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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인-

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고, 직무재

창조와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의 관계에서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와 업무부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표 모집단은 CEOSCORE DAILY가 선정한 ‘2018년 500대 기

업’에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이다. 자료 수집은 2019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URL 배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472부 중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를 제거한 456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직

무성과 7문항, 직무재창조 15문항, 개인-직무 적합성 9문항, 무형식학습 12문

항, 직무도전성 4문항, 리더-맴버 교환관계(LMX) 7문항, 업무부하 5문항, 인구

통계학적 특성 5문항으로 총 64문항으로, 해당 설문 도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구

인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한 후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조절효과 분

석(PROCESS macro)을 실시하였고, AMOS 23.0을 사용하여 모형 적합도 

분석, 변인 간 영향관계 분석,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자가 설정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

학습 및 직무도전성의 구조모형은 실증 데이터를 타당하게 설명하였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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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개인-직무 적합성(β=.352), 무형식학습(β

=.639)은 직무재창조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도전성은 직무재창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재창조(β=.827)는 직무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의 직무재창조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성과, 무형식학습과 직무성과 간

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291, 529), 직무도전성과 직무

성과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리더-멤버 교환관계는 무형식학습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

를 조절(β=-.13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

재창조,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에서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부하의 경우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를 

조절(β=.090)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재창조, 무

형식학습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에서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연구모

형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

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과 관련된 현상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적합하도

록 설정되었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무재

창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 차원에서 개인의 개인

-직무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직무재창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기업 차원에서는 무형식학습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팀 단위의 직

무관련 의견 공유 시간 제공, 문제 상황 해결방식의 공유 기회 제공, 직무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의 직무수행 방식 자체에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

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직무재창조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높게 나타나 

기업의 입장에서 개인의 직무재창조 수준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다섯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재창조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

무성과 간, 무형식학습과 직무성과 간의 경로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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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 관련 모형에서 직무재창조가 핵심적인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리더-멤버 교

환관계(LMX)는 무형식학습과 직무재창조 간의 경로를 부(-)적으로 조절하

는 것으로 나타나 무형식학습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한 개인은 자신의 리

더와의 관계가 좋고 그를 신뢰한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려고 시도

하기보다 이전에 진행되어오던 직무수행 방식을 유지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일

곱째, 업무부하는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 간의 경로를 정(+)적으로 조절하

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양이 많다고 느낄수록, 직무

에 대한 도전적인 의식 수준이 이전에 진행되어오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

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미치는 영향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 제시하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에서 근

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재창조 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대상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무도전성과 직무재

창조의 관계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의 관계가 비선형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직무성과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무

재창조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무재창조 

수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수준 제

고를 위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직무성과,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 
리더-멤버 교환관계(LMX), 업무부하

학  번: 2016-3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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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의 역량 향

상은 조직이 지속적 경쟁우위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다

(Becker, 1983; Mincer, 1974; DeOrtentiis, Van Iddekinge, Ployhart, 

& Heetderks, 2018). 조직은 우수한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지속

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경력개발, 조직개발, 성과관리의 영

역에서 다양한 인터벤션(intervention)을 제공한다(Campbell & Kuncel, 

2002; Gherbregiorgis & Karsten, 2007).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조직

성과에 기여한다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나(Baker & Sinkula, 2005; 

Tharenou, Saks & Moore, 2007), 구성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일련의 인터벤션이 실질적인 직무성과 및 조직성과 향상으로 이어지는 과정

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블랙박스’로 남아있으며, 이를 구명하기 위한 다양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Becker & Gerhart, 1996; Campbell, Coff, 

& Kryscynski, 2012; Wright, Gardner, & Moynihan, 2003). 이러한 

HRD적 인터벤션은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용이

한 대기업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최원설, 조강혜, 2014).

조직구성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의 가

치 생산 활동에 참여한다(Crook, Todd, Combs, Woehr & Ketchen, 2011). 

한편 시대 흐름이 빨라지고 사회적 기업에의 요구 방향성이 달라지면서, 이전

의 기업 내 직무수행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윤창출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van den Heuvel, Demerouti, 

Bakker, & Schaufeli, 2010; 김성용, 안성익, 2017),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직무수행을 통해 직무성

과를 창출 하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Oldham & Hackma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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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은 자발적으로 현재 주어진 직무의 과업, 인지 및 관계 영역을 다시 

만들어 직무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행동인 직무재창조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은 능동적이고 실천적 태도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조직몰입 

및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Ghitulescu, 2008).

이러한 직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재창조에 어떠한 변인

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수행해야 하

는 직무가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인식하면, 직무수행 방식을 이전의 방식대로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변환함으로써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에(Chen, Yen & Tsai, 2014), 조직구성원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직

무가 자신과 얼마나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개념인 개인-직무 적합성에 대해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의 직무수행의 필수적인 부분인 새

로운 문제해결 방식의 발견과 적용 능력은 학습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이루

어질 수 없기에 조직구성원은 일터에서의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직무,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의 관계, 직무를 바라보는 시각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색

하는 일련의 과정을 탐색하는 무형식학습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직구성원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인 학습적인 요소인 

무형식학습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터에서의 지속적인 학습은 HRD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기업에서의 학습과 관련해서 Arets, Jennings와 

Heijnen(2015)은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90%가 무형식학습이라고 언

급하였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HRD는 조직적인 지원을 통해 무형식학습을 촉

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직구성원에게 도전적인 직무에

서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직무재창조를 촉진 시킬 수 있기 때문에(이지영, 

이희수, 2018), 조직구성원에게 주어진 직무가 도전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

니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직무도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무에 대한 도전

적인 수준이 높으면,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의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개인이 

인식하는 직무와의 적합한 정도에 대한 인식, 개인이 조직 내에서 하는 무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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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정도, 수행해야 하는 직무 자체의 수준이 새로운 방향으로의 직무수행을 

시도하는 직무재창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영향 관계를 조절하는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리더와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직구성

원은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특히 리더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Wayne & 

Green, 1993). 리더와의 관계 수준에 따라 조직차원에서 제공하는 다

양한 인터벤션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다

음으로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과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업무부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

직구성원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직무의 양이 주어지면 직

무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병권, 

2013). 특히 창의적이고 변화 지향적인 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서는 조직구성원에게 어느 정도의 ‘조직여유자원(slack resource)’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직무재창조와 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개

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업무 환경적, 맥락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에 있어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와 

업무부하가 가지는 조절효과를 구명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HRD 

인터벤션이 무형식학습을 통해 성과 창출로 연결되는 ‘블랙박스’를 구

명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직무수행 환경 및 적합성의 관점에서 인적자

본의 가치 창출을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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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

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의 구조적 관

계를 검증하고, 구조모형의 특정 경로에서 리더-멤버 교환관계

(LMX)와 업무부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의 달

성을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 간 인과모형을 설정한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 간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직무재창조가 

갖는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넷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

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에서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와 업

무부하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 5 -

3.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인-직

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모

형은 적합한가?

연구문제 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 간의 영향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무재

창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직무재창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도전성은 직무재창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4.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재창조는 직무성과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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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의 관계에서의 직무재창조

는 매개효과를 갖는가?

   연구문제 3-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성

과의 관계에 있어 직무재창조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연구문제 3-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직무성과의 

관계에 있어 직무재창조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연구문제 3-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도전성과 직무성과의 

관계에 있어 직무재창조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연구문제 4.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와 

업무부하는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가?

   연구문제 4-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리더-멤버 교환관계

(LMX)는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4-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부하는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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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직무성과(Job Performance)

직무성과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자신에게 요구되는 직무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는 Babin과 Boles(1996)의 연구에서 자기 보고식 직무성과 측정도구를 

연구자가 번안한 총 7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나. 직무재창조(Job Crafting)

직무재창조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현재 주어진 직무를 

새로운 방향으로,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업, 관계 및 인지 영

역을 다시 만드는 행동이다. 이 연구에서의 직무재창조는 이현응(2017)

이 ‘한국판 잡 크래프팅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통해 검증한 총 

15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개인-직무 적합성(Person-Job Fit)

개인-직무 적합성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현재 직무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능 및 능력의 수준과 개인이 인식한 자신의 수준과의 일치 정도

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최보인, 장철희와 권석균(2011)의 연구에

서 보상 수준의 일치 정도와 자신의 능력과 직무의 일치 정도를 확인한 

9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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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형식학습(Informal Learning)

무형식학습은 일터에서 직무 또는 직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상황에서 

비구조적이고 비계획적으로 발생되는 비공식적 학습 행위로, 대기업 사무

직 근로자가 인식한 성찰, 외부정보 획득, 지식 교환 활동의 정도를 의미

한다. 이 연구에서는 Choi(2009)가 개발하고 황영훈과 김진모(2019)의 

연구에서 무형식학습 활동을 측정한 12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직무도전성(Job Challenge)

 직무도전성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가 도전

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

구에서는 김혜경(1988)이 개발하고 강용관, 이민수와 임유신(2015)의 

연구에서 타당성을 확보한 4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바. 리더-멤버 교환관계(LMX)

리더-멤버 교환관계는 리더와 멤버 간의 직무적 관계에서 멤버인 근

로자가 인식하는 리더와의 관계 수준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Graen

과 Uhl-Bien(1995)이 개발하고 고혜원(2014)이 번안하고 타당성을 

검증한 7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사. 업무부하(Workload)

업무부하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기업 내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직무수

행 상의 업무 및 역할의 양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최병권(2013)이 업무

부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개발한 5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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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의 사무직 근로자를 모

집단으로 설정하고 표집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국내 대기

업에서 사무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

렵고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CEOSCORE 

DAILY에서 기업 별 공개자료, 사업보고서, 정부 평가지표 등을 분석

하여 선정한 500대 기업을 조사 대상 기업으로 한정하고, 비확률적 

유의표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모든 대기

업 사무직 근로자로 일반화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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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개념

이 연구의 대상은 CEOSCORE DAILY의 ‘2018년 500대 기업’의 사무

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 및 특

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사무직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내법을 살펴보면 대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법을 살펴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제2조 2항에서는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으로 정의하고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p. 893). 반면

에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와 별표1에 따르면 

상시노동자 수가 300명 미만이며(농림어업 등 일부 산업 제외) 자산

총액이 5천억 미만의 조건 등을 지닌 기업으로 정의하였다(법제처 국

가법령정보센터, 2017, p. 35-36). 이에 따르면 대기업은 중소기업

의 정의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무직은 사회 통념적으로 생산직의 반대 개념으로 간주 되는 

경향이 있다. 이찬 외(2008)는 조직 내 규정·지침 또는 최고 의사결정권

자의 지시와 권한 위임에 기초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 전체 또

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계획·실행·평가직무에 필요한 문서처리, 커뮤

니케이션, 정보관리, 의사결정 활동을 사무실 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정의하였고, 김성진 외(2000)는 사무분야를 인력관리, 재무, 

마케팅, 회계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정표 외(1998)는 한국고용직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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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중 9개로 마케팅, 인사노무, 구매 및 

자재,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운송 및 선적사무, 무역, 정부행정, 총무, 회

계 그리고 경리로 구분하여 사무직 분야를 선정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한

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2017, p. 427)에서는 사무종사자를 “관리자, 전

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data)의 기록, 보

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금전취급 활동, 법률 및 감

사, 상담, 안내 및 접수와 관련하여 사무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대기업은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우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상대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기에 

CEOSCORE DAILY에서 선정한 ‘2018년 500대 기업’에 속한 기업

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한할 것이고, 사무직은 이찬 외(2008)의 정의

와 김성진 외(2000)의 구분을 종합하여 인력관리, 재무, 마케팅, 회

계 등의 부서에서 문서처리, 커뮤니케이션, 정보관리, 의사결정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으로 제한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의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는 CEOSCORE DAILY에서 선정한 ‘2018

년 500대 기업’에서 인력관리, 재무, 마케팅, 회계 등의 부서에서 근

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특성

사무직 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무직 근로자가 조직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기업

에서의 사무직이 수행하는 업무는 시스템화, 사무자동화가 진전되면

서 점차 지적, 창조적, 비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전문사무직과 단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단순사무직으로 양극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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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제는 사무직을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사무직뿐만 아니

라 고도의 지적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직까지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

할 필요가 있다(이찬 외, 2008). 그리고 사무직 근로자를 새로운 지

식과 가치창출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조직 내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은석, 정철영, 2011). 이로 인하여 사무직 근로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맡은 직무와 이를 수행하는 역할이 확장되고, 또한 해당 관련 

지식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해당 조직 내에서의 

그 역할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조영아, 2015). 이러

한 사무직 근로자의 특성에 대해 Drucker(1995; 1999)는 개인 특성, 

직무 특성, 조직의 관계 특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 

특성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의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뛰어난 창조성과 혁신능력을 보여주고 있

으며, 자기 가치의 실현을 중요시 하면서 시대 흐름에 맞추어 개인 성

장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직으로 떠나는 경향을 나타

낸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직무 특성은 수행하는 직무가 무형적이고, 스

스로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에 조직구성원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며, 직무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마지막

으로 조직의 관계 특성은 조직 내에서 장점을 발휘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조직은 개인의 생산성에 의존해야 하며, 이 두 가지 상황에 

의해 개인과 조직 간의 권력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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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성과(Job Performance)

1) 직무성과의 개념

직무성과의 영문명은 ‘Job performance’로, 이 개념은 ‘Performance’
를 성과라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수행이라고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직

무성과 혹은 직무수행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현진(2012)

은 결과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용어는 성과이고, 행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 용어는 수행이라고 하였다. 즉, ‘Job performance’를 직무성과로 사

용하는 경우, 직무에서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하는 의미하

며, 직무수행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무상에서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Performance’ 관련 다양한 연구들에서 직무를 행하는 행

동 자체에 초점을 두는 수행과 직무를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에 초

점을 두는 성과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의 환

경에 따라, 확인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수행, 성과 중 어느 한 쪽을 강

조하는 방식을 통해 그 의미가 융통성 있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장

현진, 2012). ‘Performance’ 관련 다양한 연구 분야 중에서도, 특히 

기업 관련 연구 분야에서는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모든 활동들의 결과인 성과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여수경, 2012).

직무성과와 관련된 학자들의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Tett와 

Meyer(1993)는 직무성과를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이 직무를 수행하

면서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또는 자신이 수행함으로써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라 하였고, Motowildlo, Borman과 

Schmitt(1997)은 주어진 시간 안에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하는 별

개의 행동들에 대해 조직이 원하는 기대치의 총합을 직무성과라 하

였으며, Sparrowe, Liden, Wayne과 Kraimer(2001)는 조직구성원



- 15 -

이 조직 내에서 생활하면서 주어진 공식적인 직무와 관련하여 조직

이 원하는, 요구하는 역할로서 의무와 책임을 필요로 하고 해당 직무

에서의 결과에 대한 기대목표의 달성수준을 직무성과라 하였다.

한편, Borman과 Motowidlo(1993)는 ‘Job Performance’를 행위 

자체와 결과가 아닌 조직에서 원하는 핵심적인 기능과 직접적인 관

련이 되는 과업측면(task performance)과 간접적으로 직무에 도움

을 주는 맥락측면(contextual performance)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과업 측면은 조직의 핵심 기능 자체를 처리하기 위해 직

접적으로 해당 직무를 실행함으로써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거나, 핵심 기능에 필요한 재료나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제공함으로

써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을 의미하고, 맥락 측면은 조직구성

원이 자발적으로 주어진 직무 외의 것을 수행하거나, 추가적으로 노

력을 기울이고, 조직 내 타구성원을 돕거나 협조하고, 조직의 목표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직무성과는 

결과적인 측면과 과업적인 측면으로써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조직에서 

자신에게 요구하는 직무 자체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결과

를 창출하였는지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구분 과정 결과

과업
Ÿ 조직에서 요구하는 직무 자체만을 수행

하는 과정에 초점

Ÿ 조직에서 요구하는 직무 자체만을 수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에 초점

맥락
Ÿ 조직에서 요구하는 직무 외의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 초점

Ÿ 조직에서 요구하는 직무 외의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에 초점

<표 Ⅱ-1> Job Performance 개념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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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성과의 측정

직무성과의 측정은 연구의 분야와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측정

되고 있다. 조직의 성과 관점에서 직무성과를 재무적 측면에서 평가

하는 경우도 많지만, 재무적 측면에서의 직무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직무 외에 재무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많고, 자가측정

이 어렵다. 따라서 Williams와 Anderson(1991)의 연구에서와 같이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얼마나 충실히 직

무를 수행하였는지,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시켰는지와 같

은 기준으로 직무성과를 측정하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 중, 재무적 성과가 아

닌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 인식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 도구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Williams와 Anderson(1991)는 조직구성원이 자

신이 맡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물음으로써 조직에

서 자신에게 요구하는 직무 자체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

하였는지 측정하였고, 이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단일차원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Babin과 

Boles(1996)은 레스토랑 직원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직무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자신의 직무성과를 측정하였다. 수행적인 

측면보다 결과적인 부분을 묻는 해당 도구는 자신의 실적, 직무수행, 

업무시간 관리 등을 확인하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과정적인 측면보다 결과적인 측면을 측정하기에 적

합하다고 판단하였기에, 해당 도구를 번안하여 직무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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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재창조(Job Crafting)

1) 직무재창조의 개념

Wrzesniewski와 Dutton(2001)는 직무재창조(job crafting)라는 

것은 하나의 행동이며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job crafter라고 명명

하고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직무재창조자(job crafter)로서

의 직무를 재창조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

였다. 이러한 개념은 이미 Kulik, Oldman과 Hackman(1987)이 제

안한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구성원은 관리자가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여부와 관계 없이 자기 스스로 자신이 맡은 직무를 재설계한다는 개

념과 비슷하다 할 수 있지만, Wrzesniewski와 Dutton(2001)이 제

안한 직무재창조의 개념은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 전체를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직무 내의 과

업에 한하여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Berg & Dutton, 2009). 즉, 

Wrzesniewski와 Dutton(2001)이 제안한 직무재창조의 개념은 조

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하는 과업 영역이나 그에 수반되는 관계 영역

을 직접 변하시켜나가는 신체적이고 인지적인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 후, Ghitulescu(2006)는 조직구성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

업을 개념화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해 해당 관계자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이 맡은 직무가 의미있다고 간주하는 행동을 직무재창조라고 정

의하였고, Tims와 Bakker(2010)는 직무재창조를 조직구성원 개인

이 자신의 능력과 조직 차원의 요구 내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직무 

요구(job demand)와 직무 자원(job resource) 간의 균형을 만들어 

나가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Petrou 외(2012)는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조직구성원이 자원을 찾거나, 도전적인 일을 찾고, 조직에 

요구하는 정도를 자발적으로 줄이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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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재창조의 주요 특성은 조직구성원의 과업 혹은 직무특성을 조

직구성원 자신 스스로 주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박한규, 

2015). 직무재창조의 관점에서는 직무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자율성

을 향상시킴으로써 직무재창조를 할 수 있는 기회 증가에 대한 인식

이 높아지게 되며, 이로 인해 과업과 관계 및 인지의 영역을 자발적

으로 재창조하게 된다(Wrzesniewski & Dutton, 2001). 이와 관련

된 예시로 재조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기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기

계담당자가 공장 내에서 다양한 회사 동료들과 맺는 사회적 관계를 

선호하거나, 공장의 중요한 설비 중 한 시스템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설계해보는 등 조직구성원 자신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기존의 주어

진 직무를 새롭게 해보던가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행동들이 있다

(Berg et al, 2008).

Wrzesniewski와 Dutton(2001)은 직무재창조의 하위 구성요소로

는 과업 재창조(task crafting), 관계 재창조(relational crafting), 

인지 재창조(cognitive crafting)로 구성된다. 과업 재창조는 자기 본

연의 과업 외 다른 영역으로 과업 범위를 넓히거나, 과업의 수를 증

가시키는 등 과업의 물리적 경계를 확장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

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관계 재창조는 직무수행에서 관계하는 고

객, 상사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의 수준을 변화하거나, 경계를 확장하

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끝으로 인지 재창조는 자기 직무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한 인지 수준을 보다 의미있게 재해석하고, 재정의하는 행

동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Tims와 Bakker(2010)는 기존의 하위 

구성요소는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명확히 반영하지 못함을 

비판하면서 직무요구-자원모델(job demand-resources model)에 

근거하여 직무자원이 증가, 도전적 직무 요구의 증가, 직무요구 방해

의 감소 등의 세 가지 하위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 이후 Tims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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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는 직무자원 중에는 자율성, 자기개발과 같이 직무 자체의 특

징과 피드백, 상사와 동료의 조언과 같이 사회적 맥락이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기존의 세 가지 차원의 구성요소 중 직무자원 증가를 구

조적 직무자원 증가, 사회적 직무자원 증가로 세분화시켜 네 가지 차

원으로 정교화 하였다.

직무재창조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과 견해에 따라 학계에서 바

라보는 직무재창조가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한 관점을 다음의 두 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박한규, 2015). 첫째는 ‘주도적 관점(proactive 

perspectives)’으로, 사회 환경 변화가 급격해지고 주어진 직무를 수

행하는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조직구성원 개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관점이다. 주도적 관점의 직무재창조 방식은 직무수행자하

는 조직구성원이 주도성을 갖고 직무를 만들어 가도록 직무와 과업

들을 구조화하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둘째는 ‘경력 관점(career 

perspectives)’으로, Fried(1991)가 주장한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구

성원 자신의 직무를 개선하려는 행동은 조직구성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열망과 기대 수준이 관계가 있다. 만약 조직구성원이 현재의 수

행하고 있는 직무를 자신의 경력 발달의 도구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조직구성원 자신의 경력과 연관이 없는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재창조

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직무재창조와 유사한 개념을 고찰해 봄으로써 직무재창조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직무재창조와 관련된 선행연구

(Wrzesniewski & Dutton, 2001; Ghitulescu, 2006)를 기반으로 

직무재창조와 유사한 개념으로 혁신적 직무 수행(innovative work 

behavior),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자기주도성(personal initiative) 등을 도출하였다. 혁신적 직무 수

행은 자신의 과업 역할에 새롭고 유익한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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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법, 과정, 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과업수행결과의 

향상을 꾀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이지우, 김종우, 김일천, 

2003), 혁신적 직무 수행은 개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조직수준의 혁신과 구분되기도 한다. 혁신적 직무 수행은 직무 영역

을 변경하여 일의 의미 변화와 직무 열의를 갖게 되는 직무재창조

보다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구성원 스스로가 조직을 위해 행하는 자발적

인 행동으로, 직무기술서에 열거된 핵심적인 과업 이상으로 조직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는 행동을 의미하는데(Organ, 1988), 이는 

대부분 타인을 돕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직무재창조

는 일의 의미와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과제 및 관계적 영역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직무재창조는 조직시민행동

과 같이 조직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단순하게 일을 더 많이 하거

나 혹은 타인에게 선을 베푸는 행동을 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일의 의미를 다시 찾거나 부여하여 직무 수행 동기를 지속

적으로 제공하는 행동이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성은 조직 구성원 

개인이 자신이 부여받은 직무에 대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접근하

고, 공식적으로 부여 받은 직무 이상의 부가적인 활동을 스스로 수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Frese, Fay, Hilburger, Leng, 

& Tag, 1997), 수행하는 목적은 직무재창조와 달리, 조직의 관행 

개선이나 문제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직무재창조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연구들에서 언급하였듯이, 빠른 시

대 변화의 흐름에 알맞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재창

조를 조직에서 수행되어 오던 직무수행 방식을 통한 성과 창출이 아닌, 

조직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현재 주어진 직무의 과업, 인지 및 관계 영역

을 다시 만들어 직무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행동이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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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재창조의 측정

직무재창조의 측정과 관련해서는 Wrzesniewski와 Dutton(2001)

의 개념인 과업, 관계, 인지 재창조를 반영하여 Slemp와 Vella 

-Brodrick(2013)이 개발한 JCQ(job crafting questionnaire) 측정

도구와 Tims와 Bakker(2010)의 개념을 기반으로 Tims 외(2012)

가 개발한 측정도구가 대표적이다. 먼저 Wrzesniewski와 Dutton 

(2001)이 제시하였던 직무재창조의 하위요소인 과업 재창조, 관계 

재창조, 인지 재창조를 측정하는 도구는 Ghitulescu(2006)에 의해 

학교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수행된 질적 연구에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경험적으로 개발되었다. 그 후, Slemp와 Vella- 

Brodrick(2013)이 JCQ(job crafting questionnaire) 측정도구를 개

발하였고, 이 도구는 각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이 5문항씩 총 15문항

으로 구성되어있다. 다음으로 Tims 외(2012)의 직무재창조 측정도

구의 하위 구성요소는 직무자원 증가시키기(increasing social job 

resources, 5문항), 구조적 직무자원 증가시키기(increasing 

structural job resources, 5문항), 도전적 직무요구 증가시키기

(increasing challenging job demands, 5문항), 직무요구 방해 감소

시키기(decreasing hindering job demands, 6문항)이며,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재창조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로써 과업, 관계, 

인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과업, 관계, 인지 재창조를 포

함하고,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는 내용과 특수한 상황이나 문화에서만 

실행되는 내용을 제외시킨 이현응(2017)이 국내 기업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개발한 총 1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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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의 중요성

Borman과 Motowidlo(1993)가 언급하였듯이 조직구성원의 직무

성과는 재무적·비재무적 조직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는 기업의 입장에서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조직구성원 개인의 직무성과가 낮

아진다면 조직은 위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끊임

없이 변해가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기업에서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변화 속도도 빨라지면서 사무직의 업무가 이전처럼 단

순 반복작업이 아니게 되었다. 그리고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개인의 성취동기가 높으며, 강한 독립자율성을 지

니고 있기 때문에(Drucker, 1995), 이전의 방식에 대한 의문을 가

질 수 있고, 더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조영아

(2015)는 조직 내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사무직 근로자

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는 존재가 

되면서 이들의 역할이 확장되었으며, 전문지식과 창의력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WLB(work-life balance), 탄

력근무제 도입,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

여 자신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직무수행 방식

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은 필수

적인 부분이 되었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를 높이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매

우 중요한 사안이고, 기존의 방식으로 수행되던 직무를 수행해야 하

는 경우가 많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자신이 맡은 직무를 이전에 

수행되었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직무를 수행하

는 직무재창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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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

가. 개인-직무 적합성

1) 개인-직무 적합성의 개념

개인-직무 적합성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적합성의 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적합성(fit)이란 주체가 되는 대상과 관계를 맺는 대상

이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합성의 기준은 균형

과 질서라고 할 수 있다(Chatman, 1989). 이러한 적합성의 판단 기

준은 효과성으로, 적합성이 높다는 것은 효과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하고 반대로 적합성이 낮다는 것은 효과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형우, 2018). 적합성은 환경을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일치 또는 

유사성을 강조한 상호 적합성과 보완성을 강조한 보완 적합성으로 구

분되고, 구성원의 요구에 부합 하느냐에 따라 요구-능력 적합성과 수

요-공급 적합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Muchinsky & Monahan, 

1987; 이인석, 백종훈, 전무경, 2010).

적합성(fit)의 개념적 맥락에서 개인-직무 적합성은 개인의 행동이 

개인과 개인이 속한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Lewin 

(1951)의 주장과,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는 개인과 상황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상호작용이론에 기반한 개인-환경 적합

성 관련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김민지, 2017). 이러한 개인-환경 

적합성에서의 환경 수준에 따라 세분화 할 수 있는데(Kristof, 1996), 

이는 개인-조직 적합성(person-organization fit), 개인-집단 적합성

(person-group fit), 개인-직무 적합성(person-job fit), 개인-직업 

적합성(person-vocation fit), 개인-개인(person-person fit)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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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dwell과 O’reilly(1990)는 개인-직무 적합성을 조직구성원 

개인이 자신이 맡은 직무에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직무가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적합성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인-직무 적합성도 개인 특성과 직무특성 

간의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요구-능력 적합성과 수요-공급 적합성

으로 구분할 수 있다(Edwards, 1991; Kristof, 1996). 개인-직무 

적합성에서의 요구-능력 적합성은 조직구성원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요구하는 바와 조직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능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직무 자

체가 바라고 있는 직무특성과 조직구성원이 보유한 개인 특성과의 

상호 적합 정도이다(Caldwell & O'Reilly, 1990; Carless, 2005; 

Edwards, 1991; O'Reilly et al., 1991). 그리고 수요-공급 적합성

은 조직구성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요구하는 것과 직무가 조직구성원

에게 제공 가능한 것과의 일치 정도이다(Edwards, 1991; Kristof –
Brown, 2000). 

개인의 능력과 직무가 요구하는 수준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개인

-직무 적합성은 다양한 변인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는데, Guan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직무 적합성은 궁극적

으로 조직구성원의 직무 관련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 그 외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개인-직무 적합성이 자

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정도, 직무 생활의 질, 이직을 통해 새로운 조

직에서의 적응하는 정도의 향상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ble & DeRue, 2002; Guan et al., 2010; Memon, Salleh, & 

Baharom, 2015).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개인-직무 적합성은 크게 요구-능력 적

합성과 수요-공급 적합성으로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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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자신의 수행해야 할 직무에서 필요한 지식, 기능 및 능력의 

수준과 자신의 현재 상태와의 일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직무 

적합성을 변인으로 선정하였기에 수요-공급 적합성이 아닌 요구-능

력 적합성 수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직무 적합성을 대

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현재 직무에서 요구하

는 지식, 기능 및 능력의 수준과 자신이 인식한 자신의 지식, 기능 

및 능력의 수준과의 일치 정도로 정의한다.

2) 개인-직무 적합성의 측정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한 Lauver와 Kristof(2001)는 5문항

으로 구성된 개인-직무 적합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기술과 성격의 측면에서 개인-직무 적합성을 측정하였는데, 기술의 

측면에서는 ‘내 능력은 현재 직무의 요구에 부합한다’, ‘나는 이 직무

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직무에서 요

구하는 것과 내 기술은 잘 맞는다’의 3문항이 사용되었고, 성격 측면

에서는 ‘내 성격은 이 직무와 잘 맞는다’, ‘나는 이런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의 2문항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Cable과 DeRue(2002)는 Edwards(1991)와 Kristof(1996)가 제

시한 개인-직무 적합성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3문항으로 구성된 도

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것과 내가 직무를 통

해 얻고자 하는 것은 잘 일치한다’, ‘현재 나의 직무는 내가 원하는 직

무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나의 직무는 내가 직무에 기대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준다’로 구성되어있고, 다양한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내적 일치도가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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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보인, 장철희와 권석균(2011)은 Cable과 DeRue 

(2002)가 개발한 문항을 번안, 보완 및 추가 개발하여 총 9문항으로 

구성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요구와 능력 측면으로 나

누어 구성되어 있는데, 요구의 경우 ‘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할 경우 

제공되는 물질적 보상은 내가 원하는 보상의 수준과 일치한다’. ‘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할 경우 제공되는 심리적 보상은 내가 원하는 

보상의 수준과 일치한다’, ‘나는 실제로 나의 직무로부터 내가 원하는 

물질적 보상을 충분히 얻고 있다’, ‘나는 실제로 나의 직무로부터 내

가 원하는 심리적 보상을 충분히 얻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나

는 나의 직무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고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구성원 개인이 느끼는 능력 일치 수준을 확인하고자 개발

한 문항은 현재 직무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능 및 능력의 수준과 개

인이 인식한 수준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나는 현재 직무수행

에 요구되는 적합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나는 현재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적합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나는 현재 직무수행에 요구

되는 적합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나는 현재 

직무와 적합성이 높은 사람이다’로 구성된 4문항이다. 내적일치도 계

수는 요구의 경우 .86, 능력의 경우 .84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국외의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의 상황을 반영하였기

에 해당 내용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최보인, 장철희와 

권석균(2011)이 개발한 개인-직무 적합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총 

9문항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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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형식학습

1) 무형식학습의 개념

무형식학습은 일터(workplace)에서 혹은 일터와 연관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인 일터학습(workplace learning)의 하위

개념 중 한 가지이다. Marsick와 Watkins(1987)의 연구에서 이

러한 일터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일터학습이라고 개

념화하였고, 이러한 일터학습은 조직의 입장에서 조직구성원의 역

량개발, 경력개발 및 경력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 개인, 팀 및 

조직의 성과향상에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학습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Jacobs & Park, 2009). 일터학습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

들에서 일터학습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

시하였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터학습의 구성요소를 조직구성

원에게 특정 영역의 지식, 지각, 기술 등의 향상을 위한 학습을 

목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의도된 학습 활동인 형식학습과 

일터 현장 여부와 상관없이 비정기적이고 비체계적이며 의도성과 

계획수준이 낮은 학습 형태인 무형식학습으로 구성되어있음에 동

의하고 있다(황영훈, 김진모, 2019). 이러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일터학습에 대하여 Arets, Jennings와 Heijnen(2015)은 기업에

서의 학습은 90%의 무형식학습과 10%의 형식학습으로 이루어진

다고 언급하며 무형식학습이 기업 내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무형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조직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 인적자원을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HRD 분야에서 무형식학

습 관련 연구가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Manuti et 

al, 2015).

앞서 확인하였듯이 기업에서 대부분의 학습을 차지하는 무형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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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 대하여 다양한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Watkins와 

Marsick(1992)은 기업 내에서 조직구성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형

식적으로 구조화한 교육을 제외한 조직구성원이 생활하는 상황에서

의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이라고 정의하였고, Marsick과 Watkins 

(1999)는 형식학습과 대비되는 형태의 학습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구조화되지 않은 형태로 학습하게 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Lynham(2000)은 조직구성원이 자신들의 경력과 관련된 전문지식

과 능력개발을 위해 업무 환경에서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무형식학

습이라고 정의하였고, Enos 외(2003)는 계획적이고 구조화된 상황

에서 목표로 하는 학습 결과물을 설정하는 형식학습과 다른, 구조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구성원이 주도성을 갖고 학습하게 되는 것

을 무형식학습이라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문진수(2005)는 

조직의 제도적 지원 없이 교실이 아닌 조직에서 생활하는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무형식학습이라 정의하였고, 문세연과 나승일

(2011)은 기업 내에서의 생활에서 경험적이고 주도적인 경험을 통

해 성찰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조직적응과 조직구성원과의 관계 

형성, 자기계발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무형식학습이라고 정의하였으

며, 황영훈과 김진모(2019)는 조직구성원이 일터에서 자신의 직무 

또는 이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이지 않고 계획

적이지 않게 발생하는 학습행위를 무형식학습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비구조적이고 비계획적인 무형식학습이 무엇인지 학자들마

다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Marsick과 Watkins(1990)은 대

표적인 무형식학습 방법으로 자기주도학습, 시행착오, 직무수행, 

멘토링, 코칭, 네트워킹 등을 제세하였고, Eraut(2004)는 조직구

성원이 기업에서 생활하면서 듣기, 관찰, 성찰, 시행착오, 감독 또

는 코칭을 대표적인 무형식학습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Kremer 

(2006)는 전문서적, 잡지, 신문, 직무관련 서적 및 매뉴얼, 경험, 



- 29 -

동료와의 대화, 부서회의 등을 무형식학습 방법으로 제시하였고, 

Cross(2007)는 전문가에게 질문, 안내창구에 문의, 동료와의 대

화, 시행착오, 네트워킹 활동 등을 무형식학습 방법으로 제시하였

다. 이렇게 다양한 무형식학습 방법을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하였

고,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Lohman(2005)이 무형식학습의 수준

을 측정하기 위해 지식교환, 외부정보 탐색, 성찰로 유목화하였고, 

Choi(2009)가 한국 대기업의 상황에 적합하게 조직구성원이 기

업 내에서 타인과의 대화, 멘토링, 코칭, 관찰, 협력 등을 포함하

는 ‘타인과의 학습 ’, 과거의 경험, 시행착오 등을 포함하는 ‘자기성

찰 ’, 인터넷 검색, 직무관련 서적 및 저널, 탐구조사 등을 포함하

는 ‘외부탐색 ’으로 무형식학습 방법을 세 가지 구성요소로 수정 및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무형식학습을 조직구성

원이 자신의 일터에서 직무 또는 직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상황

에서 조직 또는 상사가 의도하지 않은 비구조적이고 비계획적으로 

발생 되는 학습행위라고 정의한다.

2) 무형식학습의 측정

학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학습 자체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 

활동 빈도 등에 초점을 맞춘 활동 측정방법과 학습의 결과로서 습득

한 지식, 기술 및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춘 성과 측정

방법이 있다(Clarke, 2005; Vermunt, & Kirschner, 2003; 문세연, 

나승일, 2011; 이민영, 2013; 황영훈, 김진모 2014). 학습 활동의 

측정은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정에 대한 수행 및 참여수준

을 측정하며, 학습 성과의 측정은 조직 내에서 경함한 학습을 통해 

조직구성원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측정한다(황영훈, 김진모,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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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무형식학습을 통해 성취된 개인 역량 상승이 직무재창

조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식학습 활동 자체의 

수준이 직무재창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Choi 

(2009)의 무형식학습 측정 도구가 무형식학습 활동을 측정하는 대표적

인 도구이며, 국내의 무형식학습 관련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

고 있다(Cho & Kim, 2016). 해당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타인과의 학습을 묻는 4문항, 자기성찰을 묻는 4문항, 외부탐색을 묻는 

4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해당 도구는 Choi(2009)의 연

구에서 설명변량이 60.0%, 문항내적일치도 계수는 .83-.87로 비교적 양

호하게 나타났다. 또한 해당 도구를 연구 대상인 신입사원에 맞게 수정한 

황영훈과 김진모(2019)의 연구에서 설명변량이 61.99%, 문항내적일치

도 계수는 .723-.832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무형식학습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Choi(2009)의 도구를 황영훈과 김진모(2019)가 국내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신입사원의 상황에 적

합하도록 안면타당도 검증 과정에서 한 문항이 제거되었는데, 이 연구의 

대상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전체이기 때문에 해당 문항을 포함하여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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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도전성

1) 직무도전성의 개념

직무도전성이란 조직구성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도전적

이라고 느끼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Amabile & 

Gryskiewicz, 1989). 직무도전성은 역할명확성, 업무정체성, 상사 

피드백, 자율성, 다양성 등과 함께 직무특성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

고, 직무가 기업 내 다른 조직구성원의 업무에 영향을 줄 정도를 나

타내는 과업 중요성(task significance)과 비슷한 의미라 볼 수도 있

으며, 직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정도 혹은 직무

수행을 위해 얼마나 다양한 기술과 재능을 사용해야 하는지의 개념

인 기술 다양성(skill variety)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개념들은 단편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개념이라는 것과 

다르게, 직무도전성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중요하다

고 인식하는 정도, 수행을 위해 얼마나 다양한 능력을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 특정 직무가 요구하는 수준과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능력 수준 간의 관계에서 개인이 인식하게 되는 도전적인 정

도가 모두 고려된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도전성이 높은 직무에 대해 Van den Broeck 외(2010)

는 직무수행자에게 높은 난이도로 혹은 복잡하다고 인지되는 도전적

인 직무는 조직구성원에게 수행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지

만, 목표달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학습과 개인의 성장에 대한 인

식과 같이 이익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직무도전성 관련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이 연구들은 

주로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와 수행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만족을 위해 개인이 해당 직무에서 무엇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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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바와 함께 수행되었다(김민지, 2017). 직무도

전성과 유사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직무특성 모델을 제시한 

Hackman과 Oldham(1976)은 조직구성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필요로 하는 기술의 다양성, 과업 자체의 정체성, 과업의 중요성, 수

행자의 자율성, 그리고 직무에 대한 피드백의 다섯 가지 핵심 직무 

차원을 제안하면서, 직무도전성은 자신들이 제안한 다섯 가지 핵심 

직무 차원 중 기술 다양성과 자율성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

후, Walsh, Taber와 Beehr(1980)는 통합적 직무특성 모델을 제안

하면서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정보 요

인과 행동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직무도전

성은 직무 다양성과 해당 직무에 대한 자율성 인식에 의해 형성되며 

또한 상사가 제공하는 직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업무의 명확성이 

증가하는 것이 직무도전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

는, 직무도전성이 직무만족과 소진을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

하였고(Kirk-Brown, & Wallace, 2004), 직무도전성이 조직성과의 

한 부분인 조직동일시 및 업무와 관련된 창의적 행동을 향상시킨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Carmeli, Cohen-Meitar & Elizur, 2007).

직무도전성이란 개념이 직무특성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나, 직

무자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뿐 아니라 조직구성원 개인이 이 직

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에 대해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파악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직무도전성을 대기

업 사무직 근로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수행해야 하는 직무가 도전적

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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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도전성의 측정

Amabile과 Gryskiewicz(1989)는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환경의 특

성으로 직무도전성을 제시하면서, 종합적인 업무 환경을 측정하는 도구

를 개발하였다. 이 중 직무도전성을 측정하는 다섯 문항이 포함되어 있

는데, 이는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한 것 같다’, ‘내 업무는 도전적이다’, 
‘내 업무는 도전적인 느낌을 준다’, ‘나의 업무는 내가 최선을 다하게끔 

한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임상간호사의 인지스타일과 창의적 행동의 

관계에서 직무도전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고명숙과 전경덕(2013)의 

연구에서는 직무도전성을 측정하기 위해 해당 도구를 5점 리커트 척도

로 측정되었고, 내적 일치도 계수는 .8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혜경(1988)은 연구에서는 Campbell과 Pritchard(1983)와 Walsh, 

Taber와 Beehr(1980)이 제시한 직무도전성의 정의를 토대로 직무

도전성을 현재 직무가 창의성을 요구하고, 자신의 지식과 기능,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인지 여부에 초점을 두어 ‘나의 직무는 다양

한 기능과 능력을 요구한다’, ‘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의 능

력과 기능을 개발, 향상시킬 기회가 많다’, ‘나의 직무는 창의력을 요

구하는 직무이다’, ‘나의 직무는 적극성을 요구하는 직무이다’ 5점 

Likert 척도로 총 4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문항을 강용관, 이민수와 

임유신(2015)의 육군 전문인력의 직무도전성이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매개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도구를 활용하

였고, 내적 일치도 계수는 .789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도전성을 포괄적으로 묻는 Amabile와 Gryskiewicz 

(1989)의 도구보다 실제 직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직무의 도전성과 

중요도를 명확히 확인하는 문항이라고 판단된 김혜경(1988)의 도구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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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더-멤버 교환관계(LMX) 및 업무부하

가. 리더-멤버 교환관계(LMX: Leader-Member Exchange)

1) 리더-멤버 교환관계의 개념

리더-멤버 교환관계는 기업 내에서 형성된 관계에 따라 상사인 리

더와 부하인 멤버 사이에서의 발전되는 관계 유형과 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환을 의미한다(Wayne & Green, 1993). 이를 쉽게 

표현하면, 리더가 멤버의 활동 지지, 피드백 제공, 멤버의 역량 향상

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을 멤버에게 제공하면, 멤버는 해당 

조직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멤버가 조

직에 적응할 수 없고 해당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러한 리더-멤버 교환관계는 사회적 교환관계로 정서적 관계를 중요

시하는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Graen & Uhl-Bien, 1995). 리더-

멤버 교환관계를 통해 해당 수준을 기준으로  높은 질적 교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내 그룹(in group)’에 속한다고 하며, 낮은 수준의 

교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외 그룹(out group)’에 속한다고 하였다

(Dansereau, Graen & Haga, 1975).

리더-멤버 교환관계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해당 개념의 구성요

소들이 변화하여왔다(Graen & Uhl-Bien, 1995). 우선 Dienesch

와 Liden(1986)은 리더-멤버 교환관계는 교환의 기여, 충성

심, 정서적 애착으로 구성되어있다고 하였고, Liden과 Maslyn 

(1998)은 정서적 애착, 충성심, 공헌의욕, 존경심으로 구성되

어있다고 하였다. 구성요소의 변화를 언급한 Graen과 Uhl- 

Bien(1995)은 의무감, 존경심, 신뢰로 구성되어있다고 하였다. 이후 

Liden과 Maslyn(1998)은 정서적 애착, 충성심, 공헌의욕, 존경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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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멤버 교환관계의 구성요소라고 하였고, Schriesheim 외

(1999)는 상호지원, 신뢰, 호감, 자율권, 관심, 충성심을 리더-

멤버 교환관계의 구성요소라고 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세 연구

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반으로 보완, 통합 및 세부내용 추가를 통

해 하위 구성요소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멤버

가 리더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리더-멤버 교환관계 관련 이론은 4단계를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다

(Cho & Kim, 2016). 첫 번째 단계는 수직적 짝 연결 이론(VDL)을 

기반으로 리더-멤버 교환관계를 설명한 단계로서 리더와 멤버가 상

호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강조하며 차별화된 내집단(in- 

group)과 외집단(out-group)으로 구분하였다(Dansereau, Graen 

& Haga, 1975; Graen & Cashman, 1975). 두 번째 단계는 리더

-멤버 교환관계 단계로서 리더-멤버 간의 교환관계(LMX)가 어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단계이고 이와 관련하여 Graen과 

Uhi-Bien(1995)은 리더와 멤버 간의 관계가 이방인(stranger), 면

식(acquaintance), 파트너(partner)의 세 단계로 발전해 간다고 설

명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리더십 형성단계로서 리더들이 다수의 멤

버들과 효과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면서 상호 간에도움을 줄 수 있

는 관계를 구축해 가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팀 네트워크 통합 

단계로서 리더와 멤버 간의 차별적인 관계가 아닌 시스템 수준으로 

바라보는 단계이다(Graen & Uhi-Bien, 1995).

리더-멤버 교환관계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탐색과 관련 구성요

소, 이론을 살펴본 결과, 이 연구에서는 리더-멤버 교환관계를 기업 

내에서 리더와 멤버 간의 직무적 관계에서 멤버인 조직구성원이 리

더와의 관계의 질(quality)을 인식하는 수준이라 정의한다.



- 36 -

2) 리더-멤버 교환관계의 측정

리더-멤버 교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Graen과 Uhl-Bien(1995) 

그리고 Liden과 Maslyn(1998)의 도구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Graen과 Uhl- Bien(1995)의 척도인 LMX-7은 7개로 구성된 단

일차원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리더-멤버 교환관계를 

의무감(obligation), 존경심(respect), 신뢰(trust)의 세 가지 차원으

로 분류하였으나, 요인분석을 통해 하나의 단일 요인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선험적인 도구였으나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이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Gerstner & Day, 1997; 고혜원, 2014; 김성혁, 황수

영, 양현교, 2009; 배범수 외, 2016; 장현아, 최애경, 2007; 정대용, 

조철호, 2010). 그리고 Liden과 Maslyn(1998)은 리더-멤버 교환

관계가 다차원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측정 도구 또한 하위차원으로 

구분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서적 애착(affect), 충성심(loyalty), 

공헌의욕(contribution) 그리고 존경심(professional respect)의 4

영역 12문항을 절대 동의하지 않음(strongly disagree:1)에서 절대 

동의함(strongly agree: 7)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개발하였다. 이

를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가 정서적 애착이 

.90, 충성심이 .74, 공헌의욕이 .74, 존경심이 .89로 양호한 신뢰도

를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는 리더-멤버 교환관계의 하위차원의 구성요소까지 파

악하지 않고, 단일 요인으로 모형 검증에 사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Graen과 Uhl-Bien(1995)이 개발한 측정 도구를 고혜원(2014)이 

번안하고 타당성 검증을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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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부하

1) 업무부하의 개념

업무부하는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주어진 

시간이나 자원, 능력 차원에서 효과적인 업무 처리를 하기 힘든 정도

라고 볼 수 있다(Bolino & Turnley, 2005; Gilboa et al., 2008; 

양지혜, 2016). 기업에서 조직구성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해당 조직구성원으로서 부서 및 팀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

무, 해당 사무실 혹은 공간에서 자신의 상사에게서 주어진 업무, 해

당 직급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

한 업무들의 양에 대한 인식이 바로 업무부하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부하의 개념은 직무스트레스 유발 원인 중 하나

로 인식되어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최병권, 2013).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직

무요구-자원모델(job demand-resources model)에 따르면, 업무

부하는 기업이 조직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요구 중의 하나로서 업

무량이 조직구성원에게 주어진 시간 및 자원을 넘어서게 됨으로써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박진아, 오세진, 2011; Demerouti et al., 2001; Schaufeli & 

Bakker, 2004). 또한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직무요구가 주어지면 개인은 직무소진이 높아질 수 있다

(Halbesleben, 2006; Hobfoll, 1989). 이렇듯 업무부하는 업무부하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 업무부하가 영향을 미치는 개념들과 함께 살

펴본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업무부하는 개념적으로 양적 부하와 질적 부하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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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1984). 양지혜(2016)는 이와 관련하여 양적 과부하는 조직

구성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량이 과다하여 제한 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초과하여 부여되는 것, 퇴근이 늦어지는 문화 때문에 

퇴근 이후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정도 등을 의미하며, 

질적 과부하는 조직구성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개인

의 능력, 기술 그리고 지식수준이 직무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겪게 되는 과부하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에서 도입한 주 52시간 근무제와 개인의 삶의 중요성을 대표하

는 일-생활 균형(WLB: work-life balance) 개념의 등장하였음에

도, 아직 기업 조직구성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아 업무부

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최병권, 2013).

한편, 업무부하라는 용어와 업무과부하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

되고 있다. 업무과부하의 경우 업무부하와 비슷한 개념이고 같은 맥

락이라고 할 수 있으나, 측정된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 이 개념의 수준을 해석할 때, 업무부하의 경우 낮게 나타난 상

태를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무리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업무과

부하의 경우 낮게 나타난 상태를 업무 수행에 무리가 있으나 그 정

도가 낮음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업무부하를 대

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기업 내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직무수행 상

의 업무 및 역할의 양을 업무부하로 정의한다.

2) 업무부하의 측정

업무부하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는 JDI(job descript index), 

Beehr(1976), 이성윤(2002)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양지혜(2016)

가 총 14문항으로 재구성한 측정 도구와 최병권(2013)이 Cousins 

외(2004)와 Beehr, Walsh 그리고 Taber(1976)의 측정도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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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췌하여 총 5문항으로 재구성한 측정 

도구가 있다. 그리고 양지혜(2016)의 측정 도구는 양정부하와 질적

부하로 구성요소를 다르게 구성하였으나 이는 단일차원으로 측정하

였다. 양적부하를 묻는 문항은 ‘업무량의 과다와 비자율적 퇴근문화

로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정도’로 정의하며 ‘나의 직

무는 주어진 시간에 비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너무 많다’, ‘나는 일

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겨 식사, 휴식시간이 충분치 않다’ 등을 포함

한 총 7문항이고, 질적부하는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저하, 

목표의 불명확성, 이해 상충 관계에서 오는 역할갈등 등의 정도’로 

정의하며 ‘나의 직무는 내가 가진 능력(업무지식)에 비해 너무 어려

운 것을 요구한다’, ‘나는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은 업무의 배정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등을 포함하는 총 7문항이다. 양적부하의 내

적일치도는 .808, 질적부하의 내적일치도는 .822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최병권(2013)의 측정 도구는 ‘나는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다’, ‘나에게 기대된 일의 양은 너무 많다’, ‘주
어진 모든 일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나는 오랜 시

간 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나는 달성하기 힘들 정도로 업

무마감 시간이 촉박하다’ 등을 포함하는 총 5문항이다. 해당 도구의 

내적일치도는 .80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단일변인으로써 과부하의 개념이 아닌 부하의 개념

을 측정할 것이다. 따라서 최병권(2013)의 도구에서 극단적으로 부

정적인 표현을 순화하여 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이 연구에서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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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재창조와 변인 간의 관계

이 연구에서 다루는 직무성과,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

형식학습, 직무도전성, 리더-멤버 교환관계(LMX) 및 업무부하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이론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각각의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

과 직무재창조와의 관계, 직무재창조와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조절효과와 관련하여 조절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살

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변인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다룬 

연구가 있는 경우에는 각 관계 정도를 표시할 것이고, 직접적인 연관

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연

구를 기반으로 하여 관계를 추론할 것이다. 해당 관계를 확인하기 위

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

습 및 직무도전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영향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가설 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은 설정한 연구모형에서 서로 간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 간 관계에서 직무재창조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4.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와 업무부하는 개인-직

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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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

1)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재창조

한만조(2016)는 글로벌 전기 기업의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직무

자원, 직무요구, 직무재창조 및 개인-직무 적합성이 직무열의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무재창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495). 그리고 Chen, Yen과 Tsai(2014)는 타이완 호텔 데스

크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적 직무재창조, 협력

적 직무재창조, 직무몰입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

당 연구에서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개인적 직무재창조, 협력적 직무

재창조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적 직무

재창조, β=.31; 협력적 직무재창조, β=.21).

이상의 선행연구 통해 이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자신이 얼마나 적합한지 인지하는 정도는 자신의 직무를 새로운 방

향으로 재구성하는 직무재창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가

정하였다. 

가설 2-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무재창조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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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식학습과 직무재창조

무형식학습과 직무재창조와의 관계를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한 선행

연구는 없는 실정이지만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 관계의 가능성을 제

시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박한규(2015)는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재창

조와 개인 및 팀 수준 변인의 위계적 관계를 화인하는 연구에서 선

행연구 분석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언급하였다. 조직의 직업적 공동

체는 직무재창조에 조직의 직업적 공동체에서 구성원 간 의식을 공

유하고 상호간의 신뢰 구축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 및 목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이러한 신뢰와 심리적 안정으

로 인해 새로운 행동들을 도전하고 직무재창조의 발생 가능성이 높

아지게 된다. 또한 직업적 공동체 내의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직

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

을 증진 시킬 수 있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

체 내에서 무형식학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 직무재창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met, De Whitte 그리고 Kyndt(2014)는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EARLI SIG 14 Conference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재창조의 관계에 

대해 개념적 명확화를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는 두 변인간의 관

계가 있음을 기반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

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무형식학습이 직무재창조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임을 가정하였다.

가설 2-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직무재창조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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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

이지영과 이희수(2018)는 조직 내에서 조직구성원이 인지하는 직

무도전성과 성장기회가 경력내적 통제소재, 경력역량과 적응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적응수

행의 하위 개념으로 창의적 문제해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전

의 해결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개념으로 

직무재창조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로 직무도전성은 

적응 수행에 정(+)적인 영향관계를 타나냈고(β=.177), 직무도전성

과 창의적 문제해결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464). 그

리고 Jung, Lee 그리고 Yoon(2019)은 특급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동기와 직무만족, 직무재창조 및 지식공유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도전하고자 하는 직무도전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구결과로 직무동기와 직무재창조

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타나냈다(r=.50).

이상의 연구를 정리하면, 직무도전성과 유사한 개념을 나타내는 직

무동기와 직무도전성 자체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결해야 하는 직

무재창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이 수

행해야 하는 직무에 대해 도전적인 인식을 의미하는 직무도전성은 새

로운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개념인 직무재창조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임을 가정하였다.

가설 2-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도전성은 직무재창조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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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재창조와 직무성과의 관계

남승하와 정종원(2017)은 조직구성원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이 

혁신행동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직무재창조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재창조와 자신의 역할 외 행동의 한 유형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의미를 포함한 혁신행동을 유사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로 혁신행동은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34). 그리고 김윤경과 이형룡(2018)

은 국내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리더의 리더

십이 직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직무재창조를 

통해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가정하였다. 연구결과로 직무재창조는 직

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712).

이상의 연구를 정리하면 기업 및 조직 내에서 이전의 직무를 수행

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직구

성원의 새로운 직무수행방식인 직무재창조는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가정하였다.

가설 2-4.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재창조는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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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인 간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의 매개효과

Daniel, Hagemann 그리고 Fiedler(2015)의 연구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각 변인 간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면, 매

개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직무 적

합성, 직무재창조,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무형식학습, 직

무재창조,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직무도전성, 직무재창

조,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통해 각각의 관계에서 직무

재창조가 매개효과를 가질 것임을 가정하였다.

1)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의 매개효과

한만조(2016)와 Chen, Yen과 Tsai(2014)의 연구를 통해 개인-

직무 적합성이 직무재창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고, 또한 남승하와 정종원(2017)의 연구와 김윤경과 이형룡(2018)

의 연구를 통해 직무재창조가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개

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직무재창조가 매개할 것임

을 가정하였다.

가설 3-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재창조는 개인-직무 적합

성과 직무성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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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식학습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의 매개효과

박한규(2015)의 연구와 Smet, De Whitte 그리고 Kyndt(2014)

의 토론을 통해 무형식학습이 직무재창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남승하와 정종원(2017)의 연구와 김윤경

과 이형룡(2018)의 연구를 통해 직무재창조가 직무성과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사

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직무재창조가 매

개할 것임을 가정하였다.

가설 3-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재창조는 무형식학습과 직

무성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직무도전성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의 매개효과

이지영과 이희수(2018)의 연구와 Jung, Lee 그리고 Yoon(2019)

의 연구를 통해 직무도전성이 직무재창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남승하와 정종원(2017)의 연구와 김윤경

과 이형룡(2018)의 연구를 통해 직무재창조가 직무성과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사

무직 근로자의 직무도전성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직무재창조가 매

개할 것임을 가정하였다.

가설 3-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재창조는 직무도전성과 직

무성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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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인간의 관계에서 리더-멤버 교환관계(LMX)과 업무부하의 조절효과

조절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조절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Cohen, Cohen, West & Aiken, 1983), 이 연구의 조절변수인 리더-멤

버 교환관계(LMX), 업무부하가 직무재창조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와 직무재창조

김성용, 김형근과 안성익(2018)은 조직구성원이 상사지원에 대한 인식이 

직무재창조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상사와의 관계 수준을 나타내는 리더-멤버 교환관계(LMX)

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상사지원에 대한 인식은 직무재창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72). 또한, 윤선화와 김해룡(2016)은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성리더십이 직무재창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직무, β=.196; 관계, β=.714; 인지, β=.302).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LMX는 직무재창조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임을 예

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LMX가 높아질수록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

습, 직무도전성이 직무재창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것임을 가정하였다.

가설 4-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리더-멤버 교환관계(LMX)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리더-멤버 교환관계(LMX)는 무형식학습

과 직무재창조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리더-멤버 교환관계(LMX)는 직무도전성

과 직무재창조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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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부하와 직무재창조

최병권(2013)은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업무과부하, 직무소진,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직무자율성과 경력성장기회의 조절효과를 확인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직무성과와 반대되는 개념으

로 직무소진을 설정하였고, 업무과부하가 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로 업무과부하는 직무소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40), 이를 통해 업무과부하가 직

무성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Karatepe(2013)는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부하, 일-가정 갈

등, 감정소모, 직무성과, 직무배태성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종업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양에 대한 

인식수준과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확

인하였다. 연구결과로 업무부하는 직무성과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16). 이상의 연구를 정리하면, 업무부

하라는 개념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업무부하가 높아질수록 개인-

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이 직무재창조에 미치는 영향력

은 줄어들 것임을 가정하였다.

가설 4-4.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부하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재

창조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5.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부하는 무형식학습과 직무재창조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6.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부하는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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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

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구조모형의 특정 경로에서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와 업무

부하의 조절효과를 구명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표에 따라 변인 

간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그림 Ⅲ-1]과 같은 이론적 연구모형을 설

정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모형에 의하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개인-

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 직무재창조 및 직무성과 간의 가

설적 인과관계를 예측하기 적합할 것이고,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

습, 직무도전성은 직무재창조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며, 직무재창조는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그리고 개인-직무 적합성과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은 직무재창조를 

매개로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리더-멤버 교

환관계(LMX)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재창조, 무형식학습과 직무재

창조,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업무부하도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재창조, 무형식학습과 직무재창조,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50 -

[그림 Ⅲ-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의 관계에서 LMX와 직무도전성의 조절효과

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대기업의 사무직군 종사자이다. 대기업의 분

류 기준은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CEOSCORE 

DAILY가 선정한 ‘2018년 500대 기업’을 대기업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였

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집단의 표본

프레임 선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비확률적 유의표집을 실시하였다.

유의표집과 같은 비확률표집의 경우 신뢰도에 따른 적절한 표본 크

기에 대한 통계적인 규칙이 제시되지 않고, 일반화를 위해 더 큰 표

본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주홍석, 2014). 다만 

연구결과의 일반화는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수에 상관없이 표본 집단

의 절대 수에 기인하며, 사회과학에서는 300명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표본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류근관, 2005). 그리고 Krejci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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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an(1970)이 제시한 모집단의 규모에 따른 필요표집수는 신뢰도 

95%를 기준으로, 모집단이 25만명이 넘는 경우 384명으로 동일하다

고 하였다. 구조방정식과 관련하여 Hair, Anderson, Tatham과 

Black(1998), Tabachnick과 Fidell(1989)에 의하면 예측 검증력 확

보를 위해 측정변인과 사례 수의 비율이 1:15를 충족할 것을 권하였

다. 이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 확인하는 측정변인 수의 합은 12개로, 

180개 이상의 표본을 분석 데이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일

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많아질수록 모집단을 대표할 가능성이 높아

지지만, 사례수가 너무 많아지면 통계적으로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으

로 인해 과대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독립변인이 유의미하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 사용되는 통계분석에 맞는 적절한 표본크기를 설정하는 것이 정

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의 연구대상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모집단의 규

모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이 연구에서는 CEOSCORE 

DAILY가 선정한 ‘2018년 500대 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근

로자를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500개 기업 전체를 대상

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효율

적인 표집을 위해 유의표집을 수행하기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해당 연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사회

과학 분야에서 통계적 검증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모집단의 크기에 

따른 384부, 일반적인 사회과학 분야 300부, 변인 수에 따른 180부 

등)와 회수율 및 불성실 응답률을 고려하여 목표 표집 수를 500부로 

설정하였고, 기업당 20~30부를 모집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

였다. 최종적으로 총 20개 기업을 분석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

당 25부 모집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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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표 Ⅲ

-1>과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측정도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의 경우 성별, 연령, 학력, 업종, 직급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구하

는 항목과 해당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해당 분야에 재직 중인 기업교육(HRD) 

전공 박사 2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을 받았고, 대기업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5인을 대상으로 안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구분 문항수 문항번호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소속부서(팀)
직급

1
1
1
1
1

Ⅷ-1
Ⅷ-2
Ⅷ-3
Ⅷ-4
Ⅷ-5

직무성과 직무성과 7 I-1~7

직무재창조 

과업 6 Ⅱ-1~6

관계 5 Ⅱ-7~11

인지 4 Ⅱ-12~15

개인-직무 적합성
요구 적합성 5 Ⅲ-1~5

능력 적합성 4 Ⅲ-6~9

무형식학습

타인과의 학습활동 4 Ⅳ-1~4

외부정보 탐색활동 4 Ⅳ-5~8

자기성찰 활동 4 Ⅳ-9~12

직무도전성 직무도전성 4 Ⅴ-1~4

리더-멤버 교환관계 리더-멤버 교환관계 7 Ⅵ-1~7

업무부하 업무부하 5 Ⅶ-1~5

총 64 -

<표 III-1> 조사 도구(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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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무성과

이 연구의 직무성과 측정도구는 Babin과 Boles(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번안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해당 도구에서 측

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과 달성 정도, 업무 시간 관리 정도, 업무 

내용 파악 정도, 수행 달성 정도, 성과 달성 인식 정도 등을 확인하

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설문 문항은 먼저 연구자가 원

문의 내용을 직역하여 영어 전공자에게 검토받은 후, 현장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교육(HRD) 전공 박사 1인과 재직자 2인에게 해

당 분야에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의 의역을 부탁하는 과정

을 거쳤다([부록 1] 참조). 최종 번안된 설문 문항은 ‘나는 평균보다 

높은 업무 성과를 달성한다.’, ‘나는 상위 10% 수준의 업무 성과를 

달성한다.’, ‘나는 업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나는 내가 해

야 할 일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나는 업무 수행에 있어 상사가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맡은 업무를 성공적으

로 수행한다.’, ‘나는 대부분의 동료에 비해 높은 성과를 달성한다고 

인정받는다.’이다.

예비조사에서는 47부의 데이터가 확보되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단일 요인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명변량은 66.01%, 요인적재치는 .569-.821로 적절한 것으

로 나타났고. 신뢰도 분석결과 .904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본적합성과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Ⅲ-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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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요인적재치 신뢰도 항목 제거시 신뢰도

직무성과

1 .821

.904

.880

2 .804 .875

3 .569 .897

4 .791 ..894

5 .730 .892

6 .737 .883

7 .769 .879
주 1) 추출방법: 주성분분석, 고유값 기준, 회전: Oblimin
주 2) Kaiser-Meyer-Olkin 척도: .895, Bartlett 구형성 검정 유의화률: .000

<표 III-2> 직무성과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본조사에서는 456부의 데이터를 확보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표준화계수는 .671-.836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도 분석결과 .889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

-3> 참조).

구분 문항 B β S.E. C.R. 신뢰도

직무성과

1 1.000 .826 - -

.889

2 1.181 .769 .064 18.439***

3 .854 .671 .055 15.414***

4 .738 .672 .048 15.448***

5 .709 .671 .046 15.417***

6 .857 .784 .045 18.948***

7 1.133 .836 .055 20.726***

주 1) ***p<0.001
주 2) CFI=.925, TLI=.887, GFI=.903, RMSEA=.144

<표 III-3> 직무성과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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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재창조

직무재창조 측정도구는 Wrzesniewski와 Dutton(2001)의 개념인 

과업, 관계, 인지 재창조를 포함하여 이현응(2017)이 국내 기업 조

직구성원을 대상으로 개발한 총 1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

다. 해당 도구는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거나 특수한 상황 혹은 문화에

서만 실행되는 내용 등을 제외하여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마친 도구는 모형 적합도 지수가 모두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

나(CFI=.931, TLI=.927, RMR=.042, RMSEA=.060) 이 연구에 

활용하기에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비조사 데이터를 통해 3개 요인, 15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

석한 결과, 과업 재창조 .872, 관계 재창조 .796, 인지 재창조 .825, 

전체 .908로 적절하게 나타났다(<표 Ⅲ-4> 참조). 직무재창조를 구

성하고 있는 문항들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신뢰도를 기준

으로, 항목 제거 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관계 재창조의 문항 중 

세 번째 문항을 제거할 경우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문항을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문항을 살펴보면 

‘직장에서 나는 내 성격에 맞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찾는

다.’이다. 설문 대상인 대기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개인이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기업 

사무직에 속한 대리 1인, 과장 1인과 해당 문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해당 문항의 ‘내 성격에 맞게’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는 

판단하에 ‘내 성격대로’로 수정하여 본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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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요인별 신뢰도 전체 신뢰도
항목 제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기준)

과업

1

.872

.908

.904

2 .899

3 .900

4 .899

5 .901

6 .903

관계

7

.796

.907

8 .900

9 .909

10 .904

11 .903

인지

12

.825

.902

13 .902

14 .902

15 .901

<표 III-4> 직무재창조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본조사 분석결과, 과업재창조의 표준화계수는 .325-.792, 관계재창

조의 표준화계수는 .528-.739, 인지재창조의 표준화계수는 .652- 

.771로 나타났다(<표 Ⅲ-5> 참조). 관계 재창조의 수정된 문항은 통

계적으로 문제없이 적절하게 나타났으나, 과업 재창조의 네 번째 문

항은 표준화계수가 .325로 나타나 해당 문항을 제거하여 분석에 사용

하기로 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과업 재창조 5문항, 관계 재창조 5문

항, 인지 재창조 4문항으로 총 14문항을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해

당 문항 제거 후의 신뢰도는 과업재창조 .862, 관계재창조 .730, 인

지재창조 .803, 전체 .901로 적절하게 나타났다(<표 Ⅲ-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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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B β S.E. C.R.
신뢰도

(전체: .901)

과업

1 1.000 .714 - -

.862

2 1.216 .791 .078 15.687***

3 1.214 .746 .082 14.845***

4 .775 .325 .119 6.535***

5 1.257 .726 .087 14.457***

6 1.23 .792 .078 15.719***

관계

7 1.000 .739 - -

.730

8 .881 .724 .063 13.883***

9 .690 .570 .062 11.067***

10 .660 .561 .061 10.907***

11 .709 .528 .069 10.272***

인지

12 1.000 .652 - -

.803
13 1.338 .759 .103 13.001***

14 1.376 .681 .115 11.998***

15 1.286 .771 .098 13.134***

주 1) ***p<0.001
주 2) CFI=.920, TLI=904, GFI=.913, RMSEA=.075

<표 III-5> 직무재창조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다. 개인-직무 적합성

최보인, 장철희와 권석균(2011)은 Cavle과 DeRue(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개념적 보완을 통해 요구 적합성과 능력 적합성을 묻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요구 적합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5개, 능력 적합성을 

묻는 문항은 4개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해당 연구에서 요구 적합성과 능력 적합성의 내적일치도 계

수는 각각 .86, .84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예비조사 데이터를 통해 2개 요인의 9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

한 결과, 요구 적합성 .823, 능력 적합성 .939, 전체 .833으로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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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개인-직무 적합성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의 적절성을 확인

하기 위해 전체 신뢰도를 기준으로, 항목 제거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나타나지 않았다(<표 Ⅲ-6> 참조).

구분 문항 요인별 신뢰도 전체 신뢰도
항목 제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기준)

요구

1

.823

.833

.830
2 .833
3 .827
4 .814
5 .805

능력

6

.939

.816
7 .806
8 .806
9 .805

<표 III-6> 개인-직무 적합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본조사 분석결과, 요구적합성의 표준화계수는 .813-.850, 능력적합성의 

표준화계수는 .744-.906으로 나타났고, 신뢰도는 요구적합성 .920, 능력

적합성 .904, 전체 .867으로 적절하게 나타났다(<표 Ⅲ-7> 참조).

구분 문항 B β S.E. C.R.
신뢰도

(전체: .867)

요구

1 1.000 .813 - -

.920

2 1.062 .824 .053 20.124***

3 1.089 .829 .054 20.300***

4 1.167 .850 .056 21.028***

5 1.033 .837 .050 20.564***

능력

6 1.000 .865 - -

.904
7 1.082 .906 .042 25.832***

8 1.009 .865 .042 24.046***

9 .979 .744 .052 18.813***

주 1) ***p<0.001
주 2) CFI=.945, TLI=924, GFI=.922, RMSEA=.117

<표 III-7> 개인-직무 적합성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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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형식학습

무형식학습을 측정하기 위해서 Lohman(2005)의 도구를 바탕으로 

Choi(2009)가 개발한 도구를 황영훈(2017)이 대기업 영업직 초기경

력자에 맞게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타인과

의 학습, 외부정보 탐색 및 자기성찰의 3개의 관찰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hoi(2009)가 

개발한 도구는 요인분석결과 누적설명변량이 60.0%로 나왔으며, 내적

일치도 계수는 타인과의 학습이 .87, 외부정보 탐색은 .84, 자기성찰은 

.83으로 나타났다. 황영훈(2017)의 연구에서 설명변량은 61.99%, 고

유값은 1.664-2.949의 분포를 보였으며, 3개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타인과의 학습 활동은 .574-.840, 외부정보 탐색 

활동은 .703-.831, 자기 성찰 활동은 .637-.826의 요인적재치 분포

를 보였으며, 내적일치도 계수는 각각 .730, .723, .832로 나타나 측

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예비조사 데이터를 통해 3개 요인의 12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타인과의 학습 .614, 외부정보탐색 .696, 자기성찰활동 .833, 전체 

.858로 나타났다(<표 Ⅲ-8> 참조). 무형식학습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신뢰도를 기준으로 항목 제거시 신뢰도를 분

석하였다. 그 결과 외부정보 탐색의 문항 중 첫 번째 문항을 제거할 경우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문항을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해당 문항을 살펴보면 ‘직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는다.’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앞서 언급한 대기업 사

무직에 속한 대리 1인, 과장 1인과 검토한 결과, 회사 내에서 인터넷을 활

용하여 정보를 얻는다는 의미를 직장 내 인트라넷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직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구글, 네이버, 

SNS 등)에서 정보를 얻는다.’로 수정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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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요인별 신뢰도 전체 신뢰도
항목 제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기준)

타인과의 
학습

1

.614

.858

.854
2 .855
3 .853
4 .845

외부정보 
탐색

5

.696

.860
6 .844
7 .855
8 .846

자기성찰 
활동

9

.833

.842
10 .836
11 .837
12 .838

<표 III-8> 무형식학습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본조사 데이터 분석결과, 타인과의 학습의 표준화계수는 .530- 

.730, 외부정보탐색의 표준화계수는 .563-.771, 자기성찰활동의 표

준화계수는 .685-.771로 나타났고, 신뢰도는 타인과의 학습 .743, 

외부정보탐색 .756, 자기성찰활동 .822, 전체 .859로 적절하게 나타

났다(<표 Ⅲ-9> 참조).

구분 문항 B β S.E. C.R.
신뢰도

(전체: .859)

타인과의 
학습

1 1.000 .530 - -

.743
2 .987 .603 .111 8.848***

3 1.061 .730 .109 9.720***

4 .925 .662 .099 9.313***

외부정보 
탐색

5 1.000 .563 - -

.756
6 1.312 .771 .122 10.713***

7 1.306 .706 .127 10.319***

8 1.123 .624 .117 9.611***

자기성찰 
활동

9 1.000 .720 - -

.822
10 1.033 .771 .071 14.575***

11 .967 .685 .074 13.151***

12 1.023 .760 .071 14.419***

주 1) ***p<0.001
주 2) CFI=.899, TLI=869, GFI=.909, RMSEA=.091

<표 III-9> 무형식학습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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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직무도전성

직무도전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Campbell과 Pritchard(1983), 그리

고 Walsh, Taber와 Beehr(1980)이 제시한 직무도전성의 정의를 토

대로 김혜경(1988)이 개발한 척도를 강용관, 이민수와 임유신(2015)

이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증을 한 총 4문항의 도구를 사용하

였다. 해당 문항과 관련하여 김혜경(1988)의 연구에서는 내적일치도 

계수가 .863으로 나타났고, 강용관, 이민수와 임유신(2015)의 연구에

서는 .789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예비조사 데이터를 통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822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표 Ⅲ-10> 참조), 본조사 데이터 분석결과, 직무도전성의 

표준화계수는 .669-.839로 나타났고, 신뢰도는 .821로 적절하게 나타

났다(<표 Ⅲ-11> 참조).

구분 문항 신뢰도 항목 제거시 신뢰도

직무도전성

1

.822

.801

2 .764

3 .707

4 .815

<표 III-10> 직무도전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문항 B β S.E. C.R. 신뢰도

직무도전성

1 1.000 .839 - -

.821
2 .930 .736 .062 15.120***

3 .988 .687 .070 14.178***

4 .812 .669 .059 13.806***

주 1) ***p<0.001
주 2) CFI=.990, TLI=.962, GFI=.988, RMSEA=.102

<표 III-11> 직무도전성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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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리더-멤버 교환관계

리더-멤버 교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Graen과 Uhl-Bien(1995)이 개발하

고 고혜원(2014)이 번안 및 타당성을 검증한 총 7문항으로 구성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개념적으로는 의무간, 존경심, 신뢰 등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측정 

도구였으나, 실증분석결과 단일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고혜원(2014)의 연구에서

의 내적일치도 계수가 .901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예비조사 데이터를 통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906으로 적절한 것으

로 나타났고(<표 Ⅲ-12> 참조), 본조사 데이터 분석결과,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의 표준화계수는 .557-.874로 나타났고, 신뢰도는 

.893으로 적절하게 나타났다(<표 Ⅲ-13> 참조).

구분 문항 신뢰도 항목 제거시 신뢰도

리더-멤버 
교환관계

1

.906

.901
2 .897
3 .884
4 .887
5 .896
6 .883
7 .880

<표 III-12> 리더-멤버 교환관계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문항 B β S.E. C.R. 신뢰도

리더-멤버 
교환관계

1 1.000 .557 - -

.893

2 1.180 .629 .112 10.517***

3 1.269 .701 .113 11.277***

4 1.658 .826 .134 12.387***

5 1.743 .782 .145 12.028***

6 1.759 .874 .138 12.740***

7 1.650 .840 .132 12.497***

주 1) ***p<0.001
주 2) CFI=.956, TLI=.934, GFI=.942, RMSEA=.112

<표 III-13> 리더-멤버 교환관계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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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무부하

업무부하를 측정하기 위해서 최병권(2013)이 Cousins 외(2004)

와 Beehr, Walsh, 그리고 Taber(1976)의 측정도구에서 업무부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췌하여 총 5문항으로 재구성한 측정 도구를 사용

하였다. 최병권(2013)의 연구에서 해당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0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예비조사 데이터를 통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887로 적절한 것

으로 나타났고(<표 Ⅲ-14> 참조),  본조사 데이터 분석결과, 업무부

하의 표준화계수는 .743-.828로 적절하게 나타났고, 신뢰도는 .903

으로 적절하게 나타났다(<표 Ⅲ-15> 참조).

구분 문항 신뢰도 항목 제거시 신뢰도

업무부하

1

.887

.861

2 .872

3 .838
4 .876

5 .865

<표 III-14> 업무부하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문항 B β S.E. C.R. 신뢰도

업무부하

1 1.000 .806 - -

.903

2 .912 .743 .053 17.179***

3 1.089 .871 .052 21.081***

4 1.064 .782 .058 18.347***

5 1.055 .828 .053 19.774***

주 1) ***p<0.001
주 2) CFI=.977, TLI=.954, GFI=.968, RMSEA=.118

<표 III-15> 업무부하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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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가. 예비조사

내용 타당도 및 안면 타당도 확보 후 진행할 예비조사는 신뢰도 분

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60부를 목표 하여 수집하였다. 먼저 

CEOSCORE DAILY의 ‘2018년 500대 기업’에 속한 기업에 협력

자를 대상으로 사무직에 속한 상사, 동료를 섭외할 수 있는지 확인 

후, 해당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설문지 형태의 인쇄본은 

일정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에 설문 방법으로는 온라인(PC/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URL을 문자 혹은 이메일로 전송하여 

해당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를 검증하기 위한 47부의 예비조사자료를 수집하였다.

나. 본조사

예비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확인적 요인분

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된 도구를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본조사 진행은 CEOSCORE DAILY의 ‘2018년 500대 기업’ 중 

협력자가 속한 기업 20개를 대상으로 목표 표집수를 500부로 설정

하여 기업당 25부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협력자

를 선정하였다. 협력자는 대기업에 속한 사람으로 기본적으로 같은 회사

이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협력자와 삼선물산에서 근

무하는 협력자는 다른 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어서 협력자로 각각 카운트 

할 수 있으나, 현대자동차에서 인사팀에 근무하는 협력자와 전략기획실에 

근무하는 협력자는 동일 기업 내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이는 카운트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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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따라서 섭외할 수 있는 협력자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협력자는 크게 연구자, 대학원 선·후배, 커미티 위원을 통해 섭외하였

다. 그리고 섭외한 협력자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하였고, 통계적인 분

석방법이나 세부적인 내용이 아닌,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방향성

을 설명하였다. 방향성으로는 직무성과의 개인적, 조직적 차원에서의 중

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인들에 대해 간략

히 설명하였다. 설명 이후, 설문을 부탁하였는데, 단순히 URL 혹은 인쇄

본 설문지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설문에서 응답자가 

유념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

는 측정도구 중, 리더-멤버 교환관계에서의 리더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

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설문지에도 설명하겠으나, 협력자의 이해가 좋은 

질의 설문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리더를 조직구성원이 생활하면서 

자신에게 직무를 지시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정의한다고 설명하였다. 또

한, 설문 응답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즉시 제공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료배포 및 수집은 2019년 4월 22

일부터 5월 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25명의 협력자에게 설문조사 URL을 

배포 하여 총 472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에서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를 

제외하여 472부 중 45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16>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59.4%, 

여성 40.6%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세 이상 40세 미

만이 4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36.5%, 20

세 이상 30세 미만이 16.9%, 50세 이상이 1.5%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자가 

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석사 11.2%, 전문대졸 10.1, 박사 1.7%로 

나타났다. 소속 부서는 영업/마케팅이 25.4%로 가장 많았으며 기획/전략 21.1%, 

인사/총무/홍보 18.9%, 연구/개발 18.2%, 재무/회계 11.6%, 구매 3.3%, 기타 

1.5%로 나타났다. 직급은 대리가 36.0%로 가장 많았으며, 사원 28.7%, 과장 

23.5%, 차장 9.0%, 부장 이상 2.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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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271 59.4

여성 185 40.6

계 456 100.0

연령
(평균 36.67)

20세 이상 30세 미만 77 16.9

30세 이상 40세 미만 205 45.0

40세 이상 50세 미만 167 36.6

50세 이상 7 1.5

계 456 100.0

학력

전문대졸 46 10.1

대졸 351 77.0

석사 51 11.2

박사 8 1.7

계 456 100.0

소속부서

기획/전략 96 21.1

인사/총무/홍보 86 18.9

영업/마케팅 116 25.4

재무/회계 53 11.6

구매 15 3.3

연구/개발 83 18.2

기타 7 1.5

계 456 100.0

직급

사원 131 28.7

대리 164 36.0

과장 107 23.5

차장 41 9.0

부장 이상 13 2.9

계 456 100.0

<표 III-1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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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3.0과 AMOS 23.0을 활

용하였고, 모든 결과는 5%의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통계방법은 구조방

정식 모형 분석(AMOS)과 PROCESS macro 모델 검증(SPSS)을 

활용하였고, 해당 분석을 위한 입력자료는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분석방법

은 다음 <표 Ⅲ-17>과 같다.

구
분

가설 통계분석방법

모
형

Ÿ 연구가설 1.
경험적 자료에 대한 이론적 연구모형의 부합 수준

AMOS
모형 적합도 검증

직
접
효
과

Ÿ 가설 2-1. 개인-직무 적합성 → 직무재창조

AMOS
구조방정식
최대우도법

Ÿ 가설 2-2. 무형식학습 → 직무재창조

Ÿ 가설 2-3. 직무도전성 → 직무재창조

Ÿ 가설 2-4. 직무재창조 → 직무성과

매
개
효
과

Ÿ 가설 3-1. 개인-직무 적합성 → 직무재창조 → 직무성과
AMOS

구조방정식
부트스트래핑

Ÿ 가설 3-2. 무형식학습 → 직무재창조 → 직무성과

Ÿ 가설 3-3. 직무도전성 → 직무재창조 → 직무성과

조
절
효
과

Ÿ 가설 4-1.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재창조와의 관계에서 LMX의 조절효과

SPSS
PROCESS

macro
(Hayes,
2013)

Ÿ 가설 4-2. 무형식학습과 직무재창조와의 관계에서 LMX의 조절효과

Ÿ 가설 4-3.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와의 관계에서 LMX의 조절효과

Ÿ 가설 4-4.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재창조와의 관계에서 업무부하의 조절효과

Ÿ 가설 4-5. 무형식학습과 직무재창조와의 관계에서 업무부하의 조절효과

Ÿ 가설 4-6.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와의 관계에서 업무부하의 조절효과

<표 III-17> 연구가설에 따른 자료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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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측정 도구 내용 타당도 및 안면 타당도 확인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변인들의 측정 도구는 도구 개발 

당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과 이 연구의 대상과 다른 경우가 있

다. 따라서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를 수행해야 한다. 먼저 측정 도구의 해당 내용이 대기업 근로자

에게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이는 측정 도구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내용 적합성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인에게 부탁하였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연구대상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도구의 타당성을 확보

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에게 앞서 내용 타당성을 확보한 설문 문항의 내용을 명확

히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안면 타당도를 대기업 사무직 근로

자 5인을 통해 확보하였다.

나. 측정 도구 신뢰도 및 타당도 확인, 동일방법편의 검정

우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 

α를 활용하였고, 문항내적일치도 계수 확인 과정에서 문항 제거 

시 신뢰도의 변화를 확인하여 내적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문항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단일 요인이 아닌 잠재변인

의 경우, 단일 요인별 신뢰도와 전체 문항의 신뢰도를 함께 확

인하였다.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

서 번안하여 사용한 직무성과 문항의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

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였고,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다른 문항들

은 확인적 요인분석만 활용하였다. 직무성과는 고정된 요인 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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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고 고유값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선행연

구들에서 타당성 검증을 한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

성, 직무재창조, 리더-멤버 교환관계(LMX) 및 업무부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직무성과의 경우, 

표준화적재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를 통해 각 문항의 

잠재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확인하고, Kaiser-Meyer-Olkin척도와 

구형성 검정 지수를 확인함으로써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확인

적 요인분석에서는 요인적재량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β), 모형적합

도(CFI, TLI, GFI, RMSEA)를 확인함으로써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다. 모형적합도, 직접효과,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확인

1) 모형적합도,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 확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 개발하는데 목적

이 있을 때 매우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Anderson & 

Gerbing, 1988).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전반적인 적합도, 변인들 

사이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석하여 복잡한 변인간의 관

계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Anderson과 Gerbing이 제안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2단계 접근

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1단계 접근법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동시에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원인이 측

정의 오류인지 인과관계 설정의 오류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이 

연구에서 적용한 2단계 접근법은 측정모형의 먼저 검토하여 개념을 

적절히 측정하였는지 검토한 후 구조모형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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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을 통해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입력자료의 정

규성 확인이 필수적이다. 구조방정식은 변인들의 선형적 결합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며 이러한 선형적 결합을 위해서는 정규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분포를 살

펴봄으로써 정규성을 확인하였고, 정규성을 확인하는 지표인 왜

도(skew)와 첨도(kurtosis)를 활용하였으며 정규성의 기준으로

는 Hong, Malik와 Lee(2003)가 제시한 왜도지표 ┃2.0┃이내, 

첨도지표 ┃4.0┃ 이내로 설정하였다.

입력자료의 정규성 확인 후, 측정모형 분석이 필요하다. 측정

모형 분석은 이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인인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 직무재창조 및 직무성과를 측정하는 관

찰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합하게 측정하는지 분석하는 것

이다. 분석 내용으로는 측정모형의 적합도 확인 및 관찰변인과 

잠재변인 간 표준화 계수를 검증이 있다. 모형적합도 판단 기준

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다음 <표 Ⅲ-18>과 같이 

이 연구에서는 모형적합도 판단 기준을 설정하였고, 이 연구에

서는 절대 적합 기준으로 RMSEA와 GFI, 증분적합지수로 CFI, 

TLI를 확인하였다. 또한, 관찰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타 잠재

변인과 적절하게 구별하여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

념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AVE) 값을 확인하였고, 도구의 신

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더라도 응답자들이 동일한 시점에서 자기보

고(self-report)에 따라 문항들을 측정하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Harman의 단일요인 

접근법을 활용하여 동일방법편의를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변량

의 설명량이 50%를 넘지 않으면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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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합도 판단 기준

절대 적합 기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8

GFI(Goodness of Fit Index) > .9

증분적합지수
CFI(Comparative Fit Index) > .9

TLI(Tucker & Lewis Index) > .9
자료: 배병렬. (2011). AMOS 19.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우종필. (2011).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적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표 Ⅲ-18> 구조방정식 모형적합도 판단 기준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한 후, 선행연구 고찰을 기반으로 설정한 

이론적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를 분석하였다. 해당 분석을 통해 모든 

지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면, 필요한 경우 모형 다듬기(trimming)

를 활용하여 모형 수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론적 구조모형의 경

우, 변인 간의 영향관계가 바뀌게 될 경우, 이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

해 설정한 이론적 구조모형이 아닌 다른 모형이 되기에 모형 수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모형적합도 확인 후, 각 잠재변인 간의 영

향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

다. 또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의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의 결과는 p값이 .05 미만이면서 신뢰구간

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기에, 총 효과 크기와 간접효과 크

기가 동일하게 나타났고, 간접효과의 크기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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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절효과 확인

Ping(1996)은 구조방정식을 통해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해당 방법은 예측변인과 조절변일을 중심화(centering)하

고, 중심화한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며, 

이를 단일 관찰변인화 하여, 예측변인, 조절변인 및 상호작용항 모두 

외생변인으로 준거변인을 예측하도록 모형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예측변인, 조절변인 및 준거변인 세 변인이 있을 경우에 사용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설정한 다섯 개의 잠재변인 간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는 모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

였다. 또한 이 연구에는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

이 직무재창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리더-멤버 교환관계

(LMX)와 업무부하가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모형 전체에서 각 영향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보다 각

각의 영향 관계를 따로 분석하기로 결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중심

화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엄격하게 분석하는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단, 해당 분석을 위해서는 

단일 변인을 분석 단위로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 연구

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번안하여 사

용한 직무성과 측정 도구는 요인분석결과 단일 변인으로 확인되어 

문항들의 평균이 직무성과 수준을 나타낸다고 판단하였고, 그 외의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 직무재창조, 리더-멤버 

교환관계(LMX), 업무부하는 선행연구에서 해당 개념을 대표하는 문

항들이라 할 수 있기에 해당 개념의 문항들의 평균값이 해당 개념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판단하여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분석을 수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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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변인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잠재변인인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

습, 직무도전성, 직무재창조 및 직무성과에 대한 관찰변인의 기술통

계량은 다음 <표 Ⅳ-1>과 같다. 개인-직무 적합성의 관찰변인의 평

균을 살펴보면 요구 적합성 2.85, 능력 적합성 3.60으로 나타났고, 

무형식학습의 관찰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타인과의 학습 3.50, 외

부정보 탐색 3.35, 자기성찰 3.69로 나타났다. 직무재창조의 관찰변

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과업 재창조 3.80, 관계 재창조 3.58, 인지 재

창조 3.39로 나타났고, 단일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직무도전성 

3.43, 직무성과 3.67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들의 표준편차의 범위는 

.484-.794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관찰변인의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해 왜도(skew)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하였다. 관찰변인의 정규성의 기준은 Hong, 

Malik, Lee(2003)가 제시한 왜도 ┃2.0┃, 첨도 ┃4.0┃로 설정하

였고, 이를 만족하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상분포 조건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표 Ⅳ-1>을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 사용

할 관찰변인의 왜도의 절대값은 .168-.432, 첨도의 절대값은 

.126-1.245로 나타나 정규성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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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관찰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개인-직무 
적합성

요구 1.00 5.00 2.85 .788 -.168 -.330

능력 1.00 5.00 3.60 .657 -.296 .261

무형식학습

타인과의 학습 1.75 5.00 3.50 .550 -.308 -.118

외부정보 탐색 1.00 5.00 3.35 .674 -.427 .547

자기성찰 2.00 5.00 3.69 .544 -.265 .181

직무도전성 직무도전성 1.25 5.00 3.43 .681 -.412 .431

직무재창조

과업 1.40 5.00 3.80 .529 -.432 1.245

관계 2.00 5.00 3.58 .522 -.197 .323

인지 1.50 5.00 3.39 .659 -.261 -.126

직무성과 직무성과 1.29 5.00 3.67 .575 -.248 .908

측정모형 다변량 정규성 - 35.847

<표 Ⅳ-1> 변인의 기술통계량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 측정한 모든 변인 간 기본적인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구조방정식 활용 시 모형 수정과 전반적인 모형 해석에 도움을 주기 

위해 SPSS를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Ⅳ-2>와 같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차(>.1)와 분산팽창지수(VIF<10.0)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Ⅳ-3>과 같고,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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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요구 1.000

2. 능력 .382** 1.000

3. 타인과의 학습 .213** .369** 1.000 　 　 　 　 　 　 　 　 　

4. 외부정보 탐색 .264** .412** .513** 1.000 　 　 　 　 　 　 　 　

5. 자기성찰 .141** .479** .510** .499** 1.000 　 　 　 　 　 　 　

6. 직무도전성 .361** .398** .480** .591** .434** 1.000 　 　 　 　 　 　

7. 과업 .167** .553** .475** .407** .576** .439** 1.000 　 　 　 　 　

8. 관계 .296** .393** .588** .442** .514** .402** .634** 1.000 　 　 　 　

9. 인지 .481** .452** .458** .503** .421** .536** .571** .580** 1.000 　 　 　

10. 직무성과 .183** .580** .377** .395** .460** .413** .722** .504** .503** 1.000 　 　

11. LMX .524* .309** .322** .311** .276** .419** .360** .390** .485** .321** 1.000 　

12. 업무부하 .066 .087 .199** .317** .130** .386** .048 .118* .179** .148** .081 1.000

*p<0.05, **p<0.01

<표 Ⅳ-2> 관찰변인 및 조절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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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관찰변인 공차 분산팽창지수(VIF)

개인-직무 적합성
요구 .669 1.494

능력 .592 1.690

무형식학습

타인과의 학습 .532 1.880

외부정보 탐색 .508 1.970

자기성찰 .510 1.962

직무도전성

직무도전성 1 .435 2.299

직무도전성 2 .468 2.139

직무도전성 3 .563 1.776

직무도전성 4 .558 1.792

직무재창조

과업 .405 2.469

관계 .433 2.309

인지 .434 2.304

<표 Ⅳ-3>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분석결과

추가적으로 단일 요인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PROCESS macro에서의 

조절효과분석의 해석에 도움을 주기 위해, SPSS를 활용하여 잠재변인 

및 조절변인의 기술통계량과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Ⅳ-4> 

참조). 각 변인들의 평균은 개인-직무 적합성 3.18, 무형식학습 3.51, 

직무도전성 3.43, 직무재창조 3.60, 직무성과 3.67, 리더-멤버 교환관계

(LMX) 3.23, 업무부하 3.02로 나타났다.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를 살펴보면 개인-직무 적합성은 무형식학습과 .442, 직무도전성과 

.464, 직무재창조와 .545, 직무성과와 .422, 리더-멤버 교환관계(LMX)

와 .541, 업무부하와 .092로 나타났고, 무형식학습은 직무도전성과 .619, 

직무재창조와 .697, 직무성과와 .499,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와 

.370, 업무부하와 .271로 나타났다. 직무도전성은 직무재창조와 .546, 

직무성과와 .413,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와 .419, 업무부하와 .148

로 나타났고, 직무재창조는 직무성과와 .671, 리더-멤버 교환관계

(LMX)와 .483, 업무부하와 .138로 나타났으며, 직무성과는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와 .321, 업무부하와 .148로 나타났다. 리더-멤버 교환

관계(LMX)와 업무부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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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1. 개인-직무 적합성 1.00 5.00 3.18 .591 1.000 　 　 　 　 　 　

2. 무형식학습 2.00 5.00 3.51 .483 .442** 1.000 　 　 　 　 　

3. 직무도전성 1.25 5.00 3.43 .861 .464** .619** 1.000 　 　 　 　

4. 직무재창조 1.93 4.93 3.60 .484 .545** .697** .546** 1.000 　 　 　

5. 직무성과 1.29 5.00 3.67 .575 .422** .499** .413** .671** 1.000 　 　

6. LMX 1.00 5.00 3.23 .720 .541** .370** .419** .483** .321** 1.000 　

7. 업무부하 1.00 5.00 3.02 .794 .092* .271** .386** .138** .148** .081 1.000

*p<0.05, **p<0.01

<표 Ⅳ-4> 잠재변인 및 조절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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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이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연구모형의 구조적 분석을 하기에 앞서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

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적합도와 관찰변인

과 잠재변인 간 표준화 계수, 설명변량을 확인하였다.

가. 측정모형 적합도 분석

측정모형이 자료분석을 위해 수집된 표본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확인

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다양한 

연구자들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배병렬(2011)의 기준을 선정하였다. 절

대 적합 기준, 증분 적합 지수를 확인하는 다양한 구분 지수 중, 절대 적합 기

준에서는 RMSEA(<.100)와 GFI(>.9), 증분적합지수에서는 CFI(>.9)와 

TLI(>.9)를 확인하였다. 한편 모형 적합도 제시할 때 많이 사용하는 χ2은 표

본 크기가 큰 경우 데이터 수에 매우 민감하여 적합도의 기준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χ2, dF, χ2/dF를 제시하기로 하였다(홍세희, 2000). 

이 연구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결과, CFI .945, TLI .930, 

GFI .914, RMSEA .065로 나타나 적합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Ⅳ-5> 참조).

χ2 dF χ2/dF CFI TLI GFI RMSEA

수치 394.899 135 2.925 .945 .930 .914 .065

<표 Ⅳ-5>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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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모형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여러 개의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신뢰성 있고 타당하게 측정하는지 평가하는 것

이 필요하다. 먼저 관찰변인이 하나의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찰변인과 잠재변인 간 표준화 계수 검정 후,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S.E.: standard error), 기각률(C.R.: critical ratio)을 

각각의 경로계수마다 제시하였다(<표 Ⅳ-6>과 [그림 Ⅳ-1] 참조).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변인별 표준화 계수의 크기는 

모두 .656이상으로 나타나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변인 B β S.E. C.R.

개인-직무 적합성
요구 1.000 .656 - -
능력 1.687 .813 .164 6.734***

무형식학습

타인과의 학습 1.000 .665 - -
외부정보 탐색 1.382 .753 .103 13.408***

자기성찰 1.036 .706 .080 12.995***

직무도전성

직무도전성 1 1.000 .824 - -
직무도전성 2 .983 .764 .059 16.678***

직무도전성 3 .972 .664 .068 14.242***

직무도전성 4 .859 .689 .058 14.919***

직무재창조
과업 1.000 .887 - -

관계 .796 .710 .046 17.469***

인지 .973 .689 .058 16.665***

직무성과

직무성과 1 1.000 .752 - -
직무성과 2 1.218 .721 .064 18.991***

직무성과 3 .976 .694 .066 14.729***

직무성과 4 .899 .741 .057 15.727***

직무성과 5 .835 .715 .055 15.217***

직무성과 6 .964 .798 .056 17.148***

직무성과 7 1.201 .802 .062 19.311***

주 1) 요구, 타인과의 학습, 직무도전성 1, 과업 및 직무성과 1은 지표변인으로,
비표준화계수를 1로 제약함

주 2) 직무도전성과 직무성과는 단일 관찰변인이기에 해당 문항을 제시하여 분석함
주 3) ***p<0.001

<표 Ⅳ-6>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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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다음으로 각 관찰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타 잠재변인과 적절하게 구

별하여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 개념신

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및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을 확인하였다(<표 Ⅳ-7> 참조). 잠재변인 간의 상관

계수는 .492- .711로 나타났고, 독립변인 간의 상관은 매우 강한 상관관계

(.8-1.0)를 나타내지 않기에 보통 정도의 변별타당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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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있다. 개념신뢰도(CR)는 지표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한 것으로 일반

적으로 .70이상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Hair et al., 1998), 평균

분산추출(AVE)은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로 일반적으로 .5이상

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Hair et al., 2006). 또한 Fornell과 

Laker(1981)가 제안한 판별타당성 유무 판단 기준은 평균분산추출

(AVE)값이 (상관계수)2보다 큰 경우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제시하였

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측정모형은 해당 기준을 모두 충

족하였기에 모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만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분
개념신뢰도

(CR)
1 2 3 4 5

1. 개인-직무 적합성 .704 .546

2. 무형식학습 .751
.645
(.416)

.503

3. 직무도전성 .826
.576
(.332)

.673
(.453)

.545

4. 직무재창조 .809
.653
(.426)

.665
(.442)

.612
(.375)

.589

5. 직무성과 .898
.654
(.428)

.626
(.392)

.478
(.228)

.703
(.494)

.558

주 1) 대각선의 음영처리 된 수치는 각 개념들의 평균분산추출(AVE)값을 나타냄
주 2) 대각선 하단의 수치는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냄
주 3) 상관계수 아래의 ( )값은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나타냄

<표 Ⅳ-7> 측정모형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다. 동일방법편의 검정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도구는 응답자들 개인의 동일한 시점에 자기보고

(self-report)에 따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

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닌다(Podsakoff, MacKenzie, Lee, and Podsakoff, 

2003).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에 대한 검증방법으로 Harman의 단

일요인접근법을 활용하여 검정하였다. 해당 방법은 측정모형의 관찰변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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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한 개의 요인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추출 결과 전체 변량의 설명량이 50%를 넘지 않으면 동일방법편의가 발

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잠재변인들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명량이 45.51%로 나타나 기준치에 미치지 않았으

므로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부록 2] 참조).

3. 구조모형 분석

연구가설 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
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모형의 적합도
는 영향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설정한 이론적 

연구모형이 실제 자료에 잘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적합도 분석결과는 <표 Ⅳ-8>과 같다. 

χ2 dF χ2/dF CFI TLI GFI RMSEA

수치 421.551 138 3.055 .939 .925 .904 .067

<표 Ⅳ-8>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이론적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CFI .939, TLI .925, GFI .904, 

RMSEA .067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모형에 대한 지수들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

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영향 관계를 예측하

기에 적합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영향 관계를 분석할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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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변인 간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4.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 직무재창조 

및 직무성과 간 영향관계

연구가설 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
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은 설정한 연구모형에서 서로 간 유
의한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무재창조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직무재창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도전성은 직무재창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4.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재창조는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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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이 직무재창조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였다(<표 Ⅳ-9>와 [그림 Ⅳ-3] 참조). 

예측변인 준거변인 B β S.E. C.R. p

개인-직무 적합성 → 직무재창조 .614 .352*** .185 3.321 <.001

무형식학습 → 직무재창조 .807 .639*** .174 4.634 <.001

직무도전성 → 직무재창조 -.055 -.077 .059 -.941 .347

직무재창조 → 직무성과 .977 .827*** .060 16.141 <.001
***p<0.001

<표 Ⅳ-9> 예측변인과 준거변인의 영향관계 분석결과

직무재창조에 대한 개인-직무 적합성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352, 

무형식학습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639, 직무성과에 대한 무형식학습

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827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따라서 연구가설 2-1, 2-2, 2-4는 채택되었다. 반면 직무도전

성은 직무재창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연구가

설 2-3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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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이론적 연구모형 내 변인 간 관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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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재창조의 매개효과

연구가설 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
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 간 관계에서 직무재창조는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가설 3-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재창조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
무성과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3-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재창조는 무형식학습과 직무성과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3-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재창조는 직무도전성과 직무성과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완전매개효과와 관련된 연구가설이 3-1, 3-2와 

3-3으로 3개가 설정되어 있다. 한편, 매개효과를 분석할 때, 하나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경로가 이를 보상할 

수 있을 정도로 유의한 경우 매개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MacKinnon, 2008), 직무도전성이 직무재창조에 유의

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으나 직무성과로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을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해당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부

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검증하였고, 해당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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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유형 B β S.E.
신뢰구간

하한 상한

연구가설 3-1
개인-직무 적합성 →직무재창조 →직무성과

.599 .291* .331 .286 1.194

연구가설 3-2
무형식학습 →직무재창조 →직무성과

.788 .529* .279 .457 1.230

연구가설 3-3
직무도전성 →직무재창조 →직무성과

-.054 -.064 .075 -.174 .070

*p<0.05

<표 Ⅳ-10>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

에 대한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의 영향을 직

무재창조가 매개하는가를 확인하였다. 직무성과와 개인-직무 적합

성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의 매개효과는 β=.291로 나타났으며, 직

무성과와 무형식학습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의 매개효과는 β

=.5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성과와 직무도전

성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3-1, 3-2은 채택되었고, 3-3

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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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더-멤버 교환관계와 업무부하의 조절효과

연구가설 4.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와 업무부하는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
계를 조절할 것이다.

연구가설 4-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리더-멤버 교환관계(LMX)는 개인-직
무 적합성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연구가설 4-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리더-멤버 교환관계(LMX)는 무형식학
습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연구가설 4-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리더-멤버 교환관계(LMX)는 직무도전
성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연구가설 4-4.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부하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
재창조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연구가설 4-5.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부하는 무형식학습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연구가설 4-6.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부하는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변인간 관계를 조절하는

지 확인하는 분석방법은 있으나(Ping, 1996), 이 방법은 예측변인, 조

절변인 및 준거변인 세 변인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잠재변인이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 모형을 분석

하기에, Ping(1996)의 방법을 활용한 분석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

였다. 따라서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로에서 각각 총 여섯 번

의 조절효과 분석을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표 Ⅳ

-11>,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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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직무재창조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개인-직무 적합성 .169*** .032 .174*** .032 .172*** .032 .213*** .030 .211*** .030 .207*** .029

무형식학습 .506*** .040 .485*** .040 .508*** .040 .522*** .041 .523*** .041 .523*** .040

직무도전성 .054 .029 .057*** .029 .049 .029 .095*** .031 .101*** .031 .119*** .031

리더-멤버 교환관계 .101*** .026 .115* .025 .104*** .025

업무부하 -.048* .021 -.049* .021 -.051* .020

개인-직무 적합성 x LMX -.015 .030

무형식학습 x LMX -.136*** .038

직무도전성 x LMX -.044 .028

개인-직무 적합성 x 업무부하 .001 .030

무형식학습 x 업무부하 .054 .034

직무도전성 x 업무부하 .090* .026

R2 .578 .589 .580 .567 .569 .578

F 123.25*** 129.09*** 124.28*** 117.84*** 118.99*** 123.43***

*p<0.05, **p<0.01, ***p<0.001

<표 Ⅳ-11> PROCESS macro를 활용한 조절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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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를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와 업무부하가 조절하는가를 확인하였다. 먼저 리더-

멤버 교환관계(LMX)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개인-직무 적합성

과 직무재창조의 관계에 대한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의 조절효

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4-1은 기각되었다. 무

형식학습과 직무재창조의 관계에 대한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의 

조절효과는 β=-.136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4-2는 

채택되었다.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에서 리더-멤버 교환관

계(LMX)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4-3

은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업무부하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개인-직무 적합성

과 직무재창조의 관계에 대한 업무부하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4-4는 기각되었고, 무형식학습과 직무재창

조의 관계에 대한 업무부하의 조절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4-5는 기각되었다. 반면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

의 관계에서 업무부하의 조절효과는 β=.09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연구가설 4-6은 채택되었다.



- 91 -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표 Ⅳ-12>와 같다.

가설 내용 결과

가설 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영향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채택

가설 2-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무재창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직무재창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도전성은 직무재창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4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재창조는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재창조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성과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 3-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재창조는 무형식학습과 직무성과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 3-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재창조는 직무도전성과 직무성과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기각

가설 4-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리더-멤버 교환관계(LMX)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가설 4-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리더-멤버 교환관계(LMX)는 무형식학습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가설 4-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리더-멤버 교환관계(LMX)는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가설 4-4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부하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가설 4-5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부하는 무형식학습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가설 4-6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부하는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표 Ⅳ-12> 연구가설 검증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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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가. 연구모형에 대한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의 구조

적 관계를 검증하고, 구조모형의 특정 경로에서 리더-멤버 교환관

계(LMX)와 업무부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었다. 전체 모형

은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이 직무재창조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무재창조가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각 변인 간의 영향관계 뿐 아니라, 개인-

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과 직무성과와의 관계에서 직

무재창조가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설정한 구조적 연구모형 분석결과, CFI=.939, TLI=.925, 

GFI=.904, RMSEA=.067로 모형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나 

해당 모형에서의 영향관계를 해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하

지만,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가정했던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의 관

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한편 잠재변인 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오차를 반영

하여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구조방정식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다. 즉, 직무재창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정

한 개인-직무 적합성과 무형식학습이 직무재창조에 미치는 정도가 

직무도전성의 경우보다 크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

적인 차원에서 직무도전성이 직무재창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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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

1) 개인-직무 적합성이 직무재창조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는 개인-직무 적합성이 직무재창조에 정(+)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만조(2016), 

Chen, Yen과 Tsai(2014)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을 실

증 자료를 기반으로 검증한 것이다. 이는 조직구성원 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자신이 얼마나 적합한지 인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더 나은 

방향으로의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개인-직무 적합성은 기업 내 조직구성원에게 주어지는 보상 수준에 

대한 만족도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 수준의 일치 정도를 의미한

다.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가 자신과 잘 맞는다고 

인식하면, 개인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하게 되고, 기업 내에서 다

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이 줄어들 것이다.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조직구성원 개인의 직무

수행 방식을 이전의 방식대로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변환함으로써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직무재창조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직무 적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기업에서 채용 시 개인-직무 적합성을 반영하여 채용

하는 것이다. 기업의 분야, 기업에서 제공하는 보상 수준 등에 만족하

는 개인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기업에서 조직구성원에게 

적합한 직무에 배치하는 것이다. 기업에서 채용한 신입사원들에게 제

공되는 연수에서 신입사원들에게 적합한 직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적합한 직무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조직구

성원의 개인-직무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적합한 직무

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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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 리더와의 면담을 통해 파악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 직무를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개인-직무 적합성

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 수준이 현재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경

우, 이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직무 역량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

그램 제공이 중요하다. 이상의 방안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개인-직무 

적합성을 높임으로써 주어진 직무수행 방식이 아닌 자신에게 가장 적

합한 방법을 찾고 시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무형식학습이 직무재창조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는 무형식학습이 직무재창조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한규(2015), Smet, De Whitte 

그리고 Jyndt (2014)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을 실증 자

료를 기반으로 검증한 것이다. 이는 조직구성원 개인이 기업 내에서 

경험하는 무형식학습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이를 통해 자신이 수행하

던 직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무형식학습은 기업 내에서 자신의 직무 혹은 직무와 간접적으로 관

련된 상황에서 비계획적으로 발생되는 비공식적 학습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무형식학습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조직구성원 개인은 다양한 

부분에서의 지식수준이 향상될 것이고, 이렇게 향상된 지식을 활용하

여 더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직무재창조를 높이

는 데 영향을 미치는 무형식학습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성원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

인이 속한 팀에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

간 제공, 다른 사람들과 문제 해결방식을 공유하는 시간 제공 등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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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둘째,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직무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서적이나 전문자료 제공, 직무 관련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세미나 일정 정보 제공, 관심 분야별 관련 사이트 및 

협회 정보 제공 등의 방법이 중요하다. 이상의 방안을 통해 무형식학

습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직무도전성이 직무재창조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의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 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이지영과 이희수(2018), Jung, Lee 

그리고 Yoon(2019)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을 실증 자

료를 기반으로 검증하지 못한 결과이다.

직무도전성은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 자체가 도전적이고 중요

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이다. 이지영과 이희수(2018)

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무도전성에 의해 발생한 개인의 도전적인 

의식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연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가 선형이 

아닌 비선형 관계를 갖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예상할 수 있다. 직무도

전성이 일정 수준까지는 직무재창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

인의 흥미 유발, 동기부여 등을 높임으로써 직무재창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직무도전성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오히려 개인

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의지가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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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재창조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 직무재창조와 직무성과 간 관계는 직무재창조가 직무

성과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승하와 정종원(2017), 김윤경과 이형룡(2018)의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설정한 가설을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검증한 것이다. 이는 개인

이 이전에 수행하던 직무수행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 더 효율

적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직무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직무재창조는 조직구성원 개인이 자발적으로 현재 주어진 직무를 더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행동이다. 조직에서 기

존의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고수하게 되면, 이를 통해 발생하는 직무성

과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새로운 방향으로의 시도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방식을 통해 나타나는 

직무성과 수준보다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직무

성과를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무재창조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 자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무수행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 분야와 직무를 접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직장 내에서 함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이다. 자신의 직무수행 방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동료들

을 찾고, 자신이 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동료를 찾을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새로운 방향으로의 시도에 대한 리더

의 지지가 중요하다(김윤경, 이형룡, 2018). 개인이 시도하는 새로운 방

식으로의 직무재창조는 잘못된 방향으로의 시도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기에 바로 직무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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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더라도 시도에 대한 질책으로 인해 이전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

하게 되지 않도록, 리더의 지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상의 방안을 통해 직

무재창조 수준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직무재창조의 매개효과

이 연구에서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직무재창조의 매개효과를 세 가

지 경로에서 확인하였다. 첫 번째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성과 간 

관계에서의 직무재창조의 매개효과 검증이고, 두 번째는 무형식학습과 

직무성과 간 관계에서의 직무재창조의 매개효과 검증이며, 세 번째는 직

무도전성과 직무성과 간 관계에서의 직무재창조의 매개효과 검증이다.

먼저,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의 매개

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직무 적합성

과 직무재창조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와 직무재창조와 직무성과의 관계

를 확인한 연구를 통해 매개효과를 유추하여 설정한 가설을 실증 자료

를 기반으로 검증한 것이다(Chen, Yen & Tsai, 2014; 김윤경, 이형

룡, 2018; 남승하, 정종원, 2017; 한만조, 2016). 개인이 자신의 노력

을 통해 직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HR 측면

의 개입이 개인의 인식 개선에 필수적이다. 채용에서부터 이를 고려한 

선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선발된 조직구성

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직무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높이는 것이 직무

성과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직무재창조를 매개로 하여 직무성

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조직구성원 개

인-직무 적합성이 높다면, 새로운 방식으로의 직무수행을 시도하는 직

무재창조를 통해 직무성과가 높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

인-직무 적합성이 높은 상태라고 해서, 바로 직무성과가 높아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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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의 직무수행인 직무재창조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무형식학습과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의 매개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형식학습이 직무재창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직무재창조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를 통해 매개효과를 유추하여 설정한 가설을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검증한 것이다(Smet, De Whitte & Kyndt, 2014; 김윤경, 이형룡, 

2018; 남승하, 정종원, 2017; 박한규, 2015). 새로운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지만, 기존의 지식수준으로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직무수행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 내에서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습 방법인 무형식학습을 통해 개인이 자신

의 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식 습득을 위

한 무형식학습 수준 또한 직무재창조를 매개로 하여 직무성과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조직구성원 개인이 

지식 습득을 위해 다양한 무형식학습을 활용함으로써 직무 관련 지식

이 향상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전의 직무수행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으로 시도함으로써 직무성과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이다. 개인이 무

형식학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수준이 높은 경우, 더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재창조가 이루어짐으로써 직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이 직무재창조를 

통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밝히

고자 하였던 직무성과 및 조직성과 향상으로 이어지는 ‘블랙박스’ 중 

한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직무도전성과 직무성과 간 관계에서 직무재창조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직무에 대한 도전적인 의식을 갖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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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앞서 직무도전성과 직무재

창조의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매개

효과 검증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

마.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와 업무부하의 조절효과

이 연구에서는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와 유사 개념인 상사지원

에 대한 인식(김성용, 김형근, 안성익, 2018)과 진성리더십(윤선화, 

김해룡, 2016)이 직무재창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를 고찰함으로써 리더-멤버 교환관계(LMX)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업무부하가 직무소진, 이직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최병권, 2013), 일-가정 갈등, 감정

소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자신의 

직무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행동인 직무재창조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유추하였고, 이를 통해 업무부하가 조절효과를 나타내

는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개인-직

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 간 관계에서 리더-

멤버 교환관계(LMX)와 업무부하의 조절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리더-멤버 교환관계(LMX)는 무형식학습과 직무재창조의 관계

를, 업무부하는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직무 적합성의 경우,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와 업무부

하의 조절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냈다. 분석결과를 

통해 독립변인들 중 개인-직무 적합성은 새로운 방식으로 더 효율적

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재창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내재적 

동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기업 내에서 다른 조직구성원과의 관

계를 대표할 수 있는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와 직무 차원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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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업무부하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은 경우, 이를 통해 직무재창조의 수준이 높아

지는 것은 외부환경에 의해 받는 영향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무형식학습과 직무재창조의 관계에서 리더-멤버 교환관계

(LMX)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의 수준이 높을수록 무형식학습과 

직무재창조와의 영향 관계가 낮아지고,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의 수

준이 낮을수록 무형식학습과 직무재창조와의 영향 관계가 높아진다는 것

을 나타낸다. 즉, 새로운 방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

은 무형식학습의 영향을 받는데, 리더와의 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무형식

학습의 직무재창조에 대한 영향 정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물론 주어

진 목적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부하직원의 인식수준을 제고시킴으로써 

부하직원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리더십인 변혁적 리더십을 조절변인

으로 설정하였다면 정(+)적인 조절효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으나,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형식학습을 통해 개인의 직무 관련 지식수준이 향

상된 경우라도 리더와의 관계가 좋으면 새로운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

려는 시도보다 이전의 방식을 고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업

무부하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형식학습 자체가 다른 

조직구성원들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에 리더-멤버 교환관

계(LMX)에 의해 직무재창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직무 차원인 업무부하의 영향은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에서는 업무부하만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고 나타난 조절효과를 해석하면, 업무부하의 수준이 높을수

록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와의 영향관계가 높아지고, 업무부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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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낮을수록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와의 영향관계가 낮아진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직무도전성이 새로운 방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직무재창조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많다고 느낄수록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가 도전적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수

행해야 하는 일의 양이 적어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식으

로 직무를 수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이전의 방식을 고수하는 상황

이 발생할 수 있고, 개인이 맡은 직무가 도전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수

행해야 하는 일의 양이 많은 경우, 이를 시간 내에 처리하기 위하여 새

로운 시도를 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직무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상

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리더-멤버 교환관계

(LMX)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직무 차원인 업무부하 정

도에 의해 직무재창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에 비해, 관계를 기반으로 한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의 영향은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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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

하고, 직무재창조와 무형식학습, 개인-직무 적합성, 직무도전성의 관

계에서 리더-멤버 교환관계(LMX)와 업무부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데 있다. 먼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이론적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해당 이론적 연구모형은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

은 직무재창조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직무재

창조는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개인

-직무 적합성과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은 직무재창조를 매개로 직

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리더-

멤버 교환관계(LMX)와 업무부하가 각 독립변인이 직무재창조에 미

치는 영향 관계를 조절할 것임을 가정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로, CEOSCORE DAILY가 

선정한 ‘2018년 500대 기업’에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목표 모집

단으로 설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25부

를 모집하여 최종적으로 500부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19

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URL 배포를 통해 이루어졌고, 총 회

수된 설문은 472부였으며, 이 중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를 제거한 

뒤, 최종적으로 45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변인 측정은 직무성과,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 리더-멤버 교환관계(LMX), 업무부하 및 인구통계적 

특성을 묻는 설문지 문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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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 직무성과 측정도구는 Babin과 Boles(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 변인의 측정 도구는 선행

연구에 제시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예비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대기

업에 재직 중인 기업교육(HRD) 전공 박사 2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

를 검증 받았고, 대기업 사무직에 종사하고 잇는 근로자 5인을 대상

으로 안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구인타당도 및 신

뢰도 검증을 실시한 후 확정된 문항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

사에 활용된 문항은 직무성과 7문항, 직무재창조 15문항, 개인-직무 

적합성 9문항, 무형식학습 12문항, 직무도전성 4문항, 리더-멤버 교

환관계(LMX) 7문항, 업무부하 5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5문항으로 

총 64문항이었다. 직무재창조의 경우, 한 문항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

하여 해당 문항을 제거하고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 AMOS 23.0, PROCESS macro 3.3

을 사용하였다. SPSS 23.0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3.0을 사용하여 구조모

형분석, 영향관계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조절효과 분석은 

PROCESS macro 3.3의 model 1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특히 AMOS를 

활용한 분석을 위해 관찰 변인의 정규성 확인, 다중공선성 검증을 수

행하였고, 모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 적합도, 

개념신뢰도(CR) 및 평균분산추출(AVE) 값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자가 설정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

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의 구조모형은 실증 데이

터를 타당하게 설명하였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개인-직무 

적합성(β=.352), 무형식학습(β=.639)은 직무재창조에 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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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쳤으며, 직무도전성은 직무재창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재창조(β=.827)는 직무성과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재창조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성과, 무형식학습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291, 529), 직무도전

성과 직무성과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리더-멤버 교환관계(LMX)는 

무형식학습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를 조절(β=-.136)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재창조,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

조 간의 관계에서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

무부하의 경우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를 조절(β

=.090)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재창조, 무

형식학습과 직무재창조 간의 관계에서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연구모형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 직

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과 관련된 현

상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적합하도록 설정되었다. 2000년대 초

반부터 직무재창조 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고, 직무재창조

에 영향을 받는 변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연구들과 직무재창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재창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크게 개인 차원, 

학습 차원, 직무 차원으로 구분하여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이 직무재창조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직무재창조가 직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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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적으로 살펴보았고, 직무도전성과 직무

재창조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무재창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가 

자신과 잘 맞는다고 인식하면, 자신의 직무수행 방식을 이전의 방식

대로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변환함으로써 직무재창조 수준이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직무 적합성은 채용 및 직무 배정 과정

에서 결정될 수 있지만 이미 조직구성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개

인에게는, 직무 자체에 대한 개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을 높여주는 교육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개인의 개인-직무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직무재창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직무 관련 지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무형식학습 

활동을 많이 경험한 조직구성원 개인은 더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시도

하는 직무재창조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형식학습 활

동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는 무형식학습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팀 단위의 직무 관련 의견 공유 시간 제공, 문제 상

황 해결방식의 공유 기회 제공, 직무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고

려해야 한다.

넷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도전성은 직무재창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 자체의 도전적인 수준이 

높다고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 자체가 도전적이라고 개인이 인식하면 새로운 

방향으로의 직무수행을 의미하는 직무재창조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

고 예상하였으나 연구결과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직무도



- 107 -

전성이 일정 수준까지는 직무재창조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나, 

직무도전성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오히려 개인의 직무를 수행하려

는 의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재창조는 직무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직무수행 방식 자체에 대한 새로운 방향으

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할수록 직무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개인의 직무성과를 기반으로 조직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개인의 직무재창조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

다. 개인의 직무재창조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개인의 직무수행 방식

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직무수행 

방식을 시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새로운 방식에 대한 피드백을 제

공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섯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재창조는 개인-직무 적합성

과 직무성과 간, 무형식학습과 직무성과 간의 경로를 매개한다. 직무

수행 방식을 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행동은 개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 높아질 수 있고, 새로운 방식을 통해 

결과적으로 직무성과가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 내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활동을 많이 할수록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고 결과

적으로 직무성과가 향상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즉, 대기업 사

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 관련 모형에서 직무재창조가 핵심적인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리더-멤버 교환관계(LMX)는 무형

식학습과 직무재창조 간의 경로를 부(-)적으로 조절하고, 업무부하는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 간의 경로를 정(+)적으로 조절한다. 선행연구

를 기반으로 개인이 리더와의 관계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이 수행해

야 하는 직무를 새로운 방향으로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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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무형식학습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한 개인은 자신의 리더와의 

관계가 좋고 그를 신뢰한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려고 시

도하기보다 이전에 진행되어오던 직무수행 방식을 유지하고자 하며, 리

더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 이전의 방식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함

을 의미한다. 한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개인이 인지하는 일에 대한 부

담감을 나타내는 업무부하는 직무를 새로운 방향으로 더 효율적으로 수

행하는 것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구결과에 따르

면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양이 많다고 느낄수록, 직무에 대한 도전적인 의식 수준이 이전

에 진행되어오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미치는 영향 정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제언

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재창조 관련 연구를 수

행할 때, 연구대상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대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대상 전체를 모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새로운 방향으로의 시도를 나타내는 직무재창조

의 경우, 업무의 규격화가 명확한 단순 서류작업을 하는 부서와 새로

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하는 기획 부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다를 것

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기업의 업종, 기업 내부에서 수행하는 직무, 

직급별로 집단을 구분함으로써 집단별 다양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직무재창조를 확인하고자 하는 후속 연구에서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를 기업의 업종, 직무,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하여 모집단을 세분

화하여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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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구조적 모형에서 직무도전성은 직무재

창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예상한 결과와 다른 결과이다.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

에서 직무도전성의 분포 유형이 선형이 아닌 비선형일 수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직무도전성이 일정 수준까지

는 직무재창조를 높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서 직무재창조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도전성과 같은 비선형 분포를 

나타낼 수 있는 변인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후속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서 확인한 선형 관계가 아닌 비선형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

고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결과에 대한 현장 활용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성과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직

무재창조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방향으로, 

더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수준에서 이를 지원하

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이 속한 팀 수준에서 새로운 방식의 시도 독

려, 해당 새로운 방식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

그램 제공, 해당 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의미하

는 조직구성원의 ‘조직여유자원’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무재창조 수준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

직무 적합성 제고를 위해서는 채용 시 개인-직무 적합성을 채용 기

준으로 반영, 채용 후 개인에게 적합한 직무 배치 혹은 적합한 직무

로의 직무 이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형식학습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조직 내 다른 구성원과의 학습 기회 제공, 직무 관

련 정보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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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직무성과 설문문항 번안 과정

Babin & Boles(1996)의 Self-report Job Performance 측정문항 번안

# 원 문항 직역 측정 내용

1 I average higher sales per check than most. 나는 평균보다 높은 판매 실적을 올린다. 성과 달성 정도

2 I am in the top 10% of the servers here. 나는 이곳의 직원 중 상위 10%에 든다. 성과 달성 정도

3 I manage my work time better than most. 나는 나의 일하는 시간을 가장 잘 관리한다. 업무 시간 관리 정도

4 I know more about the menu items. 나는 메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업무 내용 파악 정도

5 I know what my customers expect. 나는 내 고객이 바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업무 내용 파악 정도

6 I am good at my job. 나는 내 일을 잘한다. 수행 달성 정도

7 I get better tips than most of the others. 나는 대부분의 다른 직원들보다 많은 팁을 받는다. 성과 달성 인식 정도

# 구분 문항 수정 사항

1
직역 나는 평균보다 높은 판매 실적을 올린다.

판매실적을 대기업 조직구성원의 상황에 맞게 성과로 변경
의역 나는 평균보다 높은 업무 성과를 달성한다.

2
직역 나는 이곳의 직원 중 상위 10%에 든다.

10%의 기준 제시
의역 나는 상위 10% 수준의 업무 성과를 달성한다.

3
직역 나는 나의 일하는 시간을 가장 잘 관리한다.

일하는 시간을 기업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
의역 나는 업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4
직역 나는 메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메뉴에 대한 이해를 기업 상황에 맞게 변경
의역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5
직역 나는 내 고객이 바라는 것을 알고 있다.

기업 내에서의 고객을 상사로 설정
의역 나는 업무 수행에 있어 상사가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있다.

6
직역 나는 내 일을 잘한다.

일을 잘하는 개념을 성공적인 수행으로 설정
의역 나는 내가 맡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7
직역 나는 대부분의 다른 직원들보다 많은 팁을 받는다.

당사자의 인식이 아닌 타인의 인식으로 측정하도록 설정
의역 나는 대부분의 동료에 비해 높은 성과를 달성한다고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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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측정모형의 동일방법편의 검증 결과

잠재변인 관찰변인 공통성 성분행렬

개인-직무 적합성

요구 적합성 .335 .467

능력 적합성 .424 .651

무형식학습

타인과의 학습 .435 .659

외부정보 탐색 .416 .645

자기성찰 .469 .685

직무도전성 직무도전성 .415 .644

직무재창조

과업 재창조 .643 .802

관계 재창조 .551 .742

인지 재창조 .539 .734

직무성과 직무성과 .525 .724

고유값 5.073

설명변량 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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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조절효과 분석결과

1.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에서 LMX의 조절효과

모형
종속변인: 직무재창조

β S.E. LLCI ULCI

통제변인

무형식학습 .506* .040 .427 .585

직무도전성 .054 .029 -.003 .112

독립변인

개인-직무적합성 .169* .032 .106 .232

LMX .101* .026 .051 .152

개인-직무 적합성 x LMX -.016 .030 -.075 .044

R2 .578

F 123.25*

*p<.05

2. 무형식학습과 직무재창조의 관계에서 LMX의 조절효과

모형
종속변인: 직무재창조

β S.E. LLCI ULCI

통제변인

개인-직무 적합성 .174* .032 .112 .236

직무도전성 .057* .029 .001 .114

독립변인

무형식학습 .485* .040 .406 .564

LMX .115* .025 .066 .164

무형식학습 x LMX -.136* .038 -.211 -.061

R2 .589

F 129.0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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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에서 LMX의 조절효과

모형
종속변인: 직무재창조

β S.E. LLCI ULCI

통제변인

개인-직무 적합성 .172* .032 .110 .235

무형식학습 .508* .040 .429 .587

독립변인

직무도전성 .049 .029 -.009 .106

LMX .104* .025 .054 .153

직무도전성 x LMX -.044 .028 -.100 .011

R2 .580

F 124.28*

*p<.05

4. 개인-직무 적합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에서 업무부하의 조절효과

모형
종속변인: 직무재창조

β S.E. LLCI ULCI

통제변인

무형식학습 .522* .041 .442 .602

직무도전성 .095* .031 .034 .156

독립변인

개인-직무적합성 .213* .030 .154 .273

업무부하 -.048* .021 -.089 -.007

개인-직무 적합성 x 업무부하 .001 .030 -.058 .060

R2 .567

F 117.84*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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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형식학습과 직무재창조의 관계에서 업무부하의 조절효과

모형
종속변인: 직무재창조

β S.E. LLCI ULCI

통제변인

개인-직무 적합성 .211* .0230 .153 .269

직무도전성 .101* .031 .041 .162

독립변인

무형식학습 .523* .041 .443 .603

업무부하 -.049* .021 -.090 -.009

무형식학습 x 업무부하 .054 .034 -.013 .120

R2 .569

F 118.99*

*p<.05

6. 직무도전성과 직무재창조의 관계에서 업무부하의 조절효과

모형
종속변인: 직무재창조

β S.E. LLCI ULCI

통제변인

개인-직무 적합성 .207* .029 .149 .265

무형식학습 .523* .040 .444 .602

독립변인

직무도전성 .119* .031 .058 .180

업무부하 -.051* .020 -.091 -.011

직무도전성 x 업무부하 .090* .026 .039 .140

R2 .578

F 123.4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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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설문도구 - 예비조사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의 구조적 관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전공하고 있는 윤
경신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저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
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인식하시는 직무성과, 직무재창조, 개인-
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 등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대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한 자료로써 좋
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
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에 사용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는 총 6면이며, 응답하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귀하의 
설문 응답결과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목
적을 위한 통계 분석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과 관련하
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
을 내주신 귀하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윤경신
지도교수 김진모 드림

【연구자 연락처】   전화: -,  C.P:-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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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음은 귀하의 ‘직무성과’에 관한 설문 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균보다 높은 업무 성과를 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상위 10% 수준의 업무 성과를 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업무 수행에 있어 상사가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맡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대부분의 동료에 비해 높은 성과를 달성한

다고 인정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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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귀하의 ‘직무재창조’에 관한 설문 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
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해주시
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업무를 수행할 때,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 능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를 수행할 때, 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관심 분야와 업무를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업무를 마치는 데 필요한 일을 스스로 

찾아 실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직장에서 나는 업무와 관련해서 조언을 줄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장에서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업무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직장에서 나는 내 성격에 맞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직장에서 나는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직장에서 나는 정서적 지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동료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 업무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 일을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기회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 직업의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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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귀하의 ‘개인-직무 적합성’에 관한 설문 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
을 읽으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할 경우 제공되는 물질

적 보상은 내가 원하는 보상의 수준과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할 경우 제공되는 심리

적 보상은 내가 원하는 보상의 수준과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직무로부터 나는 실제로 내가 원하는 물질

적 보상을 충분히 얻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직무로부터 나는 실제로 내가 원하는 심리

적 보상을 충분히 얻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종합적으로 볼 때, 나는 나의 직무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현재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적합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현재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기능을 보

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현재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종합적으로 볼 때, 나는 현재 직무와 적합성이 

높은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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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의 ‘무형식학습’에 관한 설문 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
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해주시
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휴식시간 또는 일과 후에도 직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특정한 직무 상황과 관련하여 상사나 동료와 비

공식적인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려운 직무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관찰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직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

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직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6
직무 정보와 지식 습득을 위해 관련서적이나 전

문자료를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세미나 등

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려운 직무 상황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

해 외부 전문가들과 연락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새로운 직무를 해야 할 때, 과거의 직무 처

리 경험을 되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직무를 처리하기 위해 과거의 시행착오나 

실수를 다시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스스로 ‘왜?’라고 물어보는 자기대화를 

통해 나만의 직무처리방식을 터득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직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되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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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의 ‘직무도전성’에 관한 설문 문항입니다.아래의 항목을 읽으
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해주시
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직무는 다양한 기능과 능력을 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의 능력과 기능

을 개발, 향상시킬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직무는 창의력을 요구하는 직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직무는 적극성을 요구하는 직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Ⅵ. 다음은 귀하의 ‘리더-멤버 교환관계’에 관한 설문 문항입니다. 아래의 항
목을 읽으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
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더는 여러분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나의 리더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나는 대체로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리더는 나의 업무상 문제점이나 필요사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리더는 내 잠재력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업무상 어려움에 봉착할 때 나의 리더는 그

(녀)의 모든 권한을 활용하여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리더는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나를 어

려운 처지에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리더를 충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

의 결정을 옹호하며 정당하다고 인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리더와 나의 생각은 서로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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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다음은 귀하의 ‘업무부하’에 관한 설문 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일을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 기대된 일의 양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주어진 모든 일을 수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달성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마감 시간이 촉

박하다.
① ② ③ ④ ⑤

Ⅷ.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
로만 사용됩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 하여 주시거나 숫
자를 기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석사 ⑤ 박사

4. 귀하의 소속 부서(팀)는?
① 기획/전략 ② 인사/총무/홍보 ③ 영업/마케팅 ④ 재무/회계 
⑤ 구매 ⑥ 연구/개발 ⑦ 기타(             )

5. 귀하의 직급은?
① 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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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설문도구 - 본조사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의 구조적 관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전공하고 있는 윤
경신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저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성과와 직무재
창조, 개인-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및 직무도전성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인식하시는 직무성과, 직무재창조, 개인-
직무 적합성, 무형식학습, 직무도전성 등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대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한 자료로써 좋
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
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에 사용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는 총 6면이며, 응답하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귀하의 
설문 응답결과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목
적을 위한 통계 분석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과 관련하
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
을 내주신 귀하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윤경신
지도교수 김진모 드림

【연구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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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음은 귀하의 ‘직무성과’에 관한 설문 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균보다 높은 업무 성과를 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상위 10% 수준의 업무 성과를 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업무 수행에 있어 상사가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맡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대부분의 동료에 비해 높은 성과를 달성한

다고 인정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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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귀하의 ‘직무재창조’에 관한 설문 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
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해주시
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업무를 수행할 때,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 능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를 수행할 때, 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관심 분야와 업무를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업무를 마치는 데 필요한 일을 스스로 

찾아 실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직장에서 나는 업무와 관련해서 조언을 줄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장에서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업무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직장에서 나는 내 성격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직장에서 나는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직장에서 나는 정서적 지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동료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 업무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 일을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기회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 직업의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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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귀하의 ‘개인-직무 적합성’에 관한 설문 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
을 읽으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할 경우 제공되는 물질

적 보상은 내가 원하는 보상의 수준과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할 경우 제공되는 심리

적 보상은 내가 원하는 보상의 수준과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직무로부터 나는 실제로 내가 원하는 물질

적 보상을 충분히 얻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직무로부터 나는 실제로 내가 원하는 심리

적 보상을 충분히 얻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종합적으로 볼 때, 나는 나의 직무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현재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적합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현재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기능을 보

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현재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종합적으로 볼 때, 나는 현재 직무와 적합성이 

높은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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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의 ‘무형식학습’에 관한 설문 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
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해주시
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휴식시간 또는 일과 후에도 직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특정한 직무 상황과 관련하여 상사나 동료와 비

공식적인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려운 직무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관찰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직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

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직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구글, 네이

버, SNS 등)에서 정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6
직무 정보와 지식 습득을 위해 관련서적이나 전

문자료를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세미나 등

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려운 직무 상황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

해 외부 전문가들과 연락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새로운 직무를 해야 할 때, 과거의 직무 처

리 경험을 되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직무를 처리하기 위해 과거의 시행착오나 

실수를 다시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스스로 ‘왜?’라고 물어보는 자기대화를 

통해 나만의 직무처리방식을 터득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직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되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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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의 ‘직무도전성’에 관한 설문 문항입니다.아래의 항목을 읽으
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해주시
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직무는 다양한 기능과 능력을 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의 능력과 기능

을 개발, 향상시킬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직무는 창의력을 요구하는 직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직무는 적극성을 요구하는 직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Ⅵ. 다음은 귀하의 ‘리더-멤버 교환관계’에 관한 설문 문항입니다. 아래의 항
목을 읽으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
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더는 여러분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나의 리더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나는 대체로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리더는 나의 업무상 문제점이나 필요사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리더는 내 잠재력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업무상 어려움에 봉착할 때 나의 리더는 그

(녀)의 모든 권한을 활용하여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리더는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나를 어

려운 처지에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리더를 충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

의 결정을 옹호하며 정당하다고 인정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리더와 나의 생각은 서로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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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다음은 귀하의 ‘업무부하’에 관한 설문 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일을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 기대된 일의 양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주어진 모든 일을 수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달성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마감 시간이 촉

박하다.
① ② ③ ④ ⑤

Ⅷ.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
로만 사용됩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 하여 주시거나 숫
자를 기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석사 ⑤ 박사

4. 귀하의 소속 부서(팀)는?
① 기획/전략 ② 인사/총무/홍보 ③ 영업/마케팅 ④ 재무/회계 
⑤ 구매 ⑥ 연구/개발 ⑦ 기타(             )

5. 귀하의 직급은?
① 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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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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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ertation for the Doctor of Philosophy 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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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Advisor: Jin–Mo Kim,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job performance, job crafting, person-jpb 

fit, informal learning and job challenge, and to clarify 

moderating effects of LMX and workload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in South Korea.

The target population of the study is a office worker of 500 

large corporations in South Korea provided by CEOSCORE 

DAIL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URL from 22nd, 

April, 2019 to 3rd, May, 2019. A Total of 472 out of 500 

questionnaires from 25 corporations were returned, of which 456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The 

questionnaire items consisted of 7 items of job performanc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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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of job crafting, 9 items of person-job fit, 12 items of 

informal learning, 4 items of job challenge, 7 items of 

leader-member exchange(LMX), 5 items of workload, 5 items of 

demographics characteristics, a total of 64 items were used. The 

questionnaire was used for the present study after verify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through the 

preliminary survey.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3.0 for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AMOS 23.0 for factor analysis, model fit, and influence 

relationship, and PROCESS macro for moderating effects.

Findings and conclusion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structure of the job 

performance, job crafting, person-job fit, informal learning and 

job challenge of the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set by 

the researchers adequately explained the empirical data. 

Second, the person-job fit(β=.352) and the informal 

learning(β=.639) of the office workers in the large 

corporation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crafting 

and the job challeng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job crafting. 

And job crafting(β=.827)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performance. There are three conclusions with finding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ways to increase the 

person-job fit of individuals at the organization level. And in 

order to promote informal learning activitie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providing time sharing of 

job related opinions of team units, provision of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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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ies of problem solving methods, and various information 

related to jobs. Lastl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job 

crafting level of the individual'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hird, job crafting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has mediating effect between person-job fit, job performance, 

and informal learning and job performance(β=.291, 529). It 

can be seen that job crafting plays a key role in the job 

performance related model of large office workers.

Fourth, the leader-member exchange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has moderating effect between informal 

learning and job crafting(β=-.136). Individuals who acquire 

diverse knowledge through informal learning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own leader and trust in him, they are 

trying to maintain their previous work practices rather than 

trying to perform them in a new and better way. And in the 

case of work load, the moderating effect between job 

challenge and job crafting was significant(β=.090). The higher 

the level of the workload, the more the level of the 

challenging consciousness for the job is influenced more 

efficiently by the new method than the previous one.

Four suggestions presented by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conducting research on job crafting 

for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research subjects and consider various factor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ese relationships can be nonlinear 

in follow-up studies confirm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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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and job crafting. Third, there is a need to consider 

ways to improve the level of job crafting that directly affects 

the job performance.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easures for enhancing person-job fit and informal learning 

level which directly affect job crafting level improvement.

Key Words: Job Performance, Job Crafting, Person-Job Fit, 

Informal Learning, Job Challenge, LMX, Workload

Student Number: 2016-3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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