 자기주

도학습 준비도가 근로자들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밝혔다. 즉 그들은 자

기주도성이 높은 근로자들이 집단 또는 조직 내 공유된 목적달성을 위하여 동료들과 정보

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비형식적 학습기회를 창출하며, 이러한 학습기회는 조직몰입의 향

상으로 이어진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자기주도학습과 학습자의 자



- 34 -

기주도학습능력에 대한 이해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넘어 상호작용, 협동, 그리고 사회적 측

면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가진 학습자들은 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유지하는데 

적극적일뿐만 아니라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협력할 것임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

기주도학습능력과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를 구명할 것이다. 

다. 의사소통능력과 조직학습의 관계

 최근 기업들은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관계형성과 집단 협업이 조직 효과성과 기업성과

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엄동욱 외, 2011; Quirke, 2000), 조직구성원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조직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의사소통이 곧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을 만큼 의사소통은 조직 생존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Taylor & 

Van Every, 2000; Van Vuuern, De Jong & Seydel, 2007).

그러나 이러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에는 한계가 존재

한다.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의사소통 진단(communication audit)이나 의사

소통 만족 요인 자체에 집중되어 있거나 직무만족이나 직무몰입과 같은 몇 가지조직 효과

성 변수와의 관계 고찰에 한정되어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유선욱, 신호창, 2011). 최근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전략과 조직-사원 관계성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실증연구(문비치, 

이유나, 2009; 이유나, 2007), 의사소통과 사회자본과의 관련성 연구(이준웅, 김은미, 문

태준, 2005) 등 의사소통과 신뢰와의 관계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특정 대상에 대한 

신뢰에 대한 연구와 조직의사소통 요인 중 주로 정보적 측면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

다(유선욱, 신호창, 2011).

기존의 의사소통 선행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소통과 신뢰와의 관계성 

연구(김창완 외, 2007; 유선욱, 신호창, 2011)와 의사소통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박미

선 외, 2010), 의사소통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황명호, 2003; 이전희 

외, 2011; 장세유, 이희정, 2014; 곽의영, 1997), 의사소통 만족과 창의성 간의 연구(장

충석, 박종오, 2007 등이 있다. 지식공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동기뿐만 아니라 조직문

화와 보상제도, 경쟁적 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선행연구(조옥래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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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ck et al., 2005; Wang & Noe, 2010)는 기업에 있어서 조직문화 특히 조직 내 의사

소통 관련 변인이 지식공유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조직구성원이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하며, 업무를 공유하

고, 조직의 분위기를 활기차게 함으로써 집단의 응집성을 높이는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하

였다(김성완, 1993). 즉, 언어적 수단을 통한 것뿐만 아니라 광의의 인간관계를 포함하여 

조직 내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조직 내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능률증대와 사기증진 및 업무의 효과적 달성에 공헌하고, 개개 구성

원의 의무와 업무목표달성의 수단을 이해하며, 조직계층의 대인관계에서 수평, 수직적으로 

야기되는 복잡한 관계를 해결하고 조직목표에 구성원의 행동을 일치시키는 수단이라는 점

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는 추세이다(박정아, 1995; 정다운, 2009). 

따라서 조직학습에 있어 개인이 보유한 의사소통능력이 구성원 간 지식공유 및 창출 등

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과 조직학습과의 관

계를 구명할 것이다. 

라.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학습의 관계

Cleveland(1985)는 그의 저서인‘지식경영’에서 리더십이 조직의 지식경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리더가 지식경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의사소통 및 인적 네트

워크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Lang(2001)도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는 지식의 창조, 공유, 활용에 결정적인 요인임을 언급하고 있다. 

Beckman(1997)은 지식공유에 초점을 맞추고 지식공유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관리자

의 리더십과 몰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Wang과  Noe(2010)는 지식공유

를 촉진하는 요인에는 환경적 요인에 경영진의 지원, 지식을 공유하려는 개인의 의도 등

이 맥락적인 요소인 조직의 분위기와 문화, 조직의 보상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조직학습을 위한 지식을 공유하는 데 있어 외재적 보상 이외에 내재적 보상을 강

조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면, O'Dell과 Grayson(1998)은 지식경영에 대한 보상

과 관련하여 시간이 경화함에 따라 조직구성원은 금전적 보상보다 업무자체로부터 보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식전달 시스템 자체가 지식 근로자들에게 주는 내

재적인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식의 사용자가 보다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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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그들의 업무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지식 기여자가 동료들로부터 보다 핵심

적인 공헌자 또는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받게 된다면, 명시적 보상이나 인센티브 없이도 

자신이 가진 지식을 공유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Wasko et al.(2005)은 지식파워의 손실 및 코드화 노력 등 지식공유의 비용 요소보다

는 조직보상, 평판 효과, 상호 호혜성, 지식의 효력, 타인도움의 즐거움 등과 같은 지식공

유의 혜택 요소가 지식을 공유하는데 있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김효근 등

(2002)도 지식기여도를 증가시키는데 비금전적 보상의 중요성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논

리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부여를 통해 구성원들의 지식공

유를 촉진할 수 있다. 즉, 변혁적 리더십은 개인과 집단을 동기부여 시킴으로써 개인과 집

단의 학습을 독려하며, 부서 내 그리고 부서 간 학습전이 속성을 가지고 자신보다 더 낮

은 계층의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속성을 전이시킬 수 있다(Bass, 1985; Waldman & 

Yammarino, 1999). 뿐만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지식창출 및 공유를 촉진

하고 활성화시킨다.

Bryant(2003)는 개인 및 집단 수준에서 변혁적 리더십과 지식공유 간의 관계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은 개인 수준에서 창의성, 혁신 등이 왕성히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지식창출을 촉진하고 집단 수준에서 통합과 정신적 공유 모델 등이 활발하게 일

어나도록 함으로써 지식공유를 촉진시킨다. Beckman(1997)은 지식공유 행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층의 리더십이 선행되어야하며, O’Dell과 Grayson(1998)은 지식공유 

환경을 조성하려는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을 강조하였다. 또한 Holsapple과 Joshi(2003)는 

조직의 관리적 요인 중에서 리더십이 지식공유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윤

승의(2003)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와 지식경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이 지식경영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Crawford(2005)는 개인수준에서 845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

더십, 그리고 자유방임형 리더십이 지식창출, 지식공유, 지식응용으로 이루어진 ‘지식경

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진행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이 지식경영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Chen과 Barnes(2006)도 전문가 서비스 조직에서 변혁

적 리더십이 조직 내부의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변혁적 리더십은 지식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변혁적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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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내재적 보상은 지식 근로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동기유발을 시키게 하는 원동력

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재적 보상은 지식공유의 촉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기대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학습과의 관계를 구명할 

것이다. 

마. 선행연구 종합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변혁적 리더십, 조직학습에 대한 

연구의 종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행연구

자기주도학습능력

→조직학습

배을규, 이민영(2010), 송윤희(2011), Bontis et al.(2002), Cho(2002),  

Ho(2008), Yang et al.(2004) 등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노미애(2009), 조대연(2005),  Beitler & Mitlacher(2007), Cho & 

Kwon(2005) 등

의사소통능력

→조직학습

Beckman(1997), Bock et al., (2005), Lang(2001), Wang & 

Noe(2010), 조옥래 외(2007) 등

변혁적 리더십

→조직학습

김대원(2012), Beckman(1997), Bryant(2003), Crawford(2005), 

Holsapple & Joshi(2003) 등

<표 Ⅱ-10>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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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의사소통능력의 역할을 

검증하고, 의사소통능력과 조직학습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역

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적 연구모형은 [그림 Ⅲ

-1], [그림 Ⅲ-2]와 같다. 

[그림 Ⅲ-1] 대졸 초기 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목적달성 의사소통),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의 가설적 연구 모형

[그림 Ⅲ-2] 대졸 초기 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관계유지 의사소통),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의 가설적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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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회사명 No. 회사명 No. 회사명

1 삼성전자 35 한화생명보험 69 포스코건설

2 한국전력공사 36 하나은행 70 삼성엔지니어링

3 현대자동차 37 중소기업은행 71 홈플러스

4 SK에너지 38 공무원연금공단 72 여천NCC

5 GS칼텍스 39 신한은행 73 LS니꼬동제련

6 한국가스공사 40 현대해상화재보험 74 현대위아

7 기아자동차 41 SK텔레콤 75 현대상선

8 LG전자 42 삼성중공업 76 한국남부발전

9 포스코 43 동부화재해상보험 77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0 에쓰-오일 44 농협중앙회 78 E 1

11 삼성생명보험 45 농협생명보험 79 엘지이노텍

12 엘지디스플레이 46 교보생명보험 80 아시아나항공

13 삼성디스플레이 47 한국시티은행 81 두산중공업

14 현대중공업 48 농협은행 82 한화손해보험

15 한국토지주택공사 49 대한항공 83 현대엔지니어링

16 삼성화재해상보험 50 롯데케미칼 84 삼성전기

17 에스케이네트웍스 51 현대글로비스 85 신한생명보험

18 대우인터내셔널 52 LG유플러스 86 한화

<계속>

<표 Ⅲ-1> 2014년 매출액 기준 대한민국 1000대 기업 중 500대 기업 예시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대졸 초기 경력자들이다. 그러므로 국내 

대기업에 대한 기준과 대졸 초기 경력자에 대한 기준을 분석한 후 목표 모집단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법에 근거하여 상

시 종사자 수 및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방법(중소기업청, 

2014), 1000대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법(대한상공회의소, 2014)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다. 중소기업법에 근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시 종사자 수가 300명 이하인 경우를 중

소기업, 이상인 경우를 대기업으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

이 인원수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지 않으며 구분된 대기업 

집단이 대기업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

출액을 기준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에서 제공하는 2014년 1000대 기업 중 상위 

500대 국내 대기업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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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엘지화학 53 이마트 87 한국중부발전

20 삼성물산 54 현대건설 88 GS리테일

21 현대모비스 55 LIG손해보험 89 크레디트스위스은행서울지점

22 현대오일뱅크 56 대우건설 90 한국서부발전

23 KT 57 한국수력원자력 91 NH투자증권

24 BNP파리바은행서울지점 58 한국외환은행 92 삼성SDI

25 SK하이닉스 59 삼성토탈 93 현대종합상사

26 한국산업은행 60 효성 94 삼성SDS

27 롯데쇼핑 61 SK건설 95 한국동서발전

... .... ....

둘째,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취업한 5년 이하의 초

기 경력자를 의미한다. 2015년 9월 현재 경제활동 인구 중 청년층(15~29세)은 4,296천

명이며, 이 중 대졸 경제활동 인구수만 보고되고 있을 뿐, 별도의 개인적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표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

체 인구를 대상으로 최종 교육 연한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성별, 업종별 등의 기본적인 분

류체계상의 인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확률표집(non-probability sampling) 방법 

중 유의표집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졸 초기 경력자를 대학교

를 졸업하고 해당 직업분야에 취업한지 5년 이하인 대기업 근로자로 한정하였다. 이는 조

직 적응기간과 관련하여 첫 취업 후 초기경력 5년은 직업 생활에서 학습과 적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고, 이에 실패할 경우 직업생활을 이탈하기 가장 쉬운 단계이기 

때문에(이철선, 2007; 장원섭, 김소영, 김민영, 김근호, 2007; 채창균, 김안국, 오호영, 

2005;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 Feldman, 1988) 그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취업자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100대 기업에 재직하는 5년 이하의 대

졸 초기 경력자를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목표 모집단의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목표 모집단의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모집단의 대표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수의 표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의표집과 같은 

비확률표집의 경우 신뢰도에 따른 적절한 표본 크기에 대한 통계적인 규칙이 제시되지 않

고, 비확률표집의 경우에는 일반화를 위해 더 큰 표본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지침이 제시

되고 있다. 또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수에 상관없이 표본 집

단의 절대 수에 기인하며, 사회과학에서는 300명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표본 집단이라고 

보고 있다(류근관, 2005). 그리고 신뢰도 95%를 적용할 경우, 모집단이 25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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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 신뢰도를 고려한 적정 표집수로 384명이 제시되고 있다(Krejcie & Morgan, 

1970).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주요 분석방법으로 사용하며, 정

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통계분석에 적절한 표본크기를 설정하기 위해 세부집단 간 차이

(연령, 근무기간)를 고려하여 한 분야로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기업을 선정하였으며, 평균 

회수율과 유효 자료율 및 불성실 응답률을 고려하여 목표 표집 수를 400부로 설정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3. 조사도구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도구를 활용할 것이며, 응답자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응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별 하

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측정 대상은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구분 문항 수 문항 번호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습과정관리

학습결과평가

학습동기

자아개념

학습활동의 지속성

학습자원이용관리

학습환경조성

3

3

3

3

3

3

3

Ⅰ. 1∼3

Ⅰ. 4∼6

Ⅰ. 7∼9

Ⅰ. 10∼12

Ⅰ. 13∼15

Ⅰ. 16∼18

Ⅰ. 19∼21

의사소통능력
목적달성 의사소통

관계유지 의사소통

9

9

Ⅱ. 1∼9

Ⅱ. 10∼18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부여

개인적 배려

지적 자극

8

4

4

4

Ⅲ. 1∼6

Ⅲ. 7∼10

Ⅲ. 11∼14

Ⅲ. 15∼18

조직학습

지식창출

지식공유

지식저장

지식활용

4

4

4

4

Ⅳ. 1∼4

Ⅳ. 5∼8

Ⅳ. 9∼12

Ⅳ. 13∼16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별, 연령, 근무기간, 

회사업종, 직무유형
5 Ⅴ. 1∼6

문항총계 80 -

<표 Ⅲ-2>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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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활용된 조사도구는 전문가 검토과정과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먼저 각 변인에 맞는 도구를 선정하고, 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여 질

문지를 개발한 후 인적자원개발(HRD)을 전공한 박사 2인과 박사수료생 1인, 대기업 초

기 경력자 2인에게 해당 문항이 적절한지, 대기업 초기 경력자가 인식하기에 쉽고 명확한

지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그 결과 일부 문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해하기가 어려

워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이 연구의 목표 모집단으로 선정된 상위 100대 기업의 대졸 초기 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수집은 2016년 4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88부가 회수 되었고, 이 중 불

성실 응답 8부를 제외하여 80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조직학습,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에 대하여 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

뢰도 분석은 문항내적일치도 계수를 산출하여 검사도구 전체의 신뢰도 수준을 확인하고, 

문항제거 시 신뢰도 계수를 함께 참고하였다. 

가. 조직학습 측정도구

1) 조직학습 측정문항

조직학습은 조직의 내․외부로부터 지식, 정보, 노하우 등을 습득하거나 창출하여, 이를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조직내부에 저장하며, 업무 현장에서 활용하여 조직유효성을 높이는 

체계화된 과정을 의미한다. 조직학습은 송민열(2009)이 김희규(2004)와 이미라(2007)

의 항목을 참조하여 지식창출, 지식공유, 지식저장, 지식활용 등의 네 가지 하위 변인을 

측정하는 16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α=.727∼.851로 나타났다. 

예비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직학습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전체 .925이며, 지식창출 .763, 

지식공유 .841, 지식저장 .863, 지식활용 .801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는 내적일치도 계

수를 산출하여 최종 신뢰도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내적일치도 계수는 전체 .851이며, 

지식창출 .727, 지식공유 .767, 지식저장 .802, 지식활용 .80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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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80) 본조사(n=316)

조직학습 .925 .851

지식창출 .763 .727

지식공유 .841 .767

지식저장 .863 .802

지식활용 .801 .803

<표 Ⅲ-3> 조직학습의 내적일치도 계수

확인적 요인분석(CFA) 모형을 통해 살펴본 적합도의 결과는 <표 Ⅲ-5>와 같다. 절대

적합지수를 살펴보면 GFI는 .903, AGFI는 .861, RMSEA는 .078로 AGFI는 제외하고 

모든 값이 수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GFI와 AGFI의 경우는 표본특성에 

기인한 비일관성(inconsistencies)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특성으로

부터 자유로운 CFI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록 AGFI가 .9이하 이지만 CFI가 .9

이상이므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송지준, 2016). 증분적합지수를 살펴보

면 NFI는 .880, IFI는 .918, CFI는 .917로 IFI와 CFI는 수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측정값 해석

절대적

합지수

GFI ≥ .90 .903 적합

AGFI ≥ .90 .861 부적합

RMSEA ≤ .10 .078 적합

증분적

합지수

NFI ≥ .90 .880 부적합

IFI ≥ .90 .918 적합

CFI ≥ .90 .917 적합

<표 Ⅲ-4> 조직학습 조사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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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가는 학습자의 특성이며, 학습과정 관

리, 학습결과 평가, 학습동기, 자아개념, 학습활동의 지속성, 학습자원 이용관리, 학습환경 

조성의 영역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기존 측정도구는 

자기주도학습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특성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지자, 

1996; Candy, 1991; Guglielmino, 1977; Long, 1989; Oddi, 1984). 그러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서의 능력이란 단순히 개인의 내적 특성만이 아니라 자기주도학습 관련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동기, 태도와 스킬,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의 능력을 포괄함으로써 전인적 차

원의 통합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배을규, 김대영, 2012). 따라서, 인지적, 행동적 

특성이 모두 포함된 배을규와 이민영(2010)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할 것이

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α=.655∼.806으로 나타났다. 

예비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전체 .898이며, 학습과

정관리 .835, 학습결과평가 .680, 학습동기 .741, 자아개념 .620, 학습활동의 지속성 

.718, 학습자원이용관리 .668, 학습환경조성 .830으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는 내적일치

도 계수를 산출하여 최종 신뢰도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내적일치도 계수는 전체 .806

이며, 학습과정관리 .752, 학습결과평가 .668, 학습동기 .735, 자아개념 .719, 학습활동의 

지속성 .655, 학습자원이용관리 .726, 학습환경조성 .749로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80) 본조사(n=316)

자기주도학습능력 .898 .806

학습과정관리 .835 .752

학습결과평가 .680 .668

학습동기 .741 .735

자아개념 .620 .719

학습활동의 지속성 .718 .655

학습자원이용관리 .668 .726

학습환경조성 .830 .749

<표 Ⅲ-5> 자기주도학습능력의 내적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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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요인분석(CFA) 모형을 통해 살펴본 적합도의 결과는 <표 Ⅲ-7>와 같다. 절대

적합지수를 살펴보면 GFI는 .903, AGFI는 .861, RMSEA는 .880로 AGFI는 제외하고 

모든 값이 수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GFI와 AGFI의 경우는 표본특성에 

기인한 비일관성(inconsistencies)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특성으로

부터 자유로운 CFI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록 AGFI가 .9이하 이지만 CFI가 .9

이상이므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송지준, 2016). 증분적합지수를 살펴보

면 NFI는 .880, IFI는 .918, CFI는 .917로 NFI를 제외하고는 모두 모형의 수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측정값 해석

절대적

합지수

GFI ≥ .90 .903 적합

AGFI ≥ .90 .861 부적합

RMSEA ≤ .10 .078 적합

증분적

합지수

NFI ≥ .90 .880 부적합

IFI ≥ .90 .918 적합

CFI ≥ .90 .917 적합

<표 Ⅲ-6> 자기주도학습능력 조사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적합도 지수)

3)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상호작용 상황에서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개인의 능

력을 의미한다. Rubin et al.(1991)은 이전에 논의된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들 중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10가지 하위요인을 추출하여 척도(IC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로 개발하였고, 자아노출, 감정이입, 사회적 긴장완화, 주장력, 상호작용관리, 

타인지향성, 표현력, 지지력, 즉각성, 환경통제라는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를 확인하였

다. 이를 한국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목적달성 의사소통 및 관계유지 의사소통으로 하위요

인을 재구성한 허경호(2003)의 GICC(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가 개발되었다. 목적달성 의사소통은 직무수행을 위해 의사소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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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능력이고, 관계유지 의사소통은 커뮤니케이터 상호간의 관

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

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직 구성원과의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허경호(2003)의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

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사용할 것이다. 허경호(2003)의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는 

국내 의사소통 관련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김양현, 2008; 배주영, 2009; 

이현숙, 2008; 정수희, 2009)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α=.727∼.851로 나타났다. 

예비조사 결과에 의하면 의사소통능력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전체 .832이며, 목적달성 

의사소통 .682, 관계유지 의사소통 .706으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는 내적일치도 계수를 

산출하여 최종 신뢰도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내적일치도 계수는 전체 .839이며, 목적달

성 의사소통 .650, 관계유지 의사소통 .664로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80) 본조사(n=316)

의사소통능력 .832 .839

목적달성 의사소통 .682 .650

관계유지 의사소통 .706 .664

<표 Ⅲ-7> 의사소통능력의 내적일치도 계수

확인적 요인분석(CFA) 모형을 통해 살펴본 목적달성 의사소통 적합도의 결과는 <표 

Ⅲ-9>와 같다. 절대적합지수를 살펴보면 GFI는 .963, AGFI는 .931, RMSEA는 .064로 

모든 값이 수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분적합지수를 살펴보면 NFI는 .902, 

IFI는 .943, CFI는 .941로 모두 모형의 수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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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측정값 해석

절대적

합지수

GFI ≥ .90 .963 적합

AGFI ≥ .90 .931 적합

RMSEA ≤ .10 .064 적합

증분적

합지수

NFI ≥ .90 .902 적합

IFI ≥ .90 .943 적합

CFI ≥ .90 .941 적합

<표 Ⅲ-8> 목적달성 의사소통 조사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적합도 지수)

확인적 요인분석(CFA) 모형을 통해 살펴본 관계유지 의사소통 적합도의 결과는 <표 

Ⅲ-10>와 같다. 절대적합지수를 살펴보면 GFI는 .964, AGFI는 .915, RMSEA는 .075

로 모든 값이 수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분적합지수를 살펴보면 NFI는 

.902, IFI는 .935, CFI는 .933으로 모두 모형의 수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측정값 해석

절대적

합지수

GFI ≥ .90 .964 적합

AGFI ≥ .90 .915 적합

RMSEA ≤ .10 .075 적합

증분적

합지수

NFI ≥ .90 .902 적합

IFI ≥ .90 .935 적합

CFI ≥ .90 .933 적합

<표 Ⅲ-9> 관계유지 의사소통 조사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적합도 지수)

4)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조직성과를 도출해내는 직속상사의 리더십을 의미한다. Bass(1985)는 변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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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척도(MLQ: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aire)를 개발하였

고, 이를 보완하여 Bass와 Avolio(1990)이 변혁적 리더십의 척도(MLQ-5X: Multi 

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 이화용(2004)은 이를 한국적인 정서

를 바탕으로 번안하였으며,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따라서 이화용(2004)의 측정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α=.713

∼.726으로 나타났다. 

예비조사 결과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십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전체 .947이며, 카리스마 

.875, 영감적 동기부여 .792, 개인적 배려 .837, 지적 자극 .793으로 나타났다. 본조사에

서는 내적일치도 계수를 산출하여 최종 신뢰도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내적일치도 계수

는 전체 .910이며, 카리스마 .829, 영감적 동기부여 .823, 개인적 배려 .811, 지적 자극 

.805로 나타났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80) 본조사(n=316)

변혁적 리더십 .947 .910

카리스마 .875 .829

영감적 동기부여 .836 .823

개인적 배려 .851 .811

지적 자극 .808 .805

<표 Ⅲ-10> 변혁적 리더십의 내적일치도 계수

확인적 요인분석(CFA) 모형을 통해 살펴본 적합도의 결과는 <표 Ⅲ-12>과 같다. 절

대적합지수를 살펴보면 GFI는 .879, AGFI는 .837, RMSEA는 .077으로 GFI, AGFI를 

제외한 RMSEA 값이 수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GFI와 AGFI의 경우는 

표본특성에 기인한 비일관성(inconsistencies)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CFI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비록 AGFI가 .9이하 이지

만 CFI가 .9이상이므로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송지준, 2016). 증분적합

지수를 살펴보면 NFI는 .876, IFI는 .916, CFI는 .915로 NFI를 제외하고는 모두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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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측정값 해석

절대적

합지수

GFI ≥ .90 .879 부적합

AGFI ≥ .90 .837 부적합

RMSEA ≤ .10 .077 적합

증분적

합지수

NFI ≥ .90 .876 부적합

IFI ≥ .90 .916 적합

CFI ≥ .90 .915 적합

<표 Ⅲ-11> 변혁적 리더십 조사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적합도 지수)

4.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조사대상 기업을 선정한 뒤, 협력자 확보, 설문지 및 이메일 발송, 설문지 

수거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였다. 각 대상 기업별 협력자 1인을 확보하여 연구의 목적과 

협조 안내, 표집대상, 설문 기간, 설문 방법 등에 대한 안내 후, 설문 가능 인원을 파악하

여 온라인 설문 시스템(KSDC)을 활용하였으며, 소수의 설문 협조자의 요청으로 우편을 

통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그동안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에서 낮은 

회수율을 문제로 삼고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체계적

인 자료수집 방법을 연구한 Dillman(2000)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첫 대면을 위해 

협력자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고 연구의 취지와 질문지 발송에 대해 논의한 후, 해당 

기관에서 설문이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협력자에게 설문조사 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다. 이후 표지, 질문지, 반송봉투, 설문응답자에 대한 소정의 인센티

브 등이 포함된 설문패키지를 발송하고, 1주일 후 협력자에게 다시 설문응답에 대한 협조

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설문패키지를 발송하였다. Dilman은 이후에도 설문이 

취합되지 않는 경우 1∼2차례에 걸쳐 설문응답에 대한 협조를 재확인하도록 제안하였으므

로, 자료회수가 제한적이었던 5개 기업에 대해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자료배포 및 수집은 2016년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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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385부(회수율 93.9%)중 불성실응답, 미응답자료를 제거하여 

31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Window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통계기법은 <표 Ⅲ-8>과 같다. 자료 분석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

여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종속변인을 조직학습으로 하였고, 독립변인을 자

기주도학습능력, 매개변인을 의사소통능력, 조절변인을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투입

하였다. 또한 2016년 5월 8일까지 자료수집이 종료되면, Preacher, Rucker 및  

Hayes(2007)가 제시한 SPSS Macro를 이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연구가설 통계방법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

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학습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

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학습은 서로 간에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

의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 조직학습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계적 회귀분석

(매개,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표 Ⅲ-12> 연구가설에 적용할 통계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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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자료의 일반적 특성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서 응답자의 특성은 응답자 개인의 일반적 특성 및 응답자 소속 조직의 일반

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 근무기간, 회사업종, 직무유형 등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

과는 <표 Ⅳ-1>과 같다. 먼저 성별 분포는 남성 58.9%(186명), 여성 41.1%(130명)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별 응답자의 분포는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가 5년 미만의 재직자임

을 고려할 때, 20세부터 40세 미만의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대 76.6%(242명), 

30대 23.4%(74명)이었다. 근무기간별 응답자의 분포는 1년 미만 32.9%(104명), 1년 

이상 2년 미만 14.9%(47명), 2년 이상 3년 미만 11.1%(35명), 3년 이상 4년 미만 

16.5%(52명), 4년 이상 5년 미만 24.7%(78명)이었다. 회사업종별 응답자의 분포는 제

조업 46.2%(146명), 비제조업 53.8%(170명)이었다. 직무유형별 응답자의 분포는 기획, 

관리, 총무, 인사 24.7%(78명), 영업, 마케팅 15.5%(49명), 연구개발 20.6%(65명), 생

산 12.7%(40명), 서비스 11.4%(36명), 기타 15.2%(4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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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86 58.9

여성 130 41.1

연령

20대 242 76.6

30대 74 23.4

근무기간

1년 미만 104 32.9

1년 이상∼2년 미만 47 14.9

2년 이상∼3년 미만 35 11.1

3년 이상∼4년 미만 52 16.5

4년 이상∼5년 미만 78 24.7

회사업종

제조업 146 46.2

비제조업 170 53.8

직무유형

기획, 관리, 총무, 인사 78 24.7

영업, 마케팅 49 15.5

연구개발 65 20.6

생산 40 12.7

서비스 36 11.4

기타 48 15.2

계 316 100.0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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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변인의 일반 통계량

이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은 총 5개로 기술통계량은 <표 Ⅳ-2>와 같다. 각 변인의 검

사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전체 75문항으로 되어있으며 각각의 변인들은 316개의 자

료로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은 타당화 과정을 통해 선정된 문항들의 평균값을 활용하였으

므로 측정치의 범위는 최소 1에서 최대 5이다. 각 변인들의 평균은 3.52∼3.96으로 나타

났는데, 자기주도학습능력이 3.96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의사소통능력이 3.73, 목

적달성 의사소통이 3.76, 관계유지 의사소통이 3.69, 조직학습이 3.58, 변혁적 리더십이 

3.52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직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기주

도학습능력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조직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인 중 학

습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자 하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이어 목적달성 의사소통 및 관계유지 의사소통, 조직학습, 변

혁적 리더십이 보통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수준은 최솟값 2.67, 최댓값 5.00이고, 총점 평균은 3.96으로 나타났

다. 의사소통능력 수준은 최솟값 2.61, 최댓값 4.78이고, 총점 평균은 3.73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적달성 의사소통 수준은 최솟값 2.44, 최댓값 4.89이고, 총점 평균은 3.76으로 나타

났으며 관계유지 의사소통 수준은 최솟값 2.56, 최댓값 4.67이고, 총점 평균은 3.69로 나타

났다.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수준은 최솟값 1.00, 최댓값 5.00이고, 총점 평균은 3.52로 

나타났다. 조직학습 수준은 최솟값 1.25, 최댓값 5.00이고, 총점 평균은 3.58로 나타났다. 

변인 문항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기주도학습능력 21 3.96 0.46 2.67 5.00

의사소통능력 18 3.73 0.42 2.61 4.78

목적달성 의사소통 9 3.76 0.46 2.44 4.89

관계유지 의사소통 9 3.69 0.44 2.56 4.67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20 3.52 0.67 1.00 5.00

조직학습 16 3.58 0.64 1.25 5.00

<표 Ⅳ-2> 연구변인의 일반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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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학습의 수준

가. 조직학습의 기술적 통계량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가 응답한 조직학습 수준은 <표 Ⅳ-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직학습 검사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전체 16문항으로 되어있다. 5점 평균을 

기준으로 전체 조직학습 수준은 최솟값 1.25점, 최댓값 5.00이고, 총점 평균은 3.58로 나

타났다. 이는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조직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를 뒷받침하

고 있다. 또한 조직학습에서도 지식공유가 3.66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었고, 대기업 대

졸 초기 경력자의 조직학습이 지식공유를 통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조직학습 1.25 5.00 3.58 0.65

지식창출 1.00 5.00 3.37 0.80

지식공유 1.50 5.00 3.66 0.73

지식저장 1.00 5.00 3.65 0.83

지식활용 1.00 5.00 3.64 0.75

<표 Ⅳ-3> 조직학습 측정 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나. 개인 및 조직 특성에 따른 조직학습의 수준 차이

1) 성별에 따른 조직학습 수준 차이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성별에 따라 조직학습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4>과 같다. 성별에 따른 조직학습 수준 차

이를 5점 평균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조직학습 수준 평균은 3.55, 여성의 조직학습 수준 

평균은 3.63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조직학습의 수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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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조직학습
남성 186 3.55 0.67

-1.086
여성 130 3.63 0.61

<표 Ⅳ-4>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 성별에 따른 조직학습 수준

2) 연령에 따른 조직학습 수준 차이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연령에 따라 조직학습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연령에 따른 조직학습 수준 차이를 5

점 평균으로 살펴보면, 20대 조직학습 수준 평균은 3.65, 30대 조직학습 평균은 3.36이었으

며, t값이 3.333(p=.000)로 연령에 따른 조직학습의 수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20대의 조직학습의 수준이 30대의 조직학습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연령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조직학습
20대 242 3.65 0.65

3.333***

30대 74 3.36 0.60
*p<0.05, **p<0.01, ***p<0.001

<표 Ⅳ-5>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 연령에 따른 조직학습 수준

3) 근무기간에 따른 조직학습 수준 차이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조직학습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6>와 같다. 근무기간에 따른 조직학습 수준 차이

를 5점 평균으로 살펴보면, 1년 미만 재직한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조직학습 수준 

평균은 3.88,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자의 조직학습 수준 평균은 3.20, 2년 이상 3년 미

만 재직자의 조직학습 수준 평균은 3.55, 3년 이상 4년 미만 재직자의 조직학습 수준 평

균은 3.42, 4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의 대졸 초기 경력자의 조직학습 수준 평균은 3.53

으로, 1년 미만 재직자의 대졸 초기 경력자의 조직학습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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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근무기간에 따른 조직학습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느 근무기간 대에서 조직학습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1년 미만이 다른 근무기간 재직자보다 조직학습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 이상 3년 미만 재직자의 조직학습 수준이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자의 조직학습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근무기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⑤

조

직

학

습

1년 미만 104 3.88 0.60

12.435***

* * * * *

1년 이상~2년 미만 47 3.20 0.62 *

2년 이상~3년 미만 35 3.55 0.42 *

3년 이상~4년 미만 52 3.42 0.56

4년 이상~5년 미만 78 3.53 0.69
*p<0.05, **p<0.01, ***p<0.001

<표 Ⅳ-6>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 근무기간에 따른 조직학습의 인식수준 차이

4) 회사업종에 따른 조직학습 수준 차이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회사업종에 따라 조직학습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7>와 같다. 회사업종에 따른 조직학습 수준 차

이를 5점 평균으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조직학습 수준 평균은 3.57 비제조업의 조직학습 수준 

평균은 3.59이었으며, 회사업종에 따른 조직학습의 수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회사업종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조직학습
제조업 146 3.57 0.71

-.303
비제조업 170 3.59 0.59

<표 Ⅳ-7>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 회사업종에 따른 조직학습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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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유형에 따른 조직학습 수준 차이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직무유형에 따라 조직학습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근무기간에 따른 조직학습 수준 차이

를 5점 평균으로 살펴보면, 기획, 관리, 총무, 인사 직무 재직자의 조직학습 수준 평균은 

3.59, 영업, 마케팅 직무 재직자의 조직학습 수준 평균은 3.57, 연구개발 직무 재직자의 

조직학습 수준 평균은 3.66, 생산 직무 재직자의 조직학습 수준 평균은 3.37, 서비스 직

무 재직자의 조직학습 수준 평균은 3.47, 기타 직무 재직자의 조직학습 수준 평균은 3.73

이었다. 

구분 직무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조직학습

기획, 관리, 총무, 인사 78 3.59 0.70

1.818

영업, 마케팅 49 3.57 0.59

연구개발 65 3.66 0.65

생산 40 3.37 0.75

서비스 36 3.47 0.60

기타 48 3.73 0.53

<표 Ⅳ-8>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 직무유형에 따른 조직학습의 인식수준 차이

3. 조직학습,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의 상관관계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조직학습,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의 변

혁적 리더십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Ⅳ-9>과 같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01에서 모든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

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조직학습은 자기주도학습능력과는 .536, 목적달성 의사소통과는 

.436, 관계유지 의사소통과는 .490,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는 .486으로 정적 상

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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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달성 의사소통은 자기주도학습능력과 .574의 정적 상관을, 관계유지 의사소통은 자

기주도학습능력과 .523의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조절변인인 변혁적 리더십은 

독립변인인 목적달성 의사소통과는 .339, 관계유지 의사소통과는 .376의 낮은 상관을 보

였다. 

이를 통해,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조직학습 수준은 자기주도학습능력, 관계유지 의

사소통,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목적달성 의사소통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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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연령 근무기간 회사업종 직무유형
자기주도

학습능력

의사소통

능력

목적달성 

의사소통

관계유지 

의사소통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학습

성별 1

연령 -.204** 1

근무기간 .121* .376** 1

회사업종 .336** .003 .178** 1

직무유형 .033 -.034 .118* .064 1

자기주도

학습능력
.011 -.204** -.267** -.094 -.162** 1

의사소통

능력
.078 -.100 -.149** -.036 -.039 .591** 1

목적달성 

의사소통
.062 -.146** -.173** -.052 -.010 .574** .932** 1

관계유지 

의사소통
.084 -.038 -.102 -.014 -.063 .523** .924** .723** 1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057 -.059 -.089 -.139* -.022 .511** .385** .339** .376** 1

조직학습 .061 -.185** -.189** .017 .009 .536** .498** .436** .490** .486** 1

*p<0.05, **p<0.01

<표 Ⅳ-9> 변인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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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주도학습능력, 목적달성 의사소통,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학습의 관계

본 연구에서 상정한 첫 번째 연구문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의사소통능력이 매개하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

과 조직학습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목적달성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목적달성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학습에 이르는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단계적 분석법을 실시하였다. 이는 총 세 단계의 

매개효과 분석단계에 따라 매개효과의 유무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제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제 2단계에서는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제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통하여 검정이 이루어진다. 이때 2단계 회귀분석 

결과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값은 제 3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값보다 

클 때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3단계에서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이 여전히 유의한 경우에는 부분매개,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경우 완전매개로 본다. 

<표 Ⅳ-10>은 위의 절차에 따라 이 연구의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독립변인인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매개변인인 목적달성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였는데,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을수록 목적달성 의사소통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β=.565, t=11.674, p<.001).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전체효과를 살펴

보면,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아질수록 조직학습 역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515, t=10.370, p<.001).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인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통제한 상태에

서 매개변인인 목적달성 의사소통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이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187, t=3.273). 또한 매개변인인 목적달성 의사소통의 영향

력을 고려했을 때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매개변인의 효과를 고려

하지 않았을 때보다 감소하였으며,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조직학습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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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β=.354, t=6.369, p<.001)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목적달성 의사

소통을 부분매개하여 조직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종속변수: 

목적달성의사소통
종속변수: 조직학습 종속: 조직학습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통

제

변

인

연령
-.028

(.218)
-.026 -.517

-.107

(.079)
-.071 -1.364

-.100

(.078)
-.066 -1.289

근무

기간

-.003

(.015)
-.012 -.235

-.010

(.021)
-.025 -.467

-.009

(.021)
-.022 -.431

자기

주도

학습

능력

.563

(.048)
.565*** 11.674*** .724

(.070)
.515*** 10.370*** .575

(.082)
.409*** 6.980***

목적

달성

의사

소통

- - - - - -
.264

(.081)
.187 3.273***

R² .330 .294 .318

△R² .324 .287 .309

F 51.241*** 43.312*** 36.174***

*p<0.05, **p<0.01, ***p<0.001

<표 Ⅳ-10>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목적달성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편, 이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모형의 간접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

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매개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으로 재 추출된 표본 수는 5000개 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간

접효과 계수는 .149였다.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LLCI)과 상한

값(ULCI)은 각각 .0747, .2359로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목적달

성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즉, 스스로 학습하

고자하는 능력을 지닌 개인이 조직학습을 높게 인식하는 데 있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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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조직학습 결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자기주도학습능력→목적달성 의사소통→조직학습 .575 .149 .724

<표 Ⅳ-11>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목적달성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분석

나. 목적달성 의사소통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목적달성 의사소통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으로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3단계로 이루어지며, 1단계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2단계는 조절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며, 3단계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간의 상

호작용 항을 이용하여 종속변인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며 조절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독

립변인과 조절변인 간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을 때 결정계수 값(R2)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증가하면 조절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절변인은 3단계에서 투입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간 상호작용항만 유의하면 순수 조절변인으로 분석되며,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간 상호작용 항과 조절변인 모두 유의하면 유사 조절변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조절변인만 유의할 경우 이는 독립변인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간 상

호작용 항과 조절변인 모두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 유의미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하

여야 한다.

1단계는 통제변인으로 연령, 근무기간을 투입하였으며 독립변인인 목적달성 의사소통을 

투입하였다. 2단계는 조절변인인 변혁적 리더십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는 목적달성 의사

소통과 변혁적 리더십의 상호작용항(목적달성 의사소통×변혁적 리더십)을 투입하였다. 

각 모형을 살펴보면, 결정계수(R2)가 21.1%, 33.7%, 34.3%으로 증가하지만 제 3단계의 

유의확률 F변화량은 .118로 .05보다 크므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변혁

적 리더십은 목적달성 의사소통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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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통제변인

종속변인: 조직학습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통

제

변

인

연령 -.094 -1.731 -.095 -1.896 -.095 -1.914

근무기간 -.083 -1.513 -.071 -1.406 -.075 -1.490

목적달성의사소통 .408*** 7.951*** .281*** 5.641*** .588** 2.908**

직속상사의 

변혁적리더십
- - .379*** 7.713*** .867** 2.748**

목적달성의사소통

×직속상사의 

변혁적리더십

- - - - -.664 -1.567

R2 .211 .337 .343

△R2 .203 .329 .332

F 27.750*** 39.585*** 32.308***

*p<0.05, **p<0.01, ***p<0.001

<표 Ⅳ-12> 목적달성 의사소통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분석 

5. 자기주도학습능력, 관계유지 의사소통,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학습의 관계

가.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관계유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독립변인인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매개변인인 관계유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였는데,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을수록 관계유지 의사소통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β=.541, t=10.766, p<.001).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전체효과를 살펴

보면,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아질수록 조직학습 역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515, t=10.370, p<.001).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인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통제한 상태에

서 매개변인인 목적달성 의사소통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이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298, t=5.579, p<.001). 또한, 매개변인인 관계유지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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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매개변인의 효

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감소하였으며, 여전히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조직학습에 유의

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β=.354, t=6.369, p<.001) 자기주도학습능력이 관계

유지 의사소통을 부분매개하여 조직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종속변수: 

관계유지의사소통
종속변수: 조직학습 종속: 조직학습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통

제

변

인

연령
.068

(.054)
.066 1.261

-.107

(.079)
-.071 -1.364

-.137

(.075)
-1.822 .069

근무

기간

.005

(.014)
.018 .341

-.010

(.021)
-.025 -.467

-.012

(.020)
-.597 .551

자기

주도

학습

능력

.513

(.048)
.541 10.766*** .724

(.070)
.515 10.370*** .497

(.078)
.354 6.369***

관계

유지

의사

소통

- - - - - - .298 5.579***

R² .278 .294 .358

△R² .271 .287 .350

F 40.122*** 43.312*** 43.403***

*p<0.05, **p<0.01, ***p<0.001

<표 Ⅳ-13>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관계유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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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모형의 간접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

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매개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으로 재 추출된 표본 수는 5000개 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간

접효과 계수는 .227였다.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LLCI)과 상한

값(ULCI)은 각각 .3435, .6506으로 신뢰구간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계

유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즉, 스스로 학습

하고자하는 능력을 지닌 개인이 조직학습을 높게 인식하는 데 있어 조직 구성원과의 관계

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변인

조직학습 결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자기주도학습능력→관계유지 의사소통→조직학습 .497 .227 .724

<표 Ⅳ-14>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관계유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분석

나. 관계유지 의사소통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관계유지 의사소통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1단계는 통제변인으로 연령, 근무기간을 투입하였으며 독립변인인 관계유지 의사소통을 

투입하였다. 2단계는 조절변인인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는 관

계유지 의사소통과 변혁적 리더십의 상호작용항(관계유지 의사소통×변혁적 리더십)을 투

입하였다. 각 모형을 살펴보면, 결정계수(R2)가 27.5%, 37.4%, 39.1%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1단계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관계유지 의사소통이 조직학습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476, t=9.812), 2단계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

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40, t=7.015). 3단계에서 관계유

지 의사소통과 변혁적 리더십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193, t=-2.927). 이에 변혁적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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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은 관계유지 의사소통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직학습을 설명함에 있어 관계유지 의사소통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설명력은 변혁적 리더

십에 의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독립/통제변인

종속변인: 조직학습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통

제

변

인

연령 -.133 -2.556* -.123 -2.532* -.123 -2.579

근무기간 -.090 -1.728 -.077 -1.574 -.077 -1.602

관계유지의사소통 .476 9.812*** .349 7.189*** .340 4.680***

직속상사의 

변혁적리더십
- - .340 7.015*** .346 4.014***

관계유지의사소통

×직속상사의 

변혁적리더십

- - - - -.130 -2.927*

R2 .275 .374 .391

△R2 .268 .366 .381

F 39.361*** 46.383*** 39.723***

*p<0.05, **p<0.01

<표 Ⅳ-15> 관계유지 의사소통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분석 

다. 자기주도학습능력, 관계유지 의사소통,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직속상

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된 매개효과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의사소통능력 중 관계유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만 유의하였으

므로, 그 다음 단계인 관계유지 의사소통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SPSS Process의 14번(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설정하여 연령, 근무기간을 통제

하여 검증하였다. Preacher 등(2007)이 제안한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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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모형에 근거한 것이다. 조절된 매개효과는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이 결합된 모형으로

서 조건부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조절변수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이다(Preacher et al., 2007). 따라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매개변인을 거치

는 인과적 경로의 속성이 조절변인에 의해 부여되는 특정한 조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를 파악할 수 있어 좀 더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이상균, 2008). 이러한 조절된 매개효

과 검증 모형의 목적을 본 연구에 적용해서 살펴보면,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

효과만으로는 규명할 수 없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의사소통능력을 거쳐 조직학습으로 이

어지는 인과적 경로의 속성이 환경적 요인인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의해 어떻게 달

라지는 지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독립변인인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매개변인인 관계유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β

=.541, t=10.766, p<.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인인 관계유지 의사

소통과 조절변수인 변혁적 리더십의 상호작용항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는데(β=-.890, t= 2.089, p<.01), 이는 관계유지 의사소통이 조직학습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β=.258, t=3.851, p<.01)에서 변혁적 리더십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

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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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 S.E. β t LLCI(b) ULCI(b) R2 F

종속변수

: 

관계유지 

의사소통

자기주도

학습능력
.513 .048 .541 10.766*** .419 .607 .278 40.12***

종속변수

: 

조직학습

자기주도

학습능력
.313 .082 .223 3.827** .152 .4735

.418 37.00***

관계유지

의사소통
1.080 .280 .258 3.851** .528 1.631

변혁적 

리더십
.989 .292 .267 3.385** .414 1.563

관계유지

의사소통

×변혁적 

리더십

-.198 .077 -.089 -2.089** -.349 -.046

*p<0.05, **p<0.01, ***p<0.001

<표 Ⅳ-16>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래핑 방

법을 활용하였다(<표 Ⅳ-17> 참조). 분석 결과 변혁적 리더십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유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의 크기가 점점 감소한다(.2638, .1963, .1287). 이는 매개과정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관계유지 의사소통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변혁적 리더십의 정도에 따라 매개효과는 달라진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평균값과 표준편차값을 이용하여 조건부 값에 따른 간

접효과의 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

였다. 변혁적 리더십의 정도가 평균 이하인 경우, 조절된 매개효과는 .2638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변혁적 리더십 정도가 평균 수준인 경우, 조절된 매개효과는 

.1963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그러나 변혁적 리더십 정도가 평균 이상인 

경우, 조절된 매개효과는 .1287로 나타났고, 신뢰구간의 상하한값 범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석 결과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유지의 매개효과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이는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관계유지 의사소통을 매개하여 조직학습에 이르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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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과의 관계는 관계유지 의사소통에 

의해 매개되고,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부적으로 조절되는 효과가 검증되었다. 

변혁적 리더십 Effect(b) S.E. 95% Boot LLCI(b) 95% Boot ULCI(b)

-1SD(2.856) .2638 .0486 .1714 .3647

Mean(3.522) .1963 .0374 .1258 .2753

+1SD(4.188) .1287 .0468 .0325 .2201

<표 Ⅳ-17> 변혁적 리더십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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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가. 개인 및 조직 특성에 따른 조직학습의 수준 차이에 관한 논의

첫째,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조직학습의 수준은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조직학습의 하위 변인별로 살펴보면 지식공유, 지식저장, 지식활용, 지식창출 

순으로 높았다. 이는 지식을 새롭게 창출해내기 보다는 보유한 지식을 조직 차원으로 이

동시키는데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연령에 따른 조직학습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20대의 

조직학습의 수준이 30대의 조직학습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

아짐에 따라 조직학습의 수준이 무조건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셋째,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근무기간에 따른 조직학습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1년 

미만 재직자들의 수준이 타 근무기간 재직자의 조직학습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근무기간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학습의 수준이 무조건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님

을 의미한다. 특히, 연령이 낮은 초기 경력자일수록 자신의 경력 불안정성을 인식하고 조

직 차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할 것으로 분석된다. 

나.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목적달성 의사소통, 관계유지 의사

소통), 조직학습과의 관계

첫째,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목적달성 의사소통은 매개효과가 있었

다. 이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의사소통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의사소

통능력이 조직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개인 차원의 

학습인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보유한 구성원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학습자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학습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강조하고 있으므로,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상황 속에

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지식을 공

유하고, 획득하고, 저장하고, 창출하는 조직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관계유지 의사소통은 매개효과가 있었

다. 이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의사소통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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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능력이 조직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개인 차원의 

학습인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보유한 구성원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학습자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학습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강조하고 있으므로,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상황 속에

서 타인과 상호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지식을 공

유하고, 획득하고, 저장하고, 창출하는 조직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 자기주도학습능력, 관계유지 의사소통,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학습과의 관계 

첫째, 자기주도학습능력, 목적달성 의사소통,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없었다. 이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보유한 조직 구성원은 직

무수행을 위해 의사소통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능력을 이미 함께 보유하고 있

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라 

분석된다. 

둘째, 자기주도학습능력, 관계유지 의사소통,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었다. 분석 결과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아짐에 따

라 관계유지의 매개효과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즉,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관계유지 의사소통을 매개하여 조직학습에 이르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보유한 조직 구성원은 구성원 간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다른 구성원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능력을 이미 함께 보유하고 

있는데, 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구성원에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발휘하는 변

혁적 리더십은 오히려 부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 반

하는 연구결과이지만, 오히려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관계유지 의사소

통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있어 다른 유형의 리더십 형태를 제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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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졸 초기 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의 변

혁적 리더십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조직학습,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수준 

및 차이를 구명하고,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

사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학습의 관계 및 영향력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가

설은 ①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학습의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②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 내 세부집단

(성별, 연령, 근무 기간, 회사 업종, 직무 유형) 간 조직학습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③ 대

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조

직학습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③-1.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조직

학습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③-2.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자기주

도학습능력은 의사소통능력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③-3.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의사소통능력(목적달성 의사소통, 관계유지 의사소통)은 조직학습에 직접적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③-4.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

더십은 조직학습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④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의사소통능력(목적달성 의사소통, 관계유지 의사소통), 직속상사의 변

혁적 리더십을 통해 조직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④-1.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

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의사소통능력(목적달성 의사소통, 관계유지 의사소통)을 매개변

인으로 조직학습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④-2.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

자의 의사소통능력(목적달성 의사소통, 관계유지 의사소통)은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을 조절변인으로 조직학습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등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대졸 초기 경력자 전체로써, 2015년 9월 현

재 경제활동 인구 중 청년층(15~29세)은 4,296천명이며, 이 중 대졸 경제활동 인구수만 

보고되고 있을 뿐, 별도의 개인적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표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의표집을 통해 대졸 초기 경력자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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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졸업하고 해당 직업분야에 취업한지 5년 미만인 대기업 근로자로 한정하였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2014년 1000대 기업 중 500대 기업에 재직하는 5년 미만

의 대졸 초기 경력자를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도구는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변혁적 리더십, 조직학습, 응답자 일반특

성 척도의 다섯 영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응답자 일반특성 척도를 제외한 

네 영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인지적, 행동적 특성이 모

두 포함된 배을규와 이민영(2010)이 개발한 학습과정관리, 학습결과평가, 학습동기, 자아

개념, 학습활동의 지속성, 학습자원이용관리, 학습환경 조성 등의 7개 하위 변인을 측정하

는 21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은 허경호(2003)가 Rubin et al.(1991)의 ICC

척도를 한국적인 정서로 재구성한 GICC척도를 사용하여 목적달성 의사소통, 관계유지 의

사소통 등의 2개 하위 변인을 측정하는 18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은 

Bass(1985)의 MLQ, Bass와 Avolio(1990)의 MLQ-5X척도를 한국적 정서로 번안한 

이화용(2004)의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부여, 개인적 배려, 지적 자극 등의 4개 하위 변인

을 측정하는 20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조직학습은 송민열(2009)이 김희규(2004)와 이미

라(2007)의 항목을 참조하여 개발한 지식창출, 지식공유, 지식저장, 지식활용 등의 4개 

하위 변인을 측정하는 16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각의 조사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았다. 본조사 결과 내

적 일치도 계수는 자기주도학습능력 .806, 의사소통능력 .839, 변혁적 리더십 .910, 조직

학습 .851로 연구에 활용된 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자료수집은 2016년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10부를 배

포하여 회수된 385부(회수율 93.9%)중 불성실응답, 미응답자료를 제거하여 316부를 분

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Window SPSS 

22.0 및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기본적으로 사용하

고,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종

속변인을 조직학습으로 하였고, 독립변인을 자기주도학습능력, 매개변인을 의사소통능력

(목적달성 의사소통, 관계유지 의사소통), 조절변인을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투입하

였다. 또한 자료수집이 종료되면, Preacher, Rucker 및 Hayes(2007)가 제시한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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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를 이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도 함께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연령에 따라 조직학습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령에 따른 조직학습 수

준에 차이가 있으며 20대의 조직학습의 수준이 30대의 조직학습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조직학습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한 결과 근무기간에 따른 조직학습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1

년 미만 재직자들의 수준이 타 근무기간 재직자의 조직학습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목적달성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있었

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을수록 목적달성 의사소통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

=.565, t=11.674, p<.001).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전체효과를 살펴보

면,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아질수록 조직학습 역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515, t=10.370, p<.001).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인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통제한 상태에

서 매개변인인 목적달성 의사소통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이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187, t=3.273). 또한 매개변인인 목적달성 의사소통의 영향

력을 고려했을 때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매개변인의 효과를 고려

하지 않았을 때보다 감소하였으며,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조직학습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

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β=.354, t=6.369, p<.001)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목적달성 의사

소통을 부분매개하여 조직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관계유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있었

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을수록 관계유지 의사소통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

=.541, t=10.766, p<.001).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전체효과를 살펴보

면,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아질수록 조직학습 역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515, t=10.370, p<.001).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인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통제한 상태에

서 매개변인인 목적달성 의사소통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이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298, t=5.579, p<.001). 또한, 매개변인인 관계유지 의사소

통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매개변인의 효

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감소하였으며, 여전히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조직학습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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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β=.354, t=6.369, p<.001) 자기주도학습능력이 관계

유지 의사소통을 부분매개하여 조직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각 모형을 살펴보면, 결정계수(R2)가 27.5%, 37.4%, 39.1%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1단계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관계유지 의사소통이 조직학습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476, t=9.812), 2단계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

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40, t=7.015). 3단계에서 관계유

지 의사소통과 변혁적 리더십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193, t=-2.927). 이에 변혁적 리더

십은 관계유지 의사소통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자기주도학습능력, 관계유지 의사소통,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었다. 저 독립변인인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매개변인인 관계

유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β=.164, t=10.766, p<.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인인 관계유지 의사소통과 조절변수인 변혁적 리더십의 상호작용항이 조직학

습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β=.128, t= 2.089, p<.01), 이는 관계유

지 의사소통이 조직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β=.237, t=3.851, p<.01)에서 변혁적 

리더십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

해 평균값과 표준편차값을 이용하여 조건부 값에 따른 간접효과의 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

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의 정도가 평

균 이하인 경우, 조절된 매개효과는 .2638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변혁적 

리더십 정도가 평균 수준인 경우, 조절된 매개효과는 .1963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

의하였다. 그러나 변혁적 리더십 정도가 평균 이상인 경우, 조절된 매개효과는 .1287로 

나타났고, 신뢰구간의 상하한값 범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석 결과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유지의 매개효과의 크기가 감

소하였다. 이는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관계유지 의사소통을 매개하여 조

직학습에 이르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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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이 연구는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정적 영

향을 검증하고, 그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러한 매개효과를 조

절하는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

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의의를 제공한다. 

첫째,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조직학습의 수준은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조직학습의 하위 변인별로 살펴보면 지식공유, 지식저장, 지식활용, 지식창출 

순으로 높았다. 지식을 창출하는 것에서부터 공유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단계는 

긴밀히 연계되어야만 한다. 특히,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와 같이 향후 기업의 인재로서 

활동해야 할 인재들을 위해서 개인의 지식이 조직의 차원으로 이동되고, 조직 내·외의 

지식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공유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지식을 공유하거나 저장하

는 수동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지식을 창출해내고 구성원들로부터 얻은 지식을 실제로 활

용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조직학습의 수준은 연령 

및 근무기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별, 회사업종, 직무유형에 따라서

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조직학습의 수준은 30대에 비해 20대

의 조직학습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조직학습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창출하여 활용하는 등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들에게 조직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욱 더 이끌어내기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무기간에 따른 조직학습의 수준은 1년 미만인 재직자의 조직학습 수준이 다른 근무기간

의 재직자가 인식하는 조직학습의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무기간이 가

장 짧은 대기업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학습 수준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근무기간이 증

가한다고 해서 조직학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

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초기 입직 1년 미만의 재직자의 특성으로부터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셋쩨, 조직학습과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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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HRD 분야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일터에서

의 개인개발을 촉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조직의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에 대하여 적절

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에 있어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중요한 교육적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김미숙, 2005). 따라서 조직 맥락에서 발생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 

특히 학습조직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현 시대 속에서 개인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

학습으로의 연계를 도모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목적달성 

의사소통, 관계유지 의사소통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하고자 하는 능력에서 나아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보다 목적달성, 관계유지를 위한 의사

소통을 수행할 때 조직학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조직학습을 예측하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면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

직학습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섯째,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의 관계에서 관계유지 

의사소통의 효과가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아질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

직학습 간 관계를 매개하는 관계유지 의사소통의 효과가 더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 반하는 연구결과이지만, 이는 오히려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

직학습의 관계에서 관계유지 의사소통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있어 다른 유형의 리더십 

형태를 제고해볼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박시남, 배귀희, 최은수(2014)가 연구한 조직학습 

문화가 오센틱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서, 변혁적 리더십 이후로 최근에 새롭게 제기되는 

리더십 유형을 제시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의 연구에서 검토된 바 있는 오센틱 리더십은 

긍정 심리자본과 윤리적 풍토의 증진을 위하여 리더가 추종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기인

식, 내면화된 도덕적 시각, 균형잡힌 정보 처리, 관계의 투명성을 육성하고 긍정적 자기개

발을 이루는 리더의 행동양식으로 정의한다(Northouse, 2011). 따라서, 조직학습에의 긍

정적인 윤리적 분위기를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자기개발을 높이기 위한 리더의 행동으로

서 오센틱 리더십 등의 형태를 연결지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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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에서의 조직학습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은 현 시대의 조직구

성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조직은 조직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거

나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개입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조직학습을 위해 구성원 간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

터링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관계유지 의사소통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 직속상사의 리더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관계유지 의사소통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있어 필요한 리더십의 형태를 고민하

는 것이 조직학습을 촉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상적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조직학습의 실행절차를 구명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개인학습과 조직학습의 연계

를 새롭게 도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 특히, 이 연구에서 도출된 변인들은 주로 개인 

및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연구가 조직 내 

구성원의 학습 역량을 강조하는 인적자원개발 분야에도 확장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 간의 연계를 도모하는 일련의 실행절차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조직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및 상황특성 

요인 중 개인의 능력과 리더의 능력만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

습능력과 조직학습의 관계에 있어 필요한 개인특성 및 상황특성 요인을 추가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직학습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식을 공유하고, 창출하는 등의 활동

을 고무하는 조직문화, 조직 및 관련 제도 및 지원 등의 조직특성 요인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근

무 환경 및 조직문화가 다소 상이한 기업 간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재직자, 

특정 산업 경력자를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조직학습의 관계에 대해 구명한다면 다

양한 산업별, 대상별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다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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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은 대기업 대졸 초기 경력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의 변혁

적 리더십, 조직학습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결과는 매우 소

중한 자료로써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

은 약 7~10 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설문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문항 위에 제시된 안내문을 읽고, 현재 자신을 비교적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는 문항을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한 문

항도 빠짐 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설문지는 본 연구를 

위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특정개인

의 자료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이 지 혜

지도교수 이    찬

연구자 연락처: 02)880-4848, 010-5662-2064

email: bluemint90@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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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자기주도학습능력

다음은 귀하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습에 임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과 기술을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을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학습이 종료된 후, 결과가 왜 잘 나왔는지 또는 왜 못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학습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에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학습의 결과를 타인과 비교하거나, 학습결과에 대한 

타인의 객관적 평가를 들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학습이 나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학습하는 내용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주어진 과제나 시험을 잘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운 좋은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본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학습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하나의 학습과정이 끝나면, 이어서 또 다른 학습 기회

를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학습이 시작되면 끝까지 마무리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학습을 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기 보

다는,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되는 교재나 자료를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찾

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학습하는데 편안한 장소를 찾으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학습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돈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학습에 방해되는 물건을 제거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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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의사소통능력

다음은 귀하의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

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동료들이 내가 진실로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부당하게 취급 받아 왔을 경우 나는 부당하게 대한 

사람과 맞선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대화 도중 상대의 대화 목적을 쉽게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있음을 말로 또는 고갯짓으로 

알린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스스로를 위해 주장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대화 시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조리 있게 말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대화 상대가 말하는 것뿐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도 알

아차린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대화 시 상대의 말에, 말로 혹은 행동으로 맞장구를 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가 느낀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낸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 권리를 위해 일어선다. ① ② ③ ④ ⑤

15 다른 사람과의 대화 시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논리정연하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대화 상대의 목적에 둔감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대화 시 무표정하고 반응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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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다음은 귀하의 직속상사의 리더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상사는 나의 직무수행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 주요한 

사항을 계속해서 고려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상사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나 신념을 

나에게 자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상사는 문제해결에 있어 다른 관점을 모색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상사는 미래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상사는 자신과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나에

게 자부심을 갖도록 주입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상사는 어떤 일들을 달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상사는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을 구체적으로 피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상사는 부하를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상사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상사는 나를 단지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상사는 나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상사는 의사결정으로 인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과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상사는 능력과 자신감을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상사는 미래의 강력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상사는 나를 다른 사람과는 다른 욕구나 능력,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상사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내가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상사는 내가 가진 장점들을 개발하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상사는 주어진 직무를 완수하는데 대한 새로운 방법의 

시각을 나에게 제시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상사는 임무에 대한 공동의 사명감을 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상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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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조직학습

다음은 귀사의 조직학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부서는 내․외부 연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부서는 온라인(인터넷,인트라넷)을 통해 교육이나 업

무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부서는 전문서적이나 학술지를 통해 정보를 획득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부서는 동호회나 연구모임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

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부서는 회의,워크샵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부서는 교육이나 업무 관련 자료를 서로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부서는 비공식 모임에서도 교육이나 업무에 관한 정

보를 교류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부서는 내․외부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을 동료 직원

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부서는 교육훈련 결과를 누적하여 보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부서는 업무 추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부서는 교육과 업무 관련 각종 양식을 표준화하여 보

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부서는 각종 연수 자료를 내부 전산망에 등재하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부서는 동료 직원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수시로 활용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부서는 내․외부 연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교육이

나 업무 활동에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부서는 온라인(인터넷,인트라넷)을 통해 얻은 지식을 

교육이나 업무 활동에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부서는 비공식 모임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교육이나 

업무 활동에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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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일반사항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응답하시거나 정확한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현재 귀하는 만으로 몇 세 입니까? (만)_______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이하  ② 2-3년제 전문대졸 ③ 4년제 이상 대졸 ④ 대학원 이상

4. 현재 귀하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무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2년 미만

  ③ 2년 이상∼3년 미만

  ④ 3년 이상∼4년 미만

  ⑤ 4년 이상∼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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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사의 업종은?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운수업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⑪ 금용 및 보험업

  ⑫ 부동산 및 임대업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⑯ 교육 서비스업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⑳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6. 현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는?

  ① 기획, 관리, 총무, 인사

  ② 영업, 마케팅  

  ③ 연구개발

  ④ 생산  

  ⑤ 서비스, 고객관리  

  ⑥ 기타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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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is for Master of Science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6

Major Advisor : Chan Lee, Ph. 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the level of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communication competenc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learning. The research also, confirmed the relationships of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learning of college graduates with early careers in large 

corporation.

The target population of this research was college graduates with early 

careers in large corporations who have been employed at their current job for 

less than 5 years. The companies were selected from top 500 larg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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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year 2014 provided by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KCCI). 

The survey consisted of questions regarding organizational learning,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 total of 80 questions were asked in the survey through a 5 point 

likert scale. 

The survey was undertaken from April 13th to May 8th 2016 with a target 

sampling population of 410 people from 15 companies. Data was collected from 

385 people (return rate 93.9%) of which 316 data were retain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Windows SPSS 22.0 and AMOS 

18.0 at a significance level of .05.

The result of the research wa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dentify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age group’s organizational 

learning level of college graduates with early careers in large corporation, t-test 

was conducted. The resul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of organizational 

learning level of college graduates with early careers in large corporation in their 

20s and 30s. Second, in order to identify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employment period group’s organizational learning level of 

college graduates with early careers in large corporation, F test was conducted. 

The result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organizational learning level of 

college graduates with early careers in large corporation for employees who 

were employed for less than 1 year compared to other employees who were 

employed for a longer period. Third, communication competence for effectiveness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relationship of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organizational learning.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for effectiveness. Fourth, 

communication competence for appropriacy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relationship of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organizational learning.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for 

appropriacy communication competence. Fifth,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competen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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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cy and organizational learning. The R2 increased with each model. Sixth,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d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among the 

relationships of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communication competence for 

appropriacy, and organizational learning.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ere made based on the results. First, In 

order for knowledge to be created sharing, saving, and implementing steps must 

be taken. Second, in contemporary situations that require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hange into learning organization, link between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at individual level and organizational learning at organizational level should 

be researched. Third, in addition to getting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having 

communication competence for effectiveness and appropriacy in social relations 

should be examined to increase organizational learning. Fourth, in a relationship 

between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organizational learning, other types of 

leadership style must be examined to increase of relationship communication 

competence for appropriacy effect’s increase.

Keywords: Self directed learning ability, Communication competenc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learning, early careers

Student Number: 2014-2291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문제
	4. 용어의 정의
	5. 연구의 제한

	II. 이론적 배경
	1. 대졸 초기경력자
	2. 조직학습
	3. 자기주도학습능력
	4. 의사소통능력
	5. 변혁적 리더십
	6.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학습의 관계

	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3. 조사도구
	4. 자료수집
	5. 자료분석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자료의 일반적 특성
	2. 조직학습의 수준
	3. 조직학습, 자기주도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의 상관관계
	4. 자기주도학습능력, 목적달성 의사소통,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학습의 관계
	5. 자기주도학습능력, 관계유지 의사소통, 직속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학습의 관계
	6.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2. 결론
	3. 제언

	참고 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