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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 표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팀 심리

적 안전 및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

무 전문성이 창의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

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팀 심리적 안전 

수준에 의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연구의 대상은 대기업 사무직으로,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하여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한 자료에서 공공기관 및 금융업을 제외한 일반기업 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위 500대 기

업의 사무직 근로자로 한정하였다.  조사도구는 창의적 문제해결,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

무 전문성, 팀 심리적 안전 및 인구통계적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내재적 동기와 팀 심리적 안전의 경우 연구자가 원 도구를 번안하여 활용하였으며, 창의적 문

제해결과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은 국내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유의표집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5일간 

예비조사, 2021년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30

개 기업의 사무직 근로자로부터 수집한 398개의 데이터 중 369개의 유효한 데이터를 분석

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3.0를 활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23.0를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Haye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통계적 유의

성은 .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β=.273, 

p<.05), 무형식학습(β=.247, p<.05), 직무 전문성(β=.235, p<.05)은 모두 창의적 문제해

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B=.079, p<.05),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

과(B=.064, p<.05), 그리고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이중매개효과 (B=.027, p<.05) 모

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팀 심리적 안전

에 따른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조절된 이중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13, p>.05). 무형식학습과 팀 심리적 안전의 상호작용항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226, p<.05), 팀 심리적 안전 수준에 따른 무형식학습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75, p>.05). 직무 전문성과 팀 심리적 

안전의 상호작용항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B=-.096, p>.05), 직

무 전문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31, p>.05).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은 

모두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창의성 교육 관련 연구들이 

형식학습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조직 내 무형식학습을 이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

진하는 요소임을 밝혔다. 이는 조직 내 구성원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증진을 위해 무형식

학습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주요한 이슈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직무 전문

성이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영역 특수적 지식이 개인의 창의적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이론적 연구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둘째, 내

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와 이중매개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과정상의 매커니즘을 확인

하였다. 즉, 내재적 동기는 그 자체로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요인이나, 그 과정에서 무

형식학습과 이를 통한 직무 전문성의 향상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내적으

로 동기부여된 개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무형식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구성원은 

일상의 과업 수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외부 정보를 탐색하고 성

공과 실패 경험들로부터 학습하는 무형식학습 활동을 통해 직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축적한다. 직무 전문성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남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셋째, 팀 심리적 안전은 개인의 무형식학습과 상

호작용하여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요소이나,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

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팀 심리적 

안전에 대한 인식 보다는 내재적 동기 수준과 무형식학습을 통해 획득한 직무 전문성의 수준

이 개인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직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의 경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팀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안전이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구성원의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이 자신의 직무에 흥미와 유능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지, 혹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나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등을 파악하여 내재적으로 동기부여 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론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을 다각화하여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팀 심리적 안전 및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 대한 교차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아닌 실제적인 창의적 문

제해결 수준 또는 능력에 기초한 관계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발적인 학습과 전

문성의 축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를 고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

요가 있다. 넷째,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무교

육 프로그램 형태가 아닌 세미나, 컨퍼런스, 데이터 접근성 확대와 같은 다양한 학습 참여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이를 직무 

수행에 활용함으로써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창의적 문제해결,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팀 심리적 안전, 

조절된 이중매개효과

학번: 2017-3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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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단순 노동이나 생산활동뿐 

아니라 전문 사무직의 지식노동까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OECD, 

2018). 그러나 조직의 경쟁력은 기술로 온전히 대체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역량은 여전히 조직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에 따라 많

은 대기업에서는 전통적인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지식노동자가 아닌, AI와 

같은 신기술이 대체 불가능한 창의적 인재 즉,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에서 책상에서 문서 작업을 중심으로 직무수행하

는 사람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무실 내에서 경영 활동에 필요한 

계획·실행·평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평가·보관·검색, 커

뮤니케이션, 의사결정 등의 활동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무직 근로자의 창의적 역량은 곧 일상의 업무 상황에서 구성원 개개인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HRD 분야

에서는 조직 내 구성원의 창의적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왔

다. 

창의성에 대한 연구는 크게 영역-일반적(domain-generality) 관점과 영

역-특수적(domain-specificity) 관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자는 창의

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칠 것인가, 또는 창의적으로 문제해결 방법론

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왔다. 즉 특정 분야나 직무의 내용과 관련

되지 않은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인지능력이나 스킬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한편 영역-특수적(domain-specificity)관점에서는 특

정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지식이 창의성 발휘의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

고 있다(김명숙, 2002; 최일호, 최인수, 2001; 한기순, 2000; Baer, 1999, 

2003; Dow & Mayer, 2004). 이러한 지식은 특정 분야 또는 직무와 밀접

하게 관련되며 이는 전문성과 관련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전문성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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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업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은 업무 수행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며, 업무 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직무 

전문성은 창의적 문제해결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구성원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학습이다. 특히 조직 내에서의 학습을 설명하기 위해 일터학습이라는 개념

이 도입되면서 전통적인 형태의 형식학습과 더불어 무형식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최근 무형식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어떻게 구성원이 전통적인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업

무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

가 하는 문제는 HRD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무형식학습은 학습과 

일을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지식의 획득과 전이 간의 간극을 줄인다. 따라서 

무형식학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할 경우 다양한 업무 상황에서의 실제 문제

해결에 해당 지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구성원은 다양한 무형식

학습을 통해 얻어진 업무지식을 통해 주어진 과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

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조직 내에서 구성원의 행위 즉, 학습과 업무 수행은 결국 개

인의 행위이며 이는 동기로부터 비롯된다. 특히 내재적 동기는 창의적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Amabile, 1985, 1996).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내재적 동기는 개인의 지식 탐구와 학습을 촉진하며 이는 개

인의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내재적으로 동기부여

된 개인은 무형식학습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활

용하여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데 활용하는 한편, 내재적 동기 수준이 낮은 

개인에 비해 적극적으로 수행 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내적 동기와 더불어 개인 외적인 문화, 제도, 시스템 등의 환경적 맥락은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Woodman과 

Schoenfeldt(1989)은 창의적 행동의 상호작용 모형을 통해 개인의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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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 개인을 둘러싼 상황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적 행동을 설

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팀 심리적 안전을 주요 상황 요인으로 보았는데, 

팀 심리적 안전은 구성원들이 팀 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대인적인 

위협으로부터 느끼는 안전감을 의미한다. 심리적 안전감이 높은 구성원은 

직무상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패

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의 발견과 실행을 촉진할 

수 있다(Amabile et al., 1996). 따라서 구성원이 느끼는 팀 심리적 안전은 

무형식학습 및 직무 전문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볼 때, 이 연구에서는 구성원 개인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

량을 향상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 개인의 내재적 동기와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그리고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를 밝히고 이를 촉진하는 상황 

변인으로써 팀 심리적 안전의 조절효과를 구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

서는 학습을 주요 매커니즘으로 설정하는데서 나아가 학습을 통해 특정 직

무와 관련한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이 창의적 문제해결에 중요한 매커니즘임

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학문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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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팀 심리적 안전 및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연

구 목적의 달성을 위한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이 

창의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

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팀 

심리적 안전 및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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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는 창의적 문제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 전문성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2-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2-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직무 전문성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2-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

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은 이중매개효과를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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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팀 심리적 안전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가?

3-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팀 심리적 안전은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3-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는 팀 심리적 안전에 의해 

조절되는가?

3-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 전문성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팀 심리적 안전은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3-4.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는 팀 심리적 안전에 의해 

조절되는가?

3-5.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이중매개효과는 팀 

심리적 안전에 의해 조절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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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창의적 문제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

이 연구에서 창의적 문제해결은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롭

고 독창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여 설득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이화선, 표정민, 

최인수(2014)의 연구에서 개발한 CPSPI(creative problem solving 

profile inventory)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나.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이 연구에서 내재적 동기는 업무수행 그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껴 발생

하는 동기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여하는 가치와 업무수행 

과정으로부터 개인이 느끼는 성취감 등을 통해 발생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Ryan(1982)이 개발한 내적 동기화 척도(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를 번안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무형식학습(informal learning)

이 연구에서 무형식학습이란 일터에서 일상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활동 과

정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성찰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학습, 자기점검, 

외부탐색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Choi(2009)가 개발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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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무 전문성(job expertise)

이 연구에서 직무 전문성은 특정 직무 분야에서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

한 능력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는 박오원(2008)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팀 심리적 안전(team psychological safety)

이 연구에서 팀 심리적 안전은 팀 내에서 특정한 논쟁을 하거나 새롭게 

시도한 일이 실패했을 때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대인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

다는 공유된 믿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Edmondson(1999)이 개발한 

도구를 번안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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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모집단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 모집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 중 공기업과 금융보험

업을 제외한 일반회사의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에 근무중인 사무직 

근로자로 설정하였다. 또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설문 응답이 가능

한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유의표집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

를 모든 사무직 근로자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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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창의적 문제해결

가. 창의적 문제해결의 개념

창의적 문제해결이란 어떤 문제 상황에 놓였을 때 밖으로 발산하는 발산

적 사고와 내부로 수렴하는 수렴적 사고를 조화롭게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사고과

정이다(Treffinger, Isaksen & Dorval, 2000). 국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창의적 문제해결의 정의를 살펴보면 김경자, 김아영, 조석희(1997)의 연구

에서는 창의적 문제해결이란 일반적인 영역의 지식기반, 특정 영역의 지식

기반, 동기요인을 기반으로 확산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해결책을 만들어나가는 사고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조석희, 장영

숙, 정태희(2003)는 창의적 문제해결을 문제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

이 복합적이며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문제해결에 유용하며 독창적인 산

출물 또는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배영권(2006)은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 기능, 비판적 사고, 확산적 사고, 동기 등이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해결방안이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능

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특징은 창

의적 문제해결이 일련의 문제해결 과정이며, 동기, 개인의 특성, 지식 등 여

러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과정이고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다. 이 연구에서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기 위하여 

창의성과 문제해결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설명될 필요가 있으며,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창의적 문제해결이란 창의성이 발현되는 과정 또는 여러 수행들 중 

일부이며, 동시에 문제해결 중에서 창의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형태로 창의

성의 속성과 문제해결의 속성을 모두 포함한다(조연순, 성진숙, 이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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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따라서 창의적 문제해결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문제해결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창의성이란 ‘유용하면

서 새로운 산물을 산출해내는 능력’으로 정의된다(Sternberg & Lubart, 

1991, 1995, 1996). 창의성 관련 연구는 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기업을 포함한 조직 맥락에서도 창의성은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

어지고 있다. Rhodes(1961)는 창의성과 관련한 논의에 대해 창의적인 사

람, 과정, 산출물, 그리고 창의적인 환경의 4가지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다. 

창의적인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는 비인지적인 변인으로서 성격, 인성, 태도, 

자세, 기질 또는 동기 등에 초점을 둔다. 창의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사고의 과정, 즉 창의적인 사고의 절

차, 기능, 방법, 전략에 초점을 둔다. 창의적인 산출에 대한 연구에서는 창의

적인 사고 과정이나 노력을 통한 최종적인 결과 즉, 어떤 것이 창의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요소에 초점을 둔다. 창의적인 환경에 대한 연구에서는 

창의적인 산출이 생성되는 장소, 맥락, 분위기와 같이 창의적 행동을 증진시

키거나 방해하는 요인들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창의적인 행동

을 개인적인 것이 아닌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보고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제해결이란 일반적으로 문제를 확인 및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생성, 평

가하며 대안으로 선택된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문제해

결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것이다. 기업 구성원의 

문제해결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성과자들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

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

고자 한다. 성찰적 수행의 중요성을 제안한 Schön(1983)에 따르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 상황(problematic situation)에서 문제를 분리해 정의할 

줄 아는 능력이 성찰적 수행을 하는데 있어 핵심이다. 즉 문제 상황과 문제

는 다르며 현실세계에서는 문제가 주어진 형태로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구조화된 문제 상황으로부터 문제를 추출함으로써 불분명하고 모

호한 상황을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으로 정의해야 한다(Schön, 1983). 이

때 어떤 것이 해결해야하는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를 밝혀내고 수행자가 해

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올바른 문제 정의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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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한 상황의 독특성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당면한 문제를 독특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막아주고 기본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 모색을 할 수 있도록 한다(Schön, 1983).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 다루는 문제는 Jonassen(1997)이 말하는 비구조화된 문제이며, 

이러한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문제에 당면했을 때 새롭고 독특한 여러 개의 

해결책들을 생성해내고 그 대안 가운데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이전에 잘 검증된 

방법이나 일반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초점을 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책을 생각해내고 그 중 최선의 아이디어

를 선택해 나가는데 차별성이 있다.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구명한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문제발견 및 

정의,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평가, 실행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Ⅱ-1> 참조). 첫 번째 요인인 문제발견 및 명료화는 비구조화된 문제 

상황에서 새로운 질문이나 문제를 찾아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과

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물 및 현상에 끊임없는 의문을 갖고 관찰하는 특

성, 개방성 그리고 필요 또는 불필요함에 대한 민감성과 같은 특성이 요구

되며, 이는 평소 자신의 경험과 관심, 습관을 통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자료나 지식이 요구되는지를 파악하여, 중요한 자

료들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탐색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집된 자료

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재정의하는 것이 중

요하다(Amabile, 1996; Basadur, Ellspermann & Evans, 1994; 

Treffinger, Isaksen & Dorval, 2000). 두 번째 요인은 아이디어 생성으

로,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

미한다. 이 과정에서는 다각도로 현상을 파악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

고, 사물이나 복잡한 현상 간의 내적 관련성을 연결 지음으로써 자신만의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세 번째 요인은 아이

디어 평가로, 발상으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해결책을 선택하는 과

정을 의미한다.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기준

을 수립하고 아이디어의 장단점을 분석 및 평가해야 한다. 네 번째 실행요인

은 아이디어를 실행하여 현실화하는 과정으로, 아이디어를 가시적인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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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어내는 단계를 의미한다. 결정된 아이디어(해결책)를 현실화하기 위

해서는 환경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한 결과 이 연구에서 창의적 문제해결이란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여 설득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의

적 문제해결은 창의성에서 강조하는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특성, 인지능력에 더하여 문제해결의 핵심 개념인 문제 발견과 정의에

서 출발하여 대안을 찾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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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정의
이화선 
외(2014)

Dewey(1933) Parnes(1967)
Treffinger

&Isaksen(1985)
Amabile(1996)

Carmeli,
Reiter-Palmon

& Gelbard(2013)

문제발견 
및 정의

비구조화된 문제 상황에서 새로
운 질문이나 문제를 발견하고,
발견한 문제를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하고 재정의하는 단계

Ÿ문제발견 및 
분석

Ÿ곤란 직면
Ÿ문제 진단 및 
검토

Ÿ사실 발견
Ÿ문제 발견

Ÿ혼란 발견
Ÿ자료 발견
Ÿ문제 발견

Ÿ문제 확인
Ÿ준비

Ÿ문제 정의 및 
구조화

아이디어
생성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독창
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단
계

Ÿ아이디어 생성
Ÿ가능한 해결책 
제안

Ÿ아이디어 발견 Ÿ아이디어 발견 Ÿ대안 생성 Ÿ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평가

다양한 아이디어와 대안을 평가하
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

Ÿ실행계획

Ÿ가설 검증
Ÿ해결안 수용

Ÿ해결안 발견 Ÿ해결안 발견 Ÿ대안 정당화 Ÿ아이디어 평가

실행 
계획 

상황 및 환경을 파악하고 예상
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 Ÿ수용안 발견 Ÿ수용안 발견 - -

실행
선정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
는 단계로, 다른 구성원의 참여
를 설득하여 아이디어를 실현

Ÿ실행
Ÿ설득 및 소통

- - - - Ÿ실행

<표 Ⅱ-1>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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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의적 문제해결 관련 모형

창의적 문제해결을 설명하는 다양한 모형이 연구되어 왔으며 이는 창의적 

문제해결의 과정에 대한 모형과, 개인의 창의적 문제해결 행동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체제를 구명하고자 하는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CPS(creative problem solving) 모형이 있다. 이 모

형은 1953년 Osborn(1953)에 의해 처음 제안된 후 지속적인 연구를 거쳐 

현재 Treffinger, Isaksen과 Dorval(2000)의 연구에서 버전 6.1까지 연구

되었다. 후자의 경우 Woodman과 Schoenfeldt(1989)의 창의적 행동 상호

작용 모형, Isaksen, Puccio와 Treffinger(1993)의 생태학적 모형이 있다. 

이러한 모형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의 구성요소와 과정 그리고 개인의 창

의적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다. 

1) 창의적 문제해결(CPS) 모형

창의적 문제해결(CPS) 모형은 비구조화된 문제에 대하여 문제 해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과 행위를 제시하는 모형이다(Torrance, 1979). 이 모

형은 모든 사람들의 창의적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Osborn(1953)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여러 연구에서 수정을 거쳐 최

근 6.1 버전의 모형까지 발전하였다. Osborn(1953)의 연구에서 제안된 

CPS 모형(버전 1.0)은 ‘적응(orientation)’, ‘준비(preparation)’, 

‘분석(analysis)’, ‘가설(hypothesis)’, ‘계획(incubation)’, ‘종합

(synthesis)’, ‘검증(verification)’의 7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적응 

단계는 문제를 부각시키는 단계이다. 둘째, 준비 단계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

는 단계이다. 셋째, 분석 단계는 적절한 자료들을 분류시키는 단계이다. 넷

째, 가설 단계는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단계이다. 다섯째, 준비 단계

는 문제에서 잠시 떠나 생각하는 단계이다. 여섯째, 종합 단계는 아이디어와 

정보를 맞추어 보는 단계이다. 일곱째, 검증 단계는 최종적으로 얻어낸 아이

디어를 판단하는 단계이다(이신동 외, 2015). 이후 Osborn은 1963년 개정

판에서 ‘사실 발견(fact finding)’, ‘아이디어 발견(idea f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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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안 발견(solution finding)’의 3단계로 수정된 CPS 모형(버전 1.1)

을 제안하였다. 

Parnes(1967)은 Osborn(1967)의 3단계 모형을 수정하여 ‘사실 발견

(fact finding)’, ‘문제 발견(idea finding)’, ‘아이디어 발견(idea 

finding)', ‘해결안 발견(solution finding)’, ‘수용안 발견(acceptance 

finding)'의 5단계 CPS 모형(버전 2.0)을 제안하였다. 각 단계에서는 아이

디어 산출을 위한 확산적 사고와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수렴적 

사고를 반복한다(이건희, 김선진, 최인수, 2015; 임주연, 2013; 한화균, 

2002).  첫째, 사실 발견 단계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

석하는 단계로 육하원칙에 따라 스스로 질문을 던져 이해하고, 정보를 수집

한 다음 문제해결력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만 분석한다. 둘째, 문제 발

견 단계는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정의하는 단계로, 해결 하고자 

하는 문제의 범위를 좁혀 간결하게 진술한다. 셋째, 아이디어 발견 단계는 

문제 발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진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단계로,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서는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능한 많이 생산하는 확산적 사고에 중점

을 두며, 아이디어가 충분히 생성된 후에는 수렴적 사고를 통해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목록화 한다(한화균, 2002). 넷째, 해결안 발견 단계는 산출된 여

러 가지 아이디어를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

정하는 단계로 실천 가능성,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다섯

째, 수용안 발견 단계는 선택된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계획을 세

우는 단계이다.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해요소, 제한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한화균, 2002).

Isaksen과 Treffinger(1985)에서는 Parnes(1967)의 모형을 수정한 6

단계의 CPS 모형(버전 3.0)을 제안하였다(홍미영, 2012). 이 모형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혼란발견(Mess-Finding)’ 단계가 추가되었고, 사실 발

견 단계를 ‘자료 발견(Data-Finding)’으로 수정하였으며, 이전 모델에서 

등장하였던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조화를 강조

하였다(홍미영, 2012). Treffinger와 Isaksen(1992)에서는 이전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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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6단계를 ‘문제 이해하기(Understanding the 

Problem)’, ‘아이디어 생각해내기(Generating Ideas)’, ‘실행 준비하

기(Planning for Action)’의 3개의 요소로 구분한 수정된 CPS 모형(버전 

4.0)을 제안하였다.

이후 Isaksen과 Dorval(1993)은 구성주의 학습 이론과 인지과학 연구에 

영향을 받아 설명적인 적용을 위한 새로운  CPS 모형(버전 5.0)을 개발하

였다. 이 모형은 기존과 달리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선형적인 모형이 아

닌 순환하는 모형으로 표현하였으며, 다양한 순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

조하였다(홍미영, 2012). Treffinger, Isaksen과 Dorval(1994)의 연구에

서는 ‘과제파악(Task Appraisal)’과 ‘과정 설계(Process Planning)’

로 구성된 메타요소를 추가한 CPS 모형(버전 5.1)을 제시하였다. 과제 파

악 단계는 주어진 과제와 관련된 주요인물, 원하는 결과물, 상황의 특성 등

을 고려하여 CPS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하

은아, 2014; 홍미영, 2012). 과정 설계 단계는, CPS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CPS 모형의 단계 중 어느 단계부터 시작하며, 어떤 

단계로 진행할지 결정한다(홍미영, 2012). Treffinger, Isaksen과 

Dorval(2000)은 각 단계를 새로운 용어로 바꾸고 ‘접근방법 계획하기

(Planning your Approach)'요소를 모형의 가운데 배치한 CPS 모형(버전 

6.0)을 제안하였다. ‘접근방법 계획하기’는 문제해결자가 상황을 분석하

기 위한 관리 요소일 뿐 아니라 전체 창의적 문제해결(CPS) 모형의 과정에

서 요소나 과정을 선택하기 위한 관리 요소이다(Isaksen & Treffinger, 

2004). 

가장 최근 모형은 2004년에 발표된 CPS 모형(버전6.1)으로 ‘접근 방법 

계획하기(planning your approach)’,‘도전 이해하기(understanding the 

challenge)', ‘아이디어 생성하기(generating edeas)’, ‘실행을 위해 준

비하기(preparing for action)’의 4개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그림 Ⅱ-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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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CPS 모형(버전 6.1)(Treffinger & Isaksen, 2005)

첫째, 접근방법 계획하기 요소는 관리적 요소로 ‘과정 고안하기’와 

‘과제 평가하기’의 단계를 포함한다. CPS 모형의 중심에 이 요소는 CPS 

모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목적에 맞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고 관리, 수정하도록 한다. 둘째, 도전 이해하기 요소는 문제 해결의 방향

성을 설정하고 초점을 명확하게 하는 요소로, ‘기회 구성하기’, ‘자료 탐

색하기’, ‘문제 구조화하기’의 3단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에서는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기회 구성하기’의 단계는 

폭넓고 간결하고 유익한 기회나 목적을 진술하는 단계로 가능한 기회나 도

전을 고려하고 추구해야 할 목표를 발견하게 된다. ‘자료 탐색하기’ 단계

에서는 문제 상황과 핵심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은 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료를 검토한다. ‘문제 구조화하기’ 단계에서는 주어진 문제 상

황에 대해 다양하고 독특한 질문을 형성하며, 문제해결에 대한 동기와 흥미

를 형성한다(조근영, 2013). 셋째, 아이디어 생성하기 요소는 다양하고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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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방

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다. 넷째, 실행 준비하기 요소는 문

제해결이 가능해 보이는 다양한 방법을 탐색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

도록 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해결책 개발하기’, ‘수용안 세우기’

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해결책 개발하기’의 단계에서는 창의적인 대

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사용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용적인 해결방법이 되도록 한다. ‘수용안 세우기’단계에서는 문제해결

에 도움을 주는 요인과 방해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행 계획

을 세움으로써 창의적 해결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도록 한다. CPS 모형 버

전 6.1의 단계 내용을 정리하면<표 Ⅱ-2>와 같다.

요소 단계 내용

접근방법 
계획하기

과정 고안하기
Ÿ 과제에 대한 지식이나 창의적 문제해결(CPS) 모형의 
구성요소 단계에 대한 계획 세우기

과제 평가하기
Ÿ 과제에 관련된 사람들,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들, 상황이나 
맥락 평가하기

도전 
이해하기

기회 구성하기
Ÿ 가능한 기회와 도전을 고려하고, 추구해야 할 목표 
발견하기

자료 탐색하기
Ÿ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기
Ÿ 과제나 상황의 가장 중요한 요소에 초점화하기

문제 구조화하기
Ÿ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생성하기
Ÿ 하나의 특정한 진술에 초점화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Ÿ 다양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실행 
준비하기

해결책 발견하기 Ÿ 유망한 선택을 분석 및 수정하여 해결책으로 전환하기

수용안 세우기
Ÿ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요인과 방해요인을 고려하여 
계획 세우기

<표 Ⅱ-2> CPS 모형(버전 6.1)의 요소 및 단계

버전 1.0부터 가장 최신 버전인 6.1 CPS 모형의 주요 특징과 모형에서 

제시한 단계 및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표 Ⅱ-3>과 같다. CPS 모형은 모든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구체적으로

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한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는 창의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둘째, 창의성은 다양한 주지나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사

람들에게서 표현될 수 있다. 셋째, 창의성은 개인의 흥미나 스타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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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나타난다. 넷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다. 

버전 특징 단계 및 구성요소 연구

1.0
Ÿ 선형적인 7단계 모형
Ÿ 확산적 사고 포함

Ÿ 적응(orientation)
Ÿ 준비(preparation)
Ÿ 분석(analysis) 가설(hypothesis)
계획(incubation)

Ÿ 종합(synthesis) 검증(verification)

Osborn
(1953)

1.1 Ÿ 7단계를 3단계로 변경
Ÿ 사실 발견(fact finding)
Ÿ 아이디어 발견(idea finding)
Ÿ 해결안 발견(solution finding)

Osborn
(1963)

2.0

Ÿ 창의적 재능계발을 위한 
확인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

Ÿ 확산적 사고에 더하여 수렴적 
사고 포함

Ÿ 최초의 시각적 모형 제시

Ÿ 사실 발견(fact finding)
Ÿ 문제 발견(idea finding)
Ÿ 아이디어 발견(idea finding)
Ÿ 해결안 발견(solution finding)
Ÿ 수용안 발견(acceptance finding)

Parnes
(1967)

3.0

Ÿ 혼란발견 단계 포함
Ÿ 사실발견 단계를 자료발견으로 수정
Ÿ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조화 강조

Ÿ 배우고 적용할 때 개인차와 
상황에 역점을 둘 필요성

Ÿ 혼란발견(Mess Finding)
Ÿ 자료 발견(Data Finding)
Ÿ 문제 발견(idea finding)
Ÿ 아이디어 발견(idea finding)
Ÿ 해결안 발견(solution finding)
Ÿ 수용안 발견(acceptance finding)

Isaksen &
Treffinger

(1985)

4.0
Ÿ 유연한 과정(융통성) 강조
Ÿ 6개 단계를 3개의 주요 
요소로 제시

Ÿ 문제 이해하기(Understanding
the Problem)

Ÿ 아이디어 생각해내기(Generating
Ideas)

Ÿ 실행 준비하기(Planning for
Action)

Treffinger &
Isaksen
(1992)

5.0
Ÿ 인지과학의 발달과 CPS
모형에 접근하는 스타일의 
차이를 고려

Isaksen &
Dorval(1993)

5.1
Ÿ 메타요소로써 과제 파악과 
과정 설계 단계 포함

Ÿ 과제 파악(Task Appraisal)
Ÿ 과정 설계(Process Planning)
Ÿ 문제 이해하기(Understanding

the Problem)
Ÿ 아이디어 생성하기(Generating

Ideas)
Ÿ 실행 준비하기(Planning for

Action)

Treffinger,
Isaksen &

Dorval(1994)

6.0
Ÿ 접근방법 계획하기 요소를 
모형의 가운데 배치

Ÿ 새로운 용어로 단계 표현

Ÿ 접근방법 계획하기(Planning
your Approach)

Ÿ 도전 이해하기(Understanding
the Challenge)

Ÿ 아이디어 생성하기(Generating
Ideas)

Treffinger,
Isaksen &

Dorva(2000)

6.1
Ÿ CPS 모형 활용할 때 자신의 
지식과 기술 사용 가능

Ÿ 개인이나 집단 모두 CPS

Treffinger,
Isaksen &

Dorva(2004)

<표 Ⅱ-3> 창의적 문제해결 구성요소



- 21 -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발전되어온 CPS 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

진다. 첫째,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문제의 창의적 해결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둘째, 발산적 사고와 수렴

적 사고의 조화를 강조한다. 셋째, 복잡하고 모호하며 구조화되지 않은 상황

을 다룬다. 넷째,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다섯째, 각 단계는 정해진 순서 없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여섯째, 학습자의 특성과 환경의 영향을 주요하게 고려한다. 

이 연구에서는 6.1 버전의 CPS 모형에서 취하고 있는 이러한 가정과 창

의적 문제해결의 단계에 기초하여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창의적 문제해결

을 설명하고자 한다. 창의적 문제해결은 단순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

하는 것 뿐 아니라 기회를 구성하고 자료를 탐색하며 문제를 구조화 하는 

일련의 과정과, 아이디어를 생성하고난 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전환하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우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여섯째 특성과 관련하여, 

CPS 모형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창의적 문제해결의 체계적인 접근 방법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

체적으로 어떠한 환경적 요소와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내용은 모형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의 창의성 발휘와 관련하여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한 Woodman과 Schoenfeldt(1989)의 연구와 

Csikszentmihalyi(1988)의 연구를 이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모형의 효과적인 사용 가능
Ÿ 변화 가능한 광범위한 
시스템으로 접근

Ÿ 실행 준비하기(preparing for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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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학적 모형

Isaksen, Puccio와 Treffinger(1993)는 생태학적 모형을 통해 개인특성, 

상황, 과정, 과제, 산출물 등과 같은 구성요인들에 기초하여 창의성을 설명

하였다. 생태학적 모형은 생태계 내에서의 유기체, 무기체 간의 상호작용 관

련 탐구와 같이, 환경 안에서 관련 변인들의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

용에 관심을 갖는 모형이다. 생태학적 모형이 다른 모형과 구별되는 점은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일종의 사고능력으로써, ‘개인지향’ 요인으로 포함시켜

야 하지만, 이 모형에서는 창의적 문제해결과정(CPS)을 다른 부분으로 분

리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즉, 사고능력, 인지양

식, 인성과 같은 다양한 ‘개인지향’ 변인들 내에서도 창의적 문제해결능

력 자체를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인특성 부분은 창의성 관련 사고능력, 인지양식, 성격특성 등을 포함하

고, 상황 차원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개인의 개념, 보상체계, 리더의 유형과 

행동, 조직 풍토 등을 포함한다. 과제 부분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의 복잡한 정도, 특이성, 애매모호함을 포함하고 있고, 과정 부분은 창의적 

문제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 CPS)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단계 및 

기법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CPS)의 결과물을 뜻하는 

산출물 부분이 있으며, 이는 유용성, 융통성, 확산성 등의 기준에 따라 판단

할 수 있다. 생태학적 모형은 개인특성, 상황, 과제, CPS 과정 및 산출물과 

같이 여러 변인들과 창의성 계발이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그림 Ⅱ-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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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생태학적 모형에서 제시된 창의성 결정요인으로서의 다섯 가지

차원(Isaksen, Puccio & Treffinger, 1993)

3) 창의적 행동의 상호작용주의자 모형

Woodman과 Schoenfeldt(1990)는 창의적 행동의 상호작용주의자 모형

(interactionist model of creative behavior)에서 개인 행동의 복잡한 결

과물이 주어진 상황에서 표현된 것을 창의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들은 개인이 나타내는 창의성은 문제해결력, 확산적 사고력, 인지양식 등이 

내적으로는 여러 종류의 인지적인 능력, 개인의 성격 및 개인의 자율성 등

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고, 외적으로는 보다 다양한 상황, 선행

조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모형에서 

창의성 간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배경 요인을 선행조건이라 말하며, 

과거에 이루어진 학습, 초기에 이루어진 사회화 및 상황, 배경적 특성 등이 

이러한 선행조건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또한, 성별, 인종 및 사회적 배경 등 

변화하지 않는 특성도 선행 조건에 포함된다. 창의적인 성취 수준을 높이거

나 낮추는 외적인 요인인 상황을 맥락적인 영향과 사회적인 영향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맥락적인 영향은 물리적인 환경, 문화나 집단 및 조직의 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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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소요되는 시간 등을 의미하고 사회적 영향은 평가에 대한 기대, 결

과에 대한 보상 및 처벌 등을 포함한다. Woodman 과 Schoenfeldt(1989)

는 창의적인 행동과 창의적 결과물은 개인적 요인들과 상황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이루어진 결정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Woodman과 Schoenfeldt(1990)는 창의적인 행동 관련 결정적인 

요인에 대하여, 선행조건, 개인의 맥락적 영향, 사회적 영향, 정서, 인지 능

력을 지적하였다. 이 모형은 추후 고찰할 다른 세 가지 모형(생태학적 모형, 

시스템 이론, 투자 이론)과 다르게 연관된 변인들을 더욱 세분화시켜 제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을 단

순화시켜 설명한 다른 모형들과 다르게, 이 모형은 개인적 요인의 하위 구

성요인으로 지적 능력, 정서로 세분화하였고, 상황적 요인도 사회적 영향, 

맥락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림 Ⅱ-3] 창의적 행동의 상호작용주의자 모형(Woodman & Schoenfeldt, 1990)

앞서 살펴본 생태학적 모형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특성과 상황적인 측면

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창의적 행동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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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모형은‘개인지향’과 ‘환경’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면, 창

의적 행동의 상호작용 모형에서는 ‘개인지향’ 변인을 인성과 지적 능력으

로 구분하고, ‘상황’변인을 사회적 영향과 맥락적 영향으로 나누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4) 시스템 모형

Csikszentmihalyi(1988)는 자신의 글인 “사회, 문화 그리고 사람: 창의

성의 시스템 견해”에서 기존의 창의성 관련 연구들이 개인이나 결과물 내

에 창의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을 비판하며, 창의성은 그 해당 활동이 이루어

지는, 나타나는 사회적, 환경적 및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

다. 그 이유는 창의성은 ‘개인요인’만의 단순한 결과가 아니고, 개인, 영

역, 분야와 같이 세 가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창의

성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창의성은 분야, 영역, 사람의 

세 가지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할 때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야(field)란 

사회체제 또는 조직을 의미하며, 소속된 구성원의 산출이 창의적인지를 판

단하고 선택한다. 영역(domain)은 문화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전문영역

(discipline)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영역은 전문 지식과 정보로 구성된 지식

체제로 개인이 어떠한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설명할 수 있는 도구, 방법, 

기제 들을 제공한다. 영역에는 문화와 지식이 보존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심화된다. 마지막으로 사람(person)은 창의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개인의 정의적, 인지적 특성에 따라 정보를 변화 혹은 확장시킨다. 사람이 

정보를 변화, 확장시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영역

의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새롭고 가치있는 대안을 생성

한다는 것은 기존의 지식을 기반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구성요인들 간의 궤적(locus)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Ⅱ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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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창의성 시스템 모형(Csikszentmihalyi, 1988)

창의성 시스템 모형의 주요 특징은 ‘분야’와 ‘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영역’은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형식을 선별하고 보존하며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문화적 영역을 의미한다. 창의적인 사람

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정보는 존

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관행이나 언어 혹은 ‘영역’의 특정 

부분 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영

역의 지식과 정보에 능하지 못한 사람은 개인의 능력에 상관없이 창의적인 

결과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모형에서 지식기반은 개인의 

지적 능력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 모형에서는 영역을 따로 구분하여 설명함

으로써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한 지식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창

의성 교육을 위해 단순 창의적 문제해결(CPS) 능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

라, 창의성 발현에 기본 전제가 되는 ‘지식’ 축적의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 지식은 일반 영역 지식과 특수 영역 지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영역 지식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직접적 관계가 없이, 다양한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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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의미하고, 특수 영역 지식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사람은 모든 분야 관련 지식을 전부 기억할 수 없기

에, 학습자에게 ‘특수 영역 지식’에 대한 지속적 학습이 창의성 교육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창의성에 있어서 두 영역 지식에 대한 논쟁

이 이루어져왔다(Bamberger, 1990; Sternberg, 1989). Gardner(1993)

는 8가지 능력요인을 제시하며, 특수영역 지식에 대해 강조하였다. 하지만 

Baer(1994)는 창의성 영역의 특수한 점에 대한 지지 가설을 입증했으나, 

창의성 발현에서 특수영역 지식이 일반영역 지식보다 더 효과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Plucker(2004)는 창의성 연구가 영역 일반성/

특수성 여부 관련 논쟁보다, 어떠한 측정 도구, 어떠한 환경적인 영향, 그리

고 어떠한 연령에서의 창의성이 영역 특수적인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상태

에서의 영역 일반적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창의성 발

현을 위해서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이 영역-일반적 혹은 영역-특수적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분야’는 개인이 야기한 변화들 중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하고 해

당 영역으로 통합하는 사회적인 제도를 의미한다. ‘분야’에는 영역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이것은 창의적 결과물을 평가하

는 사회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변화시킬 수 없는 요

인이기 때문에, 창의성 교육에서는 고려하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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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의적 문제해결의 측정

창의적 문제해결은 문제 상황에 놓였을 때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조화롭게 사용하여 문제를 찾아내고 관련 자료를 탐색하여 문제를 구체화하

고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여 최선의 해결안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창의적 문제해결(CPS) 측정 도구들이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

로 개발되었으며, 성인의 창의성에 관한 연구와 도구개발은 상대적으로 간

과되어온 경향이 있다(박성익, 이규민, 2004; 박숙희, 2008). 특히 국내 기

업을 대상으로 하여 창의성을 측정하는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인 대상의 창의성 척도를 활용하여 기업이라는 영역에 적용하여 

창의성을 측정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전경원, 2000).

창의적 문제해결을 측정하는 도구는 스타일을 측정하는 도구와 수준을 측

정하는 도구로 나누어볼 수 있다. 스타일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Kirton의 창의적 스타일 검사(Kirton Adaption-Innovation Inventory, 

KAI), Basadur 외(1994)의 CPSP(Creative Problem Solving Profile 

Inventory), Puccio(2002)의 Foursight, Selby 외(2007)가 개발한 

VIEW 검사가 있다.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는 창의적 특성을 측정한 도구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보이는 행동을 측정한 도구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전자는 Torrance(1966)의 TTCT가 있으며, 후자는 Zhou와 

George(2001)의 직원 창의성 척도, Carmeli, Reiter-Palmon,  그리고 

Gelbard(2013)의 창의적 문제해결 측정 도구, 이성원(2014)의 도구와 이

화선 외(2014)가 개발한 측정도구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보이는 행동을 통해 창의적 문

제해결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며, 관련한 선행연구의 도구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Ⅱ-4> 참조). 먼저 Zhou와 George(2001)의 직

원 창의성 척도의 문항이 있다. 전체 문항은 총 13개이며 Likert식 5점 척

도를 사용한다(임나연, 2012). 해당 척도에서는 개인이 직장에서의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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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면서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창의적인 과제를 수행하

는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측정한다. 그러나 총 13개 문항 중 3개 문항은 

Scott과 Bruce(1994)가 개발한 도구에서 차용한 것이므로 문항 추출과정

과 이론적 기반이 미약하고 하위 구인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어 있다. 

Carmeli, Reiter-Palmon,  그리고 Gelbard(2013)은 Reiter-Palmon과 

Illies(2004)의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개념화 연구를 기반으로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창의적 문제해결을 4 단계인 문제 확인 및 

정의,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평가, 솔루션 실행 차원으로 구인화하였으며 

각 2개씩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국내 연구로는 이성원(2014)의 

연구와 이화선 외(2014)의 연구가 있다. 이성원(2014)에서는 국내 기업의 

실정을 반영한 창의성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개인의 심리적 

과정뿐 아니라 업무 성과를 반영하여 개발되어 창의적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포함하며 변화지향적 동기, 협력적 의사소통, 통합적 인지, 업무 효율적 행

동의 4개 구인으로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화선 외(2014)는 CPSP

의 창의적 문제해결 6단계에 근거하여 문제발견 및 분석, 아이디어 생성, 

실행계획, 실행, 설득 및 소통의 5개 하위요인 7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도

구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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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정도구 특징 연구자

AoC
(The Academy of

Creativity)

창의적 성향, 창의적 사고능력, 창의적 산물 
평가 등을 통해 개개인의 종합적인 창의성 
유형을 분류하고 컴퓨터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대기업 채용, 대기업 창의성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유일한 창의성 검사 

창의성진단연구소

생애능력 측정도구 중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

9개 하위구인(문제인식, 정보수집, 분석능력,
확산적 사고, 의사결정, 기획력, 실행과 
모험감수, 평가, 피드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의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석재
(2003)

창의적 문제해결 
측정도구

4개 하위구인(문제 인식,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평가, 실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됨
ex) Capability to define work problems
creatively, Skill to creatively articulate work
problems

Carmeli et al.
(2013)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파일 검사

(CPSPI: Creative
Problem Solving Profile

Inventory)

5개 하위구인(문제발견 및 분석, 아이디어 
생성, 실행계획, 실행, 설득 및 소통)으로 
구성됨
ex) 나는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많다, 나는 문제해결을 
하기 전에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한다

이화선, 표정민,
최인수(2014)

문제해결 참여 측정도구

단일요인의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예시는 다음과 같음
ex) 나는 문제 해결에 있어 문제의 근원을 
찾고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한다, 나는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본다

Zhang &
Bartol(2010)

적응적 수행 측정 도구 
중, 창의적 문제해결 

영역 4개 문항

적응수행 측정도구 6개 영역 중 하나인 ‘창의적 
문제해결 영역’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됨
ex) turning problems upside-down and
inside-out to find fresh, new approaches,
integrating seemingly unrelated information
and developing creative solutions

Pulakos et
al.(2000)

<표 Ⅱ-4> 창의적 문제해결 관련 측정도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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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적 문제해결 관련 변인

가. 내재적 동기

1) 내재적 동기의 개념

 내재적 동기란 인간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사랑과 집착, 헌신을 

갖고 활동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Amabile, 1989)으로, 외부의 어떠한 물

질적 보상이 따르지 않아도 자발적인 흥미를 가지고 과제에 임하게 하는 내

면의 욕구(Ryan & Deci, 2000)이다.  Csikzentmihalyi(1990)는 행위에

서 유발되는 즐거움과 재미를 내재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핵심 요소로 보

았다. 또한 내재적 동기의 최종 목적은 활동에 완전히 몰입한 최적의 경험, 

상태 그 자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몰입의 경험은 인간의 정서를 긍정적

으로 변화시켜, 개인의 행동, 성격 그리고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조직 맥락에서의 연구에서도 내재적 동기는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었으

며 일반적인 이론에서와 같이 조직 구성원의 동기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으로 구분될 수 있다(Deci & Ryan, 1985). 외재적 동기는 급여나 포상, 

승진, 휴가 및 인센티브, 직무환경과 같은 개인 외부의 요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내재적 동기는 외부 요인이 아닌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즐거움이나 만족, 과업 자체에서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재적 동기란 외부의 물질적 보상이 아닌 자신의 직무 

및 과업 수행 활동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흥미 혹은 즐거움, 

자부심, 소속감, 인정 등과 같은 내적인 욕구의 충족감을 의미한다. 이 연구

에서는 다른 행위가 아닌 직무와 관련한 위와 관련한 동력이자, 수행의 형

태, 방향, 강도, 지속시간 등을 결정하는 힘으로써, 일반적인 내재적 동기와 

구분되는 내재적 동기(work motiv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내적으로 동기 부여된 구성원은 더 많은 인내심을 가

지며, 인지적으로 더 유연한 경향이 있다(McGraw & Fiala, 1982).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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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으로 동기 부여된 구성원은 문제해결에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기존의 관습과 다른 새로운 대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즉, 구성

원 개인의 내재적 동기가 향상될 경우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쳐 결

과적으로 개인의 업무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Amabile, 

1988; Oldham & Cummings, 1996).

Deci(1975)와 White(1959)는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 향상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내재적 동기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다양한 과업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결정하는 행

동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보이며, 유능함과 자기결정성이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또한, Deci(1975)는 내재적 동기는 성

취 과정의 즐거움, 즉, 일 자체에 대한 즐거움에 기인하며, 리더보다는 조직 

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리더가 조직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과업을 부여하

고, 자율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동기를 유발하고 만족도와 창의성을 증진시

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내재적 동기는 구성원이 현재 자신의 업무수행 자체에서 흥

미 혹은 즐거움, 자부심, 소속감, 인정 등과 같은 내적인 욕구의 충족감을 

얻는 것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여하는 가치와 업무수행 

과정으로부터 개인이 느끼는 성취감 등을 통해 발생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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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재적 동기의 측정

내재적 동기에 대한 측정은 주로 학습자가 어떠한 지정된 학습 활동을 하

는데 있어서 주관적인 경험과 관련된 자신의 느낌에 대한 응답이 주를 이룬

다. 대표적으로는 Ryan(1982)이 처음 사용한 내재적 동기 측정 문항(the 

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 이하 IMI)가 있으며, Tierney et 

al.(1999)이 개발한 도구와 Ryan과 Connell (1989)이 개발 한 자기 규제 

척도를 활용한 도구가 활용되고 있다. 

먼저 IMI는 내재적 동기를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흥미·즐거

움’, ‘유능감’, ‘노력·중요성’, ‘가치·유용성’, ‘압력·긴장’, 

‘선택가능성’, ‘관계성’의 7개 영역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이 측정에 사용된 경우는 극히 드물며 실험의 특성과 환경에 맞게 실험

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응답 양식은 7

점 리커트 척도이며, 영역별 점수는 문항의 평균점수로 측정한다. ‘압력·

긴장’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내재적 동기

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도구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조건 및 상황에서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볼 수 있다(Markland & Hardy, 1997). 국내 연구에서는 Kim과 

Kim(2017)의 연구에서 한국어 버전을 활용하였으며,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Tierney et al.(1999)은 내재적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Amabile(1985)

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5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

올리는 것과 관련된 활동에서 느끼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으

며,‘나는 업무에 있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즐거워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양식은 리커트 7점 척도이며, 국내에서는 최

익성, 장영철(2014), 육현표, 정국현(2011) 등이 개발된 문항의 일부 혹은 

전체를 내재적 동기를 측정하는데 사용하였고, Cronbach’s α는 .8 이상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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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2008)는 Ryan과 Connell (1989)이 개발 한 자기 규제 척도를 

활용하여 내재적 동기를 측정하였다. 내재적 동기 측정에는 두 가지 ‘왜 

일을 하려는 동기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일 자체를 즐기기 때

문에’, ‘재미 있기 때문에’,‘일이 흥미로워서’, ‘즐기기 때문에’라는 

4가지 항목이 주어지며 각각 리커트 7점 척도로 응답한다. Cronbach's α

는 .7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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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형식학습

1) 무형식학습의 개념

무형식학습은 전통적인 교육학 분야에서 다루어져왔던 학습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일터학습 관련 연구에서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져왔다. 무형식학습

은 형식학습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등장하였다(Colley, Hodkinson, & 

Malcolm, 2002). 형식학습과 달리 무형식학습은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 아

닌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구조화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

진다. 즉, 개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학습이 이루

어질 수 있다. 

무형식학습은 일터학습의 맥락에서 연구되었으며, 일터학습 관련 연구에

서 정의되고 있는 무형식학습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무형

식학습은 교육의 의도성과 계획 수준이 낮고, 업무 상황과의 단절을 전제하

지 않으며 비정기적이고 비교적 구조화되지 않은 형태로 발생한다. 

Withnall(1990)은 무형식학습이란 형식적인 교육제도에 의해 구조화되지 

않은 어떠한 학습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 용어(umbrella term)로 정의하

였다. 다음으로 무형식학습의 개념을 대중화한 Watkins와 Marsick(1992)

은 형식적으로 구조화되었고, 제도적인 지원을 배제한, 교실이나 강의실이 

아닌 일터 자체에서 발생하는 경험 모두로부터의 이루어지는 학습이라고 정

의하였다. 또한 Lynham(2000)은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데에 도움을 주는 업무 환경에의 참여 등 일련의 활

동 모두를 무형식학습이라 정의하였다. Eraut(2004, 2008)는 무형식학습

을 반응적(reactive), 암묵적(implicit), 숙고적(deliberative) 학습으로 구

분하여 정의하였다. 여기서 암묵적 학습이란 새로운 지식, 기술, 분위기, 문

화 등을 경험을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반응적 학습은 과거

의 경험들을 동시다발적이면서 간략하게 확인하고 사실, 의견, 아이디어 등

을 우연히 획득하고 미래의 학습 기회를 인식하는 것으로, 숙고적 학습은 

의사결정과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하거나 과거의 경험과 행동을 고찰하는 과

정을 통해 학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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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에서 문진수(2005)는 무형식학습을 형식학습과 다른, 제도적인 

지원 없이 교실이 아닌 독립된 일터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정의하

였다. 문세연과 나승일(2011)은 무형식학습을 기존의 학습하는 활동이나 

학습의 과정에 대한 개념이 아닌 학습활동을 통한 결과로 파악하고, 이를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을 하는 동안 경험적이고 학습자의 주도하

에 일어나는 성찰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업무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조직

에 대한 적응 및 조직의 맥락을 이해하며, 조직의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맺

고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정홍인과 

조대연(2012)은 무형식학습을 일터의 업무상황에서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

이나 업무 경험 관련 자연스러운 참여를 함으로써 문제중심적, 변화에 보다 

유연한 대처를 위한 학습으로 정의하였다. 황영훈과 김진모(2014)는 ‘일

터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획득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을 제외한 모든 학습활동’으로 정의하면서, 형

식학습과 상대적 의미로 무형식학습을 파악하였다. 

무형식학습 연구는 크게 학습을 과정으로 보는 관점(Bryans & Mavin, 

2003; Hager, 2004; Sense, 2004)과 결과로 보는 관점(Argyris, 2003; 

Macpherson et al., 2003)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무형식학습을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초점을 두며 결과로 보

는 관점에서는 학습의 결과 즉, 성과(outcome)에 초점을 둔다.

결과에 초점을 둔 관점에서 무형식학습은 일터에서의 개인, 팀, 조직 차원

의 수행과 성과를 목적으로 한다. 무형식학습은 진리의 탐구나 학습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구성원은 무형식학습을 통해 일터에서의 문제 해결

을 위한 실천적인 지식을 얻는다. 또한 타인과 함께 학습함으로써 조직에의 

적응이 유도된다(박종선, 김진모,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무형식학습의 

결과는 업무 관련 지식의 획득, 조직에 대한 적응 및 조직 맥락 이해, 구성

원과의 관계 형성, 자기개발능력 함양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

혜영, 2007; 안동윤, 2006; Eraut, 2004; Grolnic, 2001; Marsick & 

Watkin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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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응과 관련된 무형식학습 내용으로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제고 등

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일차적이 변화인 지식과 기술, 행

동의 변화 영역이 아닌 일상과 맥락의 변화와 관련된 이차적 변화를 의미하

기 때문에 개인적 수준의 직접적인 학습 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무형식

학습 결과는 업무 관련 지식과 기술, 문제해결과 창의성, 스트레스 대처와 

같은 개인적 역량, 상호작용, 협력, 정보교류와 같은 대인관계 역량, 수용 가

능한 행동, 규범과 같은 문화적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구성원과의 관계 형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학

습 내용들이다. 특히 무형식학습은 형식적 학습과 같이 지식의 위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습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

용이나 학습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조직문화와 관

련된 주제를 학습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견해(Engestrom, 2001)도 있

다. 

마지막으로 자기개발능력 함양은 내면적 능력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업

무수행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 반성적, 

성찰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무형식학습을 과정적 관점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rolinic(2001)의 연구에서는 무형식학습은 동료와의 대화, 팀 활동, 관찰, 

직무 수행, Kremer(2006)의 연구에서는 동료와의 대화, 상시/파트너와의 

대화, 부서회의, 멘토링, 전문 서적 및 잡지, 신문/이메일/메모, 업무 관련 

서적/매뉴얼, 인터넷 검색, 경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Li(2001)

의 연구에서는 동료와의 대화, 관찰, 기사검색 및 읽기, 파일 참고, 인터넷 

검색, 시행착오, 이전 경험 상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Lohmna(2005)은 팀

원과의 대화, 협력, 팀원 관찰, 조력, 저널 조사, 인터넷 검색, 시행착오, 자

기성찰을 포함하였다. van Woerkom(2003)의 연구에서는 비판적 의견 공

유, 피드백 요청, 지식공유, 실험, 실수로부터의 학습, 반성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같이 있기, 질문하기, 노하우 공유, 외부 자극 수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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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기, 몸으로 때우기, 적용하기, 시행착오, 반복하기, 성찰하기, 파고들기, 

불합리 찾기, 노하우 정리(김소현, 2006), 팀원과 대화, 고객 접촉, 다른 팀

과 교류, 상시 접촉, 조사활동, 프로젝트 문서 작성(안동윤, 2006), 관찰하

기, 질문하기, 네트워크, 대화하기, 자료수집, 체험하기, 연습하기, 적용하기, 

성찰하기, 환기/휴식, 탐구하기(이지은, 2008) 등이 주요 무형식학습으로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 기초하여 무형식학습을 개념화하고

자 한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무형식학습은 대화와 질문, 정보검색, 업무시

행착오, 개인적 성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의 핵심 요소는 상호

작용과 성찰이다(Marsick & Watkins, 1990; Mezirow, 2003; Jarvis et 

al, 2003). 이 연구에서는 무형식학습을 일터에서 일상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활동 과정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성찰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학습, 

자기점검, 외부탐색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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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식학습의 측정

무형식학습을 포함한 일터학습에 대한 측정은 두 가지 관점(metaphor)으

로 이루어져 왔다(Sfard, 1998). 하나는 학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

의 수행정도를 판단하는 참여로써 학습을 이해하는 ‘과정에 대한 측정’이

며, 다른 하나는 성취로써 학습을 이해하는 ‘성과(outcome)에 대한 측

정’이다.

학습을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학습과 성취를 구분하며, 이 때, 학습은 해

결책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Sense, 2004). 이 관점에서는 학습

을 일터에서 개인의 실제적인 지식 활용(Moore, 2004), 개인의 경험이나 

동일성을 형성하는 과정(Bryans & Mavin, 2003), 해결책을 개발하는 과

정(Sense, 2004)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학습을 성취로 보는 관점은 ‘학

습을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로 정의한다. 이 관점에서는 학습을 학습과정

에서의 결과물 즉, 성취수준으로 보고 이러한 결과가 효과적인지 효과적이

지 않은지로 판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학습이 지식과 기술이 습득된 정

도와 그에 따른 행동 변화와 같이 결과적인 관점으로 이해되며, 학습의 과

정은 결과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Hager, 2004). 

이처럼 무형식학습은 학습을 과정으로 보는 관점과 결과로 보는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그동안 이루어진 일터학습에 대한 연구에서 일터에서의 

학습을 정의할 때 과정적 관점과 결과적 관점이 혼재되어 명확한 측정이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Fenwick, 2006). 이러한 두 관점의 혼재는 기존의 연구

들이 학습의 개념적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관련되는데 

학습이라는 하나의 개념 안에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정, 그러한 지식과 기술

이 습득된 정도, 습득한 지식과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행동의 변화를 모두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적 관점의 경우는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들 간에 나타내는 관계의 역동성을 무시하게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

다(이진화, 2009). 따라서 무형식학습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과 측정을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과정적 관점과 결과적 관점을 분리하여 이해할 필요

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과정적 관점에서 정의한 무형식학습을 측정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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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무형식학습에 대한 측정은 대부분 무형식학습 유형에 대한 빈도를 측정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Clarke(2004) 연구에서는 훈련, 교육, 감독, 팀, 

멘토링, 관찰, 학습포럼, 자기주도학습, 프로젝트, 직무 관찰 학습(job 

shadowing), 직무순환 등의 12개 학습활동에 대하여 조직 내에서 근로자

가 자신을 개발하는 원천에 100점을 총점으로 하여 배분하도록 한 뒤, 이 

중 무형식학습에 해당하는 활동들의 점수를 계산하여 무형식학습 수준으로 

간주하였다. 법률회사 직원의 일터학습과 인구학적, 환경적, 촉진, 저해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Kremer(2006)의 연구에서는 일터학습을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으로 구분하여 각각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이 중 

무형식학습을 교실상황 외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정의하고 18개 일터학

습 활동 중에 강의실 세미나, 교육훈련, 컨퍼런스 등을 제외한 무형식학습 

활동들의 참여수준을 측정하였다. 각 학습활동 별로 지난 3개월간 참여한 

시간과, 개별 학습활동 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무형식적

으로 학습한 시간을 질문하였다. 

 무형식학습에 대한 참여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정홍인, 2008; 

Lohman, 2005, 2006; van Woerkrom, 2003; van Woerkrom & Croon, 

2008). 질적 연구를 통해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설문조사한 연구로 

Lohman(2005)은 공립학교 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를 대상으로 무형

식학습의 참여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무형식학습 유형으로

는 인터넷을 활용한 검색, 내용 관련 잡지 및 저널 확인, 자기성찰, 시행착

오, 팀 구성원과의 대화 및 협력, 팀 구성원 관찰, 팀 구성원과의 자료 및 

자원 공유의 8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학습유형별로 사용하는 빈도를 

‘1=전혀 활용하지 않음’부터 ‘5=항상 활용함’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평균은 3.8점이었으며, 집단별로 공립학교 교사

는 팀 구성원과의 협력 자료 및 자원 공유, 시행착오, 자기성찰 순으로, 인

적자원개발 전문가는 팀 구성원 관찰,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 관련 잡지 및 

저널에 대한 조사 순으로 무형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내 연구로 정홍인(2008)은 Lohman(2005)이 제시한 8개 유형을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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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D그룹 근로자들의 무형식학습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평균은 3.76으로 선행연구인 Lohman(2005)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무형식학습 유형별 활용순서로는 인터넷 검색(M=4.54)을 가장 많이 활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팀 구성원과의 대화(M=4.02), 팀 구

성원의 협력(M=4.00), 팀 구성원과 자료 및 자원 공유(M=3.97) 순이었

다. 



- 42 -

다. 직무 전문성

1) 직무 전문성 개념

직무 전문성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전문성은 ‘전문적인 성질 또는 특

성,‘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전문성을 정의함에 

있어 특정 분야 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지닌 능력이나 행

동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Hoffman, 

Shadbolt, Burton & Klein, 1995) 강조하는 초점이 달라 다양하게 정의된

다. 전문성을 우수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 기술, 문제해결 등의 능력

으로 보는 관점, 전문가로 도달하기 위한 발달과정으로서의 관점, 우수한 성

과 자체로 보는 결과론적 관점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관점을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능력으로 보는 관점은 전문성을 정의함에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정

의되는 개념으로 특정 분야의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이 지닌 능력으

로 정의된다. 이 능력은 특정 직무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차원적인 속성의 

수준을 의미한다(Van der Heijen, 2002). 일반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

가들은 지식, 기술, 경험, 문제해결에 대한 수준이 높고(오헌석, 2006; Van 

der Heijen, 2002; Kochevar, 1994) 그 외 해당 직업에 대한 신념, 태도, 

가치관, 직관, 창의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 전문성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능력으로 보고 정의하였다. 특히, 전문성을 특정 분야의 지식과 기술

로 정의하면서 일부 학자들은 관련 지식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개념화하였

다. 전문성을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체로 보는 대표적인 연구인 

Winch(2010)는 전문성을 특정 영역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실천적 지식

(practical knowledge)으로 정의하고, 실천적 지식을‘아는 것(knowing 

that)’을 넘어 ‘할 수 있는 것(knowing how)’, 할 수 있다는 것은 실

제 상황적 맥락 상에서 실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이며, 역량, 스킬, 능력 등

의 단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고 제시하였다. Alexander, 

Schallert와 Hard(1991)도 이와 유사하게 전문성을 특정 전문 분야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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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적인 지식의 총합으로 정의했다. 전문성을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보고 이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 맥락적 지식(knowing when and 

where or under what conditions)이 통합된 개념으로 보았다.

둘째, 발달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전문성을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도록 해

주는 인지적 과정(Chi & Koeske, 1983; Ericsson & Lehmann, 1996; 

김정아, 오헌석, 2007; Nunn, 2008)으로 보거나 최고 수준의 전문가에 도

달하고자 하는 개인의 발달적 노력, 능력(오헌석, 2004; 배을규, 동미정, 이

호진, 2011)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셋째, 수행 및 수행결과로 보는 관점은 전문성을 우수한 성과 그 자체의 

결과로 본다. 따라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이는 수행 수준(Ericsson 

& Lehman, 1996; Swanson, 2001; Swanson & Holton, 2009)으로 보

기도 하고,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행동(Herling, 1998; 김정아, 오헌석 , 

2007)으로 보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직무 전문성이란 첫 번째 관점인 전문성을 능력으로 보는 관

점에 기초하며, 그 중에서도 특정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정의한 관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표 Ⅱ-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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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정의

Harmon&King(1986) 표준적인 보통수준을 넘어서는 수행결과를 보이는 
사람들이 소유한 지식과 기술

Alexander, Schallert &
Hard(1991) 특정 전문 분야의 다차원적인 지식의 총합

Kochevar(1994) 자신의 영역에서 전형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과업-특수적 
지식

이은화, 배소영, 
조부경(1995

직업에 조사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직업에 대한 신념, 태도, 
행동

Van der Heijen(2002)
특정 직무 분야에 요구되는 직무분야의 지식, 메타인지, 
기술요구, 사회인지, 성장 및 유연성 등 다차원적 속성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정도

오헌석(2006) 어떤 분야에서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로 지식, 경험, 문제 해결로 구성됨

Winch(2010) 특정 영역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

배범수 외 (2012)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표 Ⅱ-5> 직무 전문성에 대한 정의

직무 전문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일반적으로 지식(knowledge), 경험

(experience), 문제해결(solving-problem)을 포함한다(Herling, 1998).

첫째, 지식은 암묵지와 형식지로 크게 나뉜다. 형식지는 선언적 지식과 절

차적 지식으로 나뉠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숨겨진 지식인 암묵지에는 비형

식 지식, 감성 지식, 자기조절 지식이 있다(Scardamalia & Bereiter, 

1993).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지식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인 

점은 전문가는 영역 특수적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며(Chi & Glaser, 

1988),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문성을 구성하지만 지식 그 자체로 전문

성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둘째, 전문가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경험을 통해 성찰

(reflection)하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Schön(1983)에 따르면 전문

가의 전문성은 보유한 지식이나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앎(knowing-in-action), 이를 통한 행위 중의 성찰

(reflecting-in-action)과 성찰적 실천(reflecting-in-practice)이라는 일

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이나 갈

등 상황에 대한 직관적 판단과 의사결정,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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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다. 

셋째, 문제해결 요소는 지식과 함께 전문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Slatter, 1990). 문제 해결은 그 과정, 즉 문제를 인식하고 규정하며, 해결

책을 찾고, 실행하고 반성하는 각 단계에서 전문가의 특징이 나타난다. 전문

가와 초보자의 문제해결의 차이점은 문제의 표상(representation), 특히 질

적 표상에서 그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있다(Sternberg, 1994). 초보자들은 

개념적으로 엉성하고 피상적인 문제 표상들을 사용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개

념적으로 풍부하며 잘 조직화된 추상적 표상들을 사용한다. 

한편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직무 전문성은 주요 학습 성과

(learning outcome)중 하나로 연구되고 있다(곽미선, 2016). 예를 들면 개

인이 전문가가 되는 과정, 전문가와 초보자의 학습방법의 차이 등 학습적인 

측면에서 교육훈련개발, 형식학습, 무형식학습 등과 연계되어 연구가 수행되

어왔다. 특히 일터에서의 무형식학습이 강조되면서, 무형식학습의 결과로써 

개인의 직무 전문성은 개인 수준에서의 주요한 학습성과변인 중 하나로 다

루어지고 있다. 직무 전문성을 학습의 결과로 얻어지는 개인의 능력의 관점

에서 볼 때, 측정과 평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직무 전문성은 직무와 관련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일

반적인 인지능력 또는 스킬이 아닌 특정 직무에 한정된 것을 의미한다. 이

는 전문성이라는 용어와의 차이를 통해 그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전문성이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더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인지적 과정(김정아, 오헌석, 2007, Chi & Koeske, 

1983; Ericsson & Lehmann, 1996; Nunn, 2008)을 포함한다. 즉,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인지전략이나 문제해결 능력, 학습능력, 바

람직한 가치관이나 태도 등을 포함한다. 

둘째, 직무 전문성은 우수한 성과나 수행 수준의 탁월성이 아닌 능력의 

측면을 의미한다. 전문성을 수행 또는 수행의 결과로 보는 관점에서는 직무 

전문성을 특정 영역에서의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탁월한 수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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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sson & Lehman, 1996), 특정 영역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수행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잠재력(김정아, 오헌석, 2007)으로 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직무 전문성은 수행의 성과나 수준이 아닌 수행 능력 

즉, 어떤 직무 분야에서 일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지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

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직무 전문성은 특정 직무 분야에서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

한 능력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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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 전문성의 측정

 기존의 HRD 분야에서 직무 전문성과 관련한 연구들은 자격취득 과정과 

같이 제공된 교육과정을 통해 근로자들이 지식과 기술을 얻는데 관심이 있

으며, 성과에 대한 측정은 더 많은 능력을 얻었다는 것을 측정하는 것을 의

미하였다. 특히 형식학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사전, 사후의 

지식검사 점수, 실습 점수 등과 같이 Kirkpatrick(1983)의 교육훈련 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수행변화를 중심으로 측정하여 왔다(Bramley, 1999; 

Clarke, 2004; Noe, 2002; Wexley & Latham, 2000). 

그러나 무형식학습은 대부분 비계획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학습 

성과를 구체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훈련에서 측정하던 전통적인 방법으

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Clarke, 2004). 마찬가지로 Skule(2004)도 무

형식학습은 교육 참여율, 참여시간, 자격 수준 등과 같이 과거 교육 및 훈련

영역에서 측정하던 방법으로 측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무형식학습에서 학

습 성과를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무형식학습을 과정으로 측정하는 관

점들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으나, 학습 성과에 대한 측정은 무형식

학습을 통해 변화된 행동이나 지식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일터학습에 대한 성취수준을 측정한 Clarke(2005)의 연구에서는 일터학

습의 성과(workplace learning outcome)를 4개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는

데, 일터학습을 통하여 효과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한 정도, 효과적으로 

변화를 관리한 정도,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능력을 습득한 정도, 효과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기술을 획득한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박오원(2008)은 국내 기업 R&D 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적자

원 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T자형 스킬, 기술중개, 개인주도성, 협력의 4개 

하위구인으로 구성된 20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중 T자형 스킬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과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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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도구의 신뢰도는 0.915로 나타났

으며, T자형 스킬은 0.869로 나타났다. 장현진, 나승일(2012)의 연구에서

는 자격취득 동기와 인적자원개발 효과 변인의 인과관계를 구명하기 위한 

연구에서 직무전문성, 기술활용력, 업무주도력, 협력공유의 4개 하위구인으

로 구성된 직무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오원(2008)의 도구를 활용하였

으며, 직무전문성에 해당하는 5개 문항의 신뢰도는 0.868로 나타났다.

송근원(2000)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태도와 관련한 연구에서 전문적 

업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인재(1993)의 사회복지 실무자의 전문성 연

구를 바탕으로 도구를 개발하였다. 전문적 업무능력은 단일요인으로 지식과 

기술의 보유, 지식과 기술의 발휘, 직무숙련도, 문제해결능력, 직무수행능력

에 대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신뢰도는 0.878로 나타났다. 윤정혜

(2002)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직무수행능력, 

지식과 기술의 보유 및 발휘, 가치와 윤리의 3개 하위구인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신뢰도는 0.863으로 나타났다. 주대진(2010)

은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성과 관련한 연구에서 윤정혜(2002)의 연구를 참

고하여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지식과 기술의 보유 및 발휘 정도의 두 개 하위

구인 8개 문항으로 구성된 전문성 측정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신뢰도는 

0.8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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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팀 심리적 안전

1) 팀 심리적 안전의 개념

팀 심리적 안전(team psychological safety)은 대인적 위험으로부터 안

전하다는 팀 구성원들의 공유된 신념을 의미한다. 즉 팀 내에서 의견을 개

진하는 구성원을 당황스럽게 하거나 거절 또는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

뢰감을 의미하며, 이러한 신뢰감은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Edmondson, 1999). 팀 심리적 안전에 대한 논의는 Schein과 

Bennis(1965)가 다룬 조직변화 연구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변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팀 심리적 안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

다는 주장에서 시작되었다. 팀의 심리적인 안전도와 유사개념으로 팀 응집

성(team cohesiveness)과 팀 신뢰(team trust)를 들 수 있다. 팀 응집성

은 사회적 측면과 과업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측면에서

의 팀 응집성은 팀원들이 팀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힘, 집단의 결속

력 정도를 의미하며, 팀원들이 서로 매력을 느끼고 정서적으로도 애착을 갖

는 정도를 의미한다(Keyton & Springston, 1990; Mills, 1967; Reitz, 

1977; Swands, 1978). 과업적 측면에서는 팀 응집력을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팀원들을 결속시키려는 역동적 과정으로 보고, 팀원들 간 과업목표와 

효과적 과업 수행 방법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Carron, 

Widmeyer, & Brawley, 1988). 즉 과업적 의미의 팀 응집력은 집단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유대관계, 결속, 문제해결의 공유 의지를 특징으로 본다. 

그러나 팀 응집력은 대인적 위험성 감수에 대한 의미가 결여되어 있으며, 

집단사고와 같이 타인의 관점에 반대하거나 도전하려는 의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팀 심리적 안전과 다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Edmondson, 

1999; Janis, 1982). 다시 말해, 팀 심리적 안전은 팀 내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구성원이 있어도 이를 거절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

을 의미하며, 팀 응집력은 팀원 간 사회적, 과업적으로 강한 응집력을 형성

함으로써 무의식적 동조화를 통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구성원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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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팀 신뢰를 살펴보자면, 그동안 선행연구들은 조직과 팀 내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Golembiewski & McConkie, 1975; 

Kramer, 1999). 신뢰는 다른 구성원의 미래 행동이 자신의 이익과 부합할 

것이라고 믿는 기대감으로 정의된다(Mayer, Davis, & Schoorman, 1995; 

Robinson, 1996). 한편 팀 신뢰는 팀 구성원들이 팀 내에서 서로 신뢰하는 

정도(Costa, 2003) 또는 팀 구성원 상호의 신뢰성에 대한 공유된 인식

(Langfred, 2004)으로 정의된다. 팀 신뢰의 개념을 연구한 안성익(2011)

은 팀 신뢰의 유형을 팀장, 팀 동료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인적 신뢰와 추상적 시스템(구조, 제도 등)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비인적 

신뢰로 구분하였다. Edmondson(1999)은 팀 심리적 안전이 대인적 신뢰, 

즉 인적 신뢰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음을 언급

하였다. 이에 팀 심리적 안전을 팀 구성원이 느끼는 대인적 신뢰와 상호 간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팀 분위기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팀 심리적 안전을 

대인적 신뢰 이상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Edmondson(1999)의 주장에 

따라 팀 신뢰를 포함하는 개념, 즉 팀 신뢰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인식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안성익(2011)의 연구와 같이 팀 신뢰 유형을 인적 

신뢰와 비인적 신뢰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될 경우 더욱 그러

하다. 특히 팀 심리적 안전의 정의에서 언급하고 있는‘대인적 위험’의 개

념을 강조하게 되면 팀 심리적 안전의 개념은 인적 신뢰 즉, 팀 구성원 간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신뢰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팀 신뢰의 개념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팀 

심리적 안전과 팀 신뢰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논의는 모호한 상태이며,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방호진, 2013).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팀 심리적 안전은 팀 응집성과 팀 신뢰와 구분

되는 개념으로 팀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인적 위험으

로부터 안전하다는 공유된 믿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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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 심리적 안전의 측정

그동안 팀 심리적 안전을 다룬 연구들은 51개 제조업 작업팀을 대상으로 

팀 학습과 팀 심리적 안전의 관계를 구명한 Edmondson(1999)의 연구에서 

개발된 문항을 주로 활용하여 왔다. 심리적 안전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Kahn(1990)이 개발한 심리적 안전 측정 도구를 주로 활용하였으나, 

Edmondson(1999)이 심리적 안전을 측정하는 7개의 문항을 개발한 이후

에는 해당 도구가 대표적으로 활용되었다. Edmondson(1999)이 질적 연구

를 통해 개발한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팀 

심리적 안전에 대한 팀원들의 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문

항들은‘만약 우리 팀에서 실수를 한다면 팀원들은 나를 비난할 것이

다’,‘우리 팀원들은 문제나 어려운 이슈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다’,

‘우리 팀원들은 가끔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등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2로 나타났다. 국내 대

기업 프로젝트 팀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전영욱, 김진모(2009)의 연구

에서도 Edmonson(1999)이 개발한 7개 설문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으

며, 7문항 중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심리적 안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치 

못한다고 판단한 2문항은 제외하여 5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69로 보고

하였다. 전영욱, 김진모(2009)가 번안한 도구는 국내 대기업 프로젝트 팀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민지, 김진모(2014)의 연구에서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7개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모두 확보되어 모든 문항이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725로 나타났다. 또한 국

내 대기업 팀을 대상으로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분위기의 팀 성

과 및 팀 몰입에 대한 효과를 구명한 방호진(2013)의 연구에서도 

Edmonson(1999)의 도구가 활용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

를 활용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역문항으로 측정된 ‘팀 내

에서 업무상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 당사자가 비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

다’라는 문항을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고, 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7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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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이준호, 한수진(2013)은 혁신성과에 대한 팀장의 변혁적 리더십

의 영향을 구명하는 연구에서 팀 심리적 안전 풍토의 조절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Edmondson(1999)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총 7

개 문항 중 3개 문항이 구성타당성을 저해하여‘우리 팀에서 실수를 하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우리 팀원들은 문제나 어려운 이슈를 제기

함’,‘우리 팀원들은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배척함’,‘우리 팀원들은 다

른 팀원에게 도움 청하기 어려움’의 4개 문항만이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6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Edmondson(1999)의 도구는 국내 대기업 프로젝트팀, 기능팀, 연구개발팀 

등을 대상으로 팀 심리적 안전을 측정하기 위한 주된 도구로 활용되어 왔

다. 몇몇 연구에서는 Edmondson(1999)이 개발한 총 7개 문항 중 타당성

을 저해하는 일부 문항을 삭제한 경우도 있으나, 국내 연구개발팀을 대상으

로 해당 도구의 타당성을 입증한 연구는 1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

서는 Edmondson(1999)의 도구를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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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의적 문제해결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

가. 변인 간 직접적 관계

1)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

내재적 동기 관점은 창의성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왔다(Amabile, 

1979, 1996; Oldham & Cummings, 1996; Shalley & Perry-Smith, 

2001). 내재적 동기 즉, 개인의 흥미를 추구하고 능력을 발휘하며 그 과정

에서 도전할 만한 것을 찾고 그것을 정복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성은 유동적

인 사고와 도전적인 직무에도 꾸준함을 요구하는 창의성과 민첩한 관련이 

있다. 이에 내재적 동기는 개인의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시킨다. 개인이 문

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두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둔다면 

창의적 결과물을 창출하는데 더 가까워질 수 있다. Simon(1967)은 내재적 

동기는 관심에 대한 통제로 설명했다. 개인이 내재적으로 동기화되었을 때, 

그들이 직면한 문제에 더 관심을 집중시키며 이러한 관심은 창의적 문제해

결을 통해 스스로 꾸준히 문제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Zhang & 

Bartol, 2010b; Kanfer, 1990).

Amabile(1985, 1996)은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에 동기가 매우 중요한 요

인이며, 그 중 내적 동기는 특히 창의성과 연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창의적인 수행의 질적인 수준은 수행에 대한 타인의 인정, 결과에 대한 보

상, 결과에 대한 평가와 같은 외적인 보상보다는, 개인의 과제수행에 대한 

몰입, 업무 수행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 개인의 흥미와 같은 내적 동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Zhou와 Shalley(2003)의 연구에 따르면 내적으로 동기화된 개인은 호기

심과 탐구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창의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 de Jesus 등(2013)의 연구에서는 내적 동기와 산출물 

관련 창의성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 ̅0=.30) 가 나타났으며, 홍세정, 

장재윤(2015)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성 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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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1개의 조직 맥락에서 수행된 국내 표본을 분석한 결과(N=5,597) 내

적 동기와 창의성은 평균 상관 .436로 강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고 밝혔

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oneta와 Siu(2002)의 연구에서도 내재적 동기

와 창의성은 긍정적 상관(r= .36)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는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무형식학습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

학습목표 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과업에서의 능력과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

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학습목표 지향성이 높은 개인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지며 직무 수행을 자신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

는 경험으로 여기며 지식과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창의성을 강화한다

(Amabile, 1996). 

조직 내에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습득하는 학습 활동은 구성원의 수행

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구성원의 창의적인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Gilley & Maycunich, 2000; Leonard, 1998; Tsang, 1997). 

Mayfield(2009)에 따르면 모든 조직 구성원은 매일 자신의 업무를 통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며 자신의 업무를 개선해 나간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

인 서선영, 최진님(2008)의 연구에서는 제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조직에서의 다양한 학습 활동이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개인 수준의 연구뿐 아니라 팀과 조직 수준을 포함하는 연구들에서도 무

형식학습이 구성원과 팀의 창의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학습조직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구성원들이 조직 내 업무 과정에서 스

스로 지식을 탐색하고 수집하는 활동이 혁신과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 있다(민병원, 김현철, 김종욱. 2015; Leornard –Barto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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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likowski, 1993; Ramamurthy, 1990). 또한 김태길, 홍아정(2015)의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팀 학습행동이 개인과 집단 수준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Β=.65).

즉, 조직 내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무형식학

습은 구성원의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1-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직무 전문성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

창의적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전문성이다

(Vincent, Decker, & Mumford, 2002; Weisgerg, 1999). 전문성 또는 

전문지식에 대한 강조는 창의성이 백지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즉, 독특하고 활용성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

서는 자신이 하고있는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Mumford & Hunter, 2005; Weisbergm, 1999). 

 Amibile(1983)은 과제 관련 영역에 대한 지식, 과제 조작에 필요한 공

학적 기능, 특수한 영역에 관련된 재능 등 영역 관련 기능

(domain-relevant skills)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Gardner(1993)의 다중

지능이론은 특정 영역 내에서 새롭게 창출된 것이 해당 분야 공동체에서 인

정받는 능력을 창의성으로 정의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영역 특수적 지

식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김명숙(2001)의 연구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역 특수적 지식이 질 높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았으며 송병식(2005)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활용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β

=.452). 권기환, 최종인(2014)의 연구에서는 전문지식이 창의적 사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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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2). 

창의성과 창의적 인지 과정의 효과적인 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소 중 하나는 전문지식이다(Vincent, Decker, & Mumford, 2002; 

Weisgerg, 1999). 지식 또는 전문지식에 대한 강조는 창의성이 백지상태

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즉 독특하고 활용성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있는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Mumford & Hunter, 2005; Weisbergm 1999). 창

의성의 인지적 모델을 보면 정보의 탐색과 획득이 창의성 발현에 있어서 중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직의 맥락에서 직무 전문성은 업무 수행과 혁신의 주요 요소로 보

고 있다(서종우, 정재우. 2003; 최종민, 2010; Hli-Renko et al., 2000; 

Huang et al., 1999; Wiig, 1995). Huang 외(1999)는 지식의 본질적인 

효용성은 효과적인 행위를 위한 능력 또는 문제해결에 있다고 보았으며, 질

적으로 우수한 지식은 효과적인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 방식과 관련된다고 

보았다(Wiig, 1995). Keating(1980)은 창의성 교육에 있어 내용에 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한 구성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Lubart(1994)에 의하면 형식적 지식과 비형식적 지식은 창의적인 결과물

을 생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지식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

악하게 하며, 기존의 아이디어를 적용시키고, 현재 사고로부터 벗어나 새로

움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또한 우연성을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원천으로 활

용하게 하고 다양한 인지적 자원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과정에 집

중시킬 수 있도록 한다. Amibile(1983)은 과제 관련 영역에 대한 지식, 과

제 조작에 필요한 공학적 기능, 특수한 영역에 관련된 재능 등 영역 관련 

기능(domain-relevant skills)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Gardner(1993)의 

다중지능이론은 특정 영역 내에서 새롭게 창출된 것이 해당 분야 공동체에

서 인정받는 능력을 창의성으로 정의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영역 특수

적 지식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Baer(1994)는 특정 영역의 지식이 창의성

의 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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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2001)의 연구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역 특수적 지식이 

질 높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서종우, 정재

우(2003)는 업무지식 획득을 업무혁신의 주요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송병

식(2005)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한 지식의 축적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β=.452). 권기환, 최종인

(2014)의 연구에서는 전문지식이 창의적 사고기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2). 

일부 연구에서는 영역 특수적인 지식이 새로운 사고에 있어서 융통성을 

가로막는 것으로 보고 있다(Schank, 1988; Simonton, 1984). 

Simonton(1984)의 연구에서는 창작가들의 창의성과 형식적 교육 기간과의 

관계에서 역 U자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 전문성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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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

1)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

개효과

Zhou와 Shalley(2003)와 같은 연구자들은 내적으로 동기화된 개인은 성

격적인 면에서 호기심과 탐구심이 강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동기화된 사람

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창의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세정, 장재윤(2015)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성 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에서 내적 동기와 창의성은 강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Moneta와 Siu(2002)의 연구에서도 내재적 동기와 창의성은 긍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내재적 동기와 무형식학습이 정적인 영향관계

를 가진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최우재, 조윤형(2010)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

효능감 등 내재적 동기는 무형식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세연

(2010)의 연구에서도 학습동기는 무형식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문세연(2019)의 무형식학습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학습동기

는 무형식학습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

자들은 일터에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흥미와 즐거움을 느낌으로써 무형식

학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무형식학습 역시 창의적 문제해결과 정적인 영향관계를 가진다는 선

행연구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조직 내에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습득하

는 학습 활동은 구성원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구성원의 창의적인 수

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illey & Maycunich, 2000; Leonard, 

1998; Tsang, 1997). Mayfield(2009)에 따르면 모든 조직 구성원은 매

일 자신의 업무를 통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며 자신의 업무를 개선해 나간다

고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인 서선영, 최진님(2008)의 연구에서는 제조업 종

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에서의 다양한 학습 활동이 조직 구성원

의 창의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Huang과 Luthans (2015)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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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학습이 창의적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혁신

과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anssen & VanYperen, 

2004). 이러한 관계로부터 무형식학습이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가설 2-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

해결의 관계에서 정(+)적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2)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직무 전문성의 매

개효과

내적으로 동기 부여된 구성원은 문제해결에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

을 가지며, 기존의 관습과 다른 새로운 대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즉, 

구성원 개인의 내재적 동기가 향상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며 이는 개인의 업무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Amabile, 1988; Oldham & Cummings, 1996).

전문성은 창의적 문제해결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Vincent, Decker, & 

Mumford, 2002; Weisgerg, 1999). 지식 또는 전문성에 대한 강조는 창

의성이 백지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즉 

독특하고 활용성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있는 분야

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Mumford & Hunter, 2005; Weisbergm 

1999). Hirst, Van Knippenberg, 과 Zhou(2009)의 연구에 따르면 주도

적인 직무 참여와 개인의 능력 개발은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는 창

의적인 결과물로 이어진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직무 전문성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

를 매개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가설 2-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 전문성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

해결의 관계에서 정(+)적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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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

무 전문성의 이중매개효과

앞서 살펴본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는 

Csikszentmihalyi(1988)의 창의성 궤적 모형을 통해 종합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창의적 결과물을 생산하는데 있어 개인적 요소와 

더불어‘분야’와 ‘영역’이 중요한 요소인데,‘분야’는 개인의 창의적 

결과물을 선택,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영역’은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형

식을 선별하고 보존하며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문화적 영역이다. 

분야와 영역은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부터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며, 개인은 관행이나 언어 등을 통하여 분야와 영역에 대한 정보를 

학습한다. 이러한 정보에 접근 못하는 사람은 개인의 능력에 상관없이 창의

적인 결과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해당 영역의 지식 및 

정보에 능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업의 맥락에서 분야와 영역의 지식 및 정보는 직무 전문성에 해당한다.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맥락, 수행의 성과가 평가되고 수용되는 구체적

인 맥락은 결국 직무이며,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수행 능력은 결국 

개인이 직무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즉, 개인

의 특성인 내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직무 전

문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분야와 영역에 대한 지식은 과업 수행 프로

세스와 관행 등 수행의 맥락과 분리할 수 없으며, 일상의 과업 수행 과정에

서 무형식학습을 통해 습득될 수 있다. 특히 일터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속

한 조직과 문화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직무 수행을 위한 지

식과 기술을 습득(박인우,1996; 조규락, 김선연, 2006)하며, 이 과정에서 

분야와 영역에 대한 지식이 보다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다. 

그 밖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Hirst 외(2009)는 학습목표 지향성이 높

은 개인일수록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며 새로운 정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는 곧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는 

내재적 동기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개인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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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환경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과업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습득한 지식

을 활용하며 이는 곧 창의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지한다. 이윤하

(2010)의 연구에 의하면 무형식학습 업무 활동 중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성공과 실패 경험들을 회고하고 평가하는 성찰적 학습을 포함한다. 이는 업

무 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실천적 지식과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성찰

적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전문적 지식은 개인의 경험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하며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그 다음 실천에 대한 몰입을 적극적

으로 유도하게 된다.

가설 2-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정(+)적 이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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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팀 심리적 안전의 조절효과

1)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팀 심리적 안전 수

준에 따른 무형식학습의 조절된 매개효과

Edmondson(1999)에 따르면 팀 심리적 안전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팀 풍토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다. 팀 심리적 안전은 팀 내에서의 논쟁

이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실패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인적 위험으

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구성원의 공유된 믿음이다. Burke 외(2006)에 

따르면 변화와 혁신에 있어 팀 심리적 안전은 중요한 상황적 요인이며, 김

학수 외(2013)의 연구에서도 심리적 안전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을 촉

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적 안전과 같은 집단 내 심리적 분위기는 구성원들의 인식에 근

거하여 특정한 행동으로 표출할 것인지 또는 그만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심

리적인 조건으로 작용한다(Kahn, 1990). Holton(1996)의 통합적 평가모

형에 따르면 학습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전이동기가 1차적으로 영

향을 미치며, 2차적 요인으로 전이풍토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

다. Edmondson(1999)의 연구에 의하면, 심리적 안전 분위기는 집단 내 

의사결정, 토론, 정보의 탐색 등 학습행동을 촉진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주요

하게 고려된다. Baer과 Frese(2003)의 연구에서도 심리적 안전 분위기는 

조직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

하여 집단 내의 심리적 안전분위기가 조성되면, 무형식학습을 통해 습득한 

학습 내용이 창의적인 문제해결 행동으로 발현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가설 3-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팀 심리적 안전은 무형식학습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3-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팀 심리적 안전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

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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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팀 심리적 안전 수

준에 따른 직무 전문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성원이 인식하는 팀 심리적 안점감은 핵심적

인 이슈를 전달하거나, 수행에 관한 실수를 언급하거나, 새로운 아이디

어를 제안 할 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이 된다. 직무 전문성이 높은 구성원일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

을 때 비난, 난처함, 비웃음 등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면, 구성원은 표

현을 자제하거나 억제하게 된다(최선규, 지성구, 2012). 

특히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될수록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

며, 이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과업 수행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구성원의 반대나 변화에 대한 저항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조직 내에서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이 수용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저항이나 대인적 갈등 유발의 위험을 감

수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Mayer et al., 1995). 

직무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은 그렇지 않은 구성원에 비해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팀 심리적 안전감은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동기를 강화하며 이는 창의성 발현에 있어서 중요하

게 영향을 미친다(Amabile et al., 1996).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대인적 위협이나 갈등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킴으로써,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가설 3-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팀 심리적 안전은 직무 전문성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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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4.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팀 심리적 안전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

해결의 관계에서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3)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팀 심리적 안전 수

준에 따른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 연구에서는 팀 심리적 안전 수준에 따라 내재적 동기가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

는데 이는 Woodman과 Schoenfeldt(1989)의 창의적 행동의 상호작용 모

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창의적 행동의 상호작용 모형에 따르면 창의적 

행동은 주어진 ‘상황’에서 표현되는 개인행동의 복잡한 산출물 즉, 개인 

내적인 요인들과 상황 관련 요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설

명한다. 개인의 창의성은 내적으로는 개인의 인지능력과 정서에 의해 영향

을 받고 외적으로는 다양한 선행조건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선행조건이

란 개인의 배경요인으로 과거 학습 경험, 성별, 학력, 종교, 사회적 배경 등

이 포함된다. 상황은 창의적 성취를 돕거나 방해하는 외적 요인으로 맥락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맥락적 영향이란 물리적 환경, 문

화, 조직의 풍토 등을 포함하며, 사회적 영향이란 평가기대, 보상, 처벌 등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조절변인으로 설정한 팀 심리적 안전은 맥락적 영향과 사회

적 영향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 개인 차원의 요인인 무형식학습이나 직무 

전문성과 상호작용하여 창의적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팀 심

리적 안전 수준이 높을수록 내재적 동기가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을 통

해 창의적 문제해결로 이어지는 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가설 3-5.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팀 심리적 안전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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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합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팀 심리적 안전 및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연

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관련 변인 간 관계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다(<표 Ⅱ-6> 참조).

구분 선행연구

가
설
1

1-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는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Zhang & Bartol(2010), Kanfer(1990), Zhou & Shalley
(2003), 홍세정, 장재윤(2015), Moneta & Siu(2002)

1-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태길, 홍아정(2015), 민병원, 김현철,
김종욱(2015), 서선영, 최진님(2008), Enos,
Kehrhahn & Bell (2003), Gilley & Maycunich,
(2000), Leonard, (1998), Mayfield(2009),
Orlikowski(1993) Ramamurthy(1990), Tsang(1997)

1-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
전문성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명숙(2001), 서종우, 정재우(2003), 송병식(2005),
최종민(2010), Amibile(1983), Baer(1994),
Gardner(1993), Hli-Renko et al.(2000), Huang et
al.(1999), Lubart(1994), Wiig(1995)

가
설
2

2-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정(+)적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김태길, 홍아정(2015), 김현태(2016), 문세연(2010,
2019), 민병원, 김현철, 김종욱(2015), 서선영,
최진님(2008), 최우재, 조윤형(2010), Deci(1975) &
White(1959), Enos, Kehrhahn & Bell (2003),
Gilley & Maycunich, (2000), Leonard, (1998),
Mayfield(2009), Orlikowski(1993),
Ramamurthy(1990), Tsang(1997)

2-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
전문성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정(+)적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김명숙(2001), 서종우, 정재우(2003), 송병식(2005),
최종민(2010), Amabile(1983, 1988), Baer(1994),
Gardner(1993), Hli-Renko et al.(2000), Huang et
al.(1999), Lubart(1994), Wiig(1995) Oldham &
Cummings( 1996), .McGraw & Fiala(1982)

2-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정(+)적
이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Hirst et al.(2009), 이윤하( 2010)

<표 Ⅱ-6> 창의적 문제해결 관련 변인 간 관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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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
3

3-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팀
심리적 안전은 무형식학습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최순영(2004), Calatone et al.(2002),
Huber(1991), Slater & Narver(1995)

3-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팀
심리적 안전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3-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팀
심리적 안전은 직무 전문성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김학수 외(2013), Mayer et al.(1995),
Edmondson(1999), Burke et al(2006)

3-4.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팀
심리적 안전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3-5.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팀
심리적 안전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김학수 외(2013), 최순영(2004), Calatone et
al.(2002), Huber(1991), Slater & Narver(1995),
Mayer et al.(1995), Edmondson(1999), Burke et
al(2006), Woodman & Schoenfeldt(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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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팀 심리적 안전 및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

에 따라 [그림 Ⅲ-1]과 같은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는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을 매개로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팀 심리적 안전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

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를 조절한다.  

[그림 Ⅲ-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팀

심리적 안전 및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 관한 가설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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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대상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이다. 대기업이란 일정 규모 이상

의 자산 및 상시근로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법적인 정의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

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의 요건을 살펴보면, 우리나

라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각 업종별로 규모기준을 규정

하여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로 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범위를 자산

액·자본금,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 등과 같은 정량적 기준에 따라 정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어디까지나 특정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상

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므로 절대적 기준이나 범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 및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3

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

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이다. 

다만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여 대기업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

와 매출액 등 조직 규모의 차이가 크므로, 이 연구에서는 2020년 공정거래

위원회가 공시한 자료에서 공공기관 및 금융업을 제외한 일반기업 중 매출

액을 기준으로 한 상위 500대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500대 기업의 업종 분

포는 제조업 41.4%(207개), 서비스업 18.0%(90개), 도매 및 소매업 

15.4%(77개), 건설업 7.6%(38개), 운수업 6.0%(30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8%(24개), 그 밖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농업, 임업 및 어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

원업이 6.8%(24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주로 책상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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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사무직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문서의 생

산, 검색, 유통 및 보존 등의 서류 작업, 읽고, 쓰고, 계산하는 서기적인 일

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광재, 김길현, 김상진, 오창섭(2002)은 단순 사무뿐

만 아니라 경영 활동에 필요한 제반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평가·보

관·검색하는 활동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정의하였

다. 또한 이찬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는‘조직 내 규

정·지침 또는 조직 내 의사결정권자의 지시와 권한위임에 기초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전체 또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계획·실행·평가 

업무에 필요한 문서처리, 커뮤니케이션, 정보관리, 의사결정 활동을 사무실 

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이처럼 사무

직 근로자는 사무실 책상에서 문서 작업을 중심으로 직무수행하는 사람, 조

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무실 내에서 경영 활동에 필요한 계획·실행·

평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평가·보관·검색,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등의 활동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조직 내 직무 구분으로는 일반적으로 직접부문과 간접부문으로 나누었을 때 

후자에 해당하는 경영관리, 마케팅, 회계, 재무에 해당하는 직무를 포함한다

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이 연구의 대상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는 2020

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

업(일반기업)에서 근무하는 인력 중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무실 내

에서 경영 활동의 계획, 실행 및 평가 업무에 요구되는 자료를 수집·분

석·평가·보관·검색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직제

상 경영관리, 기획, 인사, 총무, 교육, 마케팅, 회계, 재무 등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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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집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확률 표본 추출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인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을 실시하였다. 표집을 위하여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리스트를 확보하였다. 업종에 따른 통제 및 설문 회수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364개의 기업의 사

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유의표집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오차변량(error variance)이 커져서 우연적 효과가 결과에 영향

을 주기 때문에 회귀분석의 결과를 신뢰롭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사

례가 확보되어야 한다. 신뢰성 있는 회귀분석을 위해서 경험적으로 매개변

인 및 조절변인 등을 포함하여 최소 독립변인의 5배 이상 되는 표본 수를 

확보하거나(서혜선 외, 2011) 회귀분석의 예측검증력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사례 수의 비율이 약 1:20 이 되어야 한다

(Tabachnick & Fidell, 1989; 양병화, 2006). 특히 이 연구에서와 같이 

비확률표집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표본 집단의 절대적인 수가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관련이 높다고 가정하며, 사회과학에서는 300명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규모인 것으로 판단한다(류근관, 200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설 

검증을 위해 적절한 표본의 수를 300개로 설정하고, 회수율과 이상치, 불성

실응답을 고려하여 총 360개의 표본 확보를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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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

문성, 팀 심리적 안전 및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표 Ⅲ-1>와 같이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조사도구는 창의적 문제해결,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팀 심리적 안전, 일반적 특성으로 구

분된다. 일반적 특성의 경우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경력과 같은 기본

적인 정보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다. 내재적 동기, 팀 심리적 안전은 이 연

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도구를 번안 및 수정·보완하여 사

용하였다. 창의적 문제해결과 직무 전문성은 국내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이 연구의 대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개별 변인을 측정하

는 도구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여 총 94개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현장 경력 10년 이상의 기

업교육(HRD)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3인과 기업교육 전공 교수 2인을 대상

으로 내용타당도 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5인을 대

상으로 안면타당도 검토를 실시하였다. 

구분 문항수 문항번호

창의적 문제해결

문제 발견 및 분석 9 I-1~9
아이디어 생성 8 I-10~17

실행계획 10 I-18~27
실행 5 I-28~32

설득 및 소통 7 I-33~39

내재적 동기

즐거움 7 Ⅱ-1~7
자기선택감 5 Ⅱ-8~12
유능감 5 Ⅱ-13~17

압박과 긴장 5 Ⅱ-18~22

무형식학습
타인과의 학습 4 Ⅲ-1~4
자기 성찰 4 Ⅲ-5~8

외부정보 탐색 4 Ⅲ-9~12
직무 전문성 - 6 Ⅳ-1~6

팀 심리적 안전 - 7 Ⅴ-1~7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업종, 직급, 회사 

근속년수, 팀 명, 수행직무
7 Ⅵ-1~8

총 94

<표 Ⅲ-1> 조사도구(설문지) 구성



- 72 -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

구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

서 Cronbach α 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노경섭, 2019).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23.0을 활용하여 모형 적합도, 표준화 적재치

를 분석하였다. RMSEA, RMR 지수를 통해 절대적합도를 확인하고, CFI, 

TLI 지수를 통해 증분적합도, x2/df 지수를 통해 간명적합도를 확인하였으

며, 이러한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라 RMSEA, RMR은 .05~.08 이하, CFI, TLI는 .09 이상,  

x2/df는 3 이하인 경우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표 Ⅱ-2> 참

조). 또한 표준화 적재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를 통해 각 문

항의 잠재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확인하여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유의한 

표준화적재치에 대한 기준은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5 ~ 

.95 정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7 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우

종필, 2016).

구분 지표명 권장 수준 참고문헌

절대적합도　

RMSEA (Root Mean Square
of Error Approximation)

RMSEA < .05~.08 Hair et al. (2006)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 .05~.08 Hair et al. (2006)

　
증분적합도
　

CFI (Comparative Fit Index) CFI > 0.9 Bentler(1990)

TLI (Tucker - Lewis Index) TLI > 0.9
Bentler and Bonett

(1980)

간명적합도
Chisq/df (Chi Square/Degrees

of Freedom)
Chisq/df < 3.0

Marsh and Hocevar
(1985)

<표 Ⅲ-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지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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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의적 문제해결

이 연구에서는 이화선, 표정민, 최인수(2014)가 개발한 CPSPI(creative 

problem solving profile inventory)도구를 기업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

용하고자 한다. CPSPI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로 문제 발견 및 

분석, 아이디어 생성, 실행계획, 실행, 설득 및 소통의 5개 하위구인, 3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73-.83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창의적 문제해결 측정 도구들은 주

로 선호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이 부족할 수 

있다. Foursight와 VIEW의 문항은 실제 선호하는 행동 목록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CPSP도 자신을 잘 나타내는 형용사를 체크하여 유형을 구분

하기 때문에 능력보다는 성향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존의 

창의적 문제해결 검사들은 영역 특수적이거나(김홍원, 김명숙, 방승진, 황동

주, 1997; 유윤재, 2003; 조석희, 황동주, 2007) 국외 도구를 활용하고 있

다. 이화선 외(2014)은 창의성의 경우 그 어떤 심리구인보다 문화구성적 

특성이 많이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내 개발 도구의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이러한 맥락에 기초하여 개발된 CPSPI는 개인이 가진 창의적 문제해

결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측

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이는 연구에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창의

적 문제해결 수준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학생을 대

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맥락에 맞게 일부 문항

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26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각각 .851, .872, .769, .696, .908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 최종 확정된 문항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

과 내적 일치도 계수는 .94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각각 .867, 

.903, .794, .785, .899로 나타났다.(<표 Ⅲ-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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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비조사(n=83) 본조사(n=363)

창의적 문제해결 .926 .940
문제 발견 및 분석 .851 .867
아이디어 생성 .872 .903

실행계획 .769 .794
실행 .696 .785
설득 .908 .899

<표 Ⅲ-3> 창의적 문제해결 측정도구 신뢰도 분석 결과

본조사에서는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TLI 지수가 적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 27번 문항에서 요인적재치가 .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 

참조). 요인적재치, 문항 제거 시 내적일치도 계수 변화, 문항의 내용에 대

한 현장 전문가와 기업교육 전공 교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8번 문항(‘나는 아이디어를 평가하기 위해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세운

다.’)과 27번 문항(‘나는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문서화한

다.’)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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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본조사(n=369)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계수(β) C.R.

B s.e.

문제 발견 및 
분석

1 1.000 - .609 -　
2 1.191 .096 .683 12.445
3 1.013 .097 .677 10.499
4 1.116 .108 .661 10.316
5 1.143 .107 .696 10.715
6 1.167 .106 .719 10.969
7 1.142 .107 .691 10.666
8 .762 .085 .549 8.936
9 .659 .079 .506 8.363

아이디어 
생성

10 1.000 - .862 -
11 1.017 .047 .857 21.521
12 1.061 .051 .840 20.785
13 .914 .054 .739 16.890
14 .909 .051 .769 17.949
15 .829 .049 .736 16.770
16 .554 .053 .518 10.516
17 .619 .057 .533 10.893

실행계획

18 1.000 - .422 -
19 1.114 .169 .546 6.581
20 1.051 .155 .583 6.780
21 1.369 .198 .613 6.928
22 1.137 .174 .537 6.532
23 1.055 .157 .575 6.733
24 .874 .138 .506 6.327
25 1.092 .161 .579 6.760
26 1.102 .164 .572 6.725
27 .765 .169 .299 4.519

실행

28 1.000 - .701 -
29 1.157 .091 .754 12.678
30 1.325 .114 .685 11.670
31 1.110 .117 .547 9.458
32 1.276 .117 .636 10.898

설득

33 1.000 - .663 -
34 1.128 .081 .780 13.950
35 1.326 .102 .791 12.957
36 1.118 .086 .789 12.924
37 1.144 .094 .733 12.149
38 .966 .080 .728 12.081
39 .937 .077 .729 12.128

주 1) 적합도지수(x2/df=2.070, RMSEA:.054 , RMR:.046, CFI:.903 , TLI:.895)

<표 Ⅲ-4> 창의적 문제해결 측정도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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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삭제 후, 모형 적합도 지수는 수용 가능 기준을 모두 만족하였으며, 

모든 문항에서 요인적재치는 .5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Ⅲ-5> 참조).

구분 문항
본조사(n=369)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계수(β) C.R.

B s.e.

문제 발견 및 
분석

1 1.000 - .611 -
2 1.191 .096 .684 12.470
3 1.013 .096 .678 10.529
4 1.113 .108 .660 10.330
5 1.143 .106 .697 10.747
6 1.163 .106 .718 10.976
7 1.139 .107 .691 10.679
8 .759 .085 .548 8.928
9 .655 .078 .505 8.348

아이디어 
생성

10 1.000 - .862 -
11 1.017 .047 .857 21.524
12 1.061 .051 .840 20.775
13 .914 .054 .739 16.887
14 .910 .051 .769 17.961
15 .828 .049 .736 16.758
16 .555 .053 .518 10.523
17 .620 .057 .534 10.913

실행계획

19 1.000 - .533 -
20 .966 .119 .584 8.127
21 1.230 .149 .601 8.271
22 1.054 .136 .543 7.752
23 .994 .122 .590 8.163
24 .822 .110 .519 7.486
25 1.025 .125 .592 8.198
26 1.015 .126 .574 8.040

실행

28 1.000 - .699 -
29 1.160 .092 .754 12.629
30 1.337 .114 .690 11.697
31 1.114 .118 .547 9.442
32 1.239 .115 .621 10.751

설득

33 1.000 - .639 -
34 1.199 .090 .781 13.393
35 1.407 .112 .790 12.540
36 1.187 .095 .789 12.524
37 1.215 .103 .733 11.808
38 1.026 .087 .729 11.753
39 .996 .084 .729 11.800

주 1) 적합도지수(x2/df=1.959, RMSEA:.051 , RMR:.044, CFI:.911 , TLI:.902)

<표 Ⅲ-5> 창의적 문제해결 측정도구 문항 삭제 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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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재적 동기

이 연구에서는 일에 대한 내재적 동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Ryan(1982)이 개발한 내재적 동기화 척도(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IMI (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

는 실험실 실험에서 대상 활동과 관련된 참가자의 주관적 경험을 평가하기 

위한 다차원 측정 도구로 내재적 동기 및 자기 조절과 관련된 여러 실험에

서 사용되었다(Ryan, 1982; Ryan, Mims & Koestner, 1983; Plant & 

Ryan, 1985; Ryan, Connell, & Plant, 1990; Ryan, Koestner & Deci , 

1991; Deci, Eghrari, Patrick, & Leone, 1994). 이 도구는 즐거움, 유능

감, 자기선택감, 압박과 긴장, 노력, 가치 및 유용성, 관련성의 7개 하위구인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더 적은 개수의 문항으로 구성된 축약 버전

도구가 존재한다. 7개의 구인 45개 문항으로 구성된 버전의 검사도구를 사

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많은 내재적 동기 연구들에서 즐거움, 유능감, 

자기선택감, 압박과 긴장의 4개 요인 22개 문항으로 구성된 버전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최진훈(2008)은 근로자의 놀이성이 업무현장에서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Ryan(1982)의 IMI 도구 중 4개 요인 22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Cronbach α 값은 .70에서 .92으

로 나타났으며 전체 Cronbach α 값은 .92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즐거움, 유능감, 자기선택감, 압박과 긴장의 4개 요인 22

개 문항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번안은 연구자가 

1차 번안을 수행한 후 통번역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으며, 

현장 경력 10년 이상의 기업교육(HRD)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 및 안면타당도 검증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최종 문항을 구성하

였다.

예비조사에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내적일치도계수는 .845로 나타났

으며, 하위요인별로는 각각 .917, .735, .792, .784로 나타났다(<표 Ⅲ-6> 

참조). 본조사에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내적 일치도 계수는 .90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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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각각 .924, .801, .801, .811로 나타났다.

구분 신뢰도(n=83) 본조사(n=363)
내재적 동기 .845 .907

즐거움 .917 .924
자기 선택감 .735 .801

유능감 .792 .801
압박과 긴장 .784 .811

<표 Ⅲ-6> 내재적 동기 측정도구 신뢰도 분석 결과

본조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는 수용 가

능 기준을 모두 만족하였으며, 모든 문항에서 표준화 계수는 .5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Ⅲ-7> 참조).

구분 문항
본조사(n=369)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계수(β) C.R.

B s.e.

즐거움

1 1.000 - .762 -
2 1.079 .054 .878 19.999
3 1.038 .060 .856 17.430
4 1.054 .063 .829 16.708
5 .721 .063 .592 11.519
6 1.052 .063 .825 16.688
7 1.110 .067 .809 16.468

자기
선택감

8 1.000 - .628 -
9 1.200 .103 .765 11.622
10 1.197 .095 .849 12.589
11 .984 .094 .624 10.499
12 .834 .094 .515 8.888

유능감

13 1.000 - .753 -
14 1.118 .083 .787 13.543
15 .998 .085 .665 11.709
16 .955 .081 .667 11.757
17 .834 .092 .515 9.092

압박과 긴장

18 1.000 - .555 -
19 1.142 .123 .673 9.272
20 .835 .087 .512 9.594
21 1.373 .138 .780 9.978
22 1.398 .139 .801 10.065

주 1) 적합도지수(x2/df=2.908, RMSEA:.072 , RMR:.078, CFI:.919 , TLI:.901)

<표 Ⅲ-7> 내재적 동기 측정도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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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형식학습

무형식학습은 일터에서의 조직구성원이 자기주도적인 실천 및 성찰을 통

해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동료와 관계를 형성하며, 조직에 대해 

알아가는 학습으로 형식학습에 비해 비교적 덜 구조화되고 계획된 학습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Lohman(2005)의 도구를 바

탕으로 Choi(2009)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타인과의 학

습, 자기성찰, 외부정보 탐색의 3개 관찰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4

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hoi(2009)는 Lohman(2005)의 도

구가 8문항에 불과하였으며 신뢰도가 .63으로 낮아 기존의 도구를 토대로 

문항을 추가 및 수정하였다. Choi(2009)의 도구의 요인분석 결과 누적설명

변량이 60.0%로 나왔으며, 문항내적일치도 계수는 타인과의 학습이 .87, 

외부정보 탐색은 .84, 자기성찰은 .83으로 나타났다. 조현정(2015)의 연구

에서는 Choi의 도구를 활용하였는데, 누적설명변량은 53.8%로, 고유값은 

각각 2.45, 2.14, 1.87로 나타났으며, Cronbach α 값은 각각 .61, .70, 

.70으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비조사에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내적일치도계수는 .695로 나타

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각각 .725, .637, .689로 나타났다(<표 Ⅲ-8> 참

조). 본조사에서 최종 확정된 문항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내

적 일치도 계수는 .771, 하위요인별로는 각각 .687, .607, .689로 나타났다.

구분 예비조사(n=83) 본조사(n=369)
무형식학습 .695 .771

타인과의 학습 활동 .725 .687
자기성찰활동 .637 .607

외부정보 탐색 활동 .689 .689

<표 Ⅲ-8> 무형식학습 측정도구 신뢰도 분석 결과

본조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x2/df, TLI 지수가 적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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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7, 8, 9번 문항의 요인적재

치가 .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9> 참조). 요인적재치, 문항 제

거 시 내적일치도 계수 변화, 문항의 내용에 대한 현장 전문가와 기업교육 

전공 교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7번 문항(‘나는 업무상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학습했던 내용을 되돌아본다.’)과 8번 문항(‘어

려운 업무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업무 매뉴얼 (또는 사내 

작업 지침서) 등을 참조한다.’)을 삭제하였다.

구분 문항
본조사(n=369)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계수(β) C.R.

B s.e.

타인과의 
학습 활동

1 1.000 - .533 -　
2 1.038 .127 .499 8.185
3 .811 .110 .554 7.382
4 .996 .120 .719 8.297

자기성찰활동

5 1 - .704 -
6 1.001 .108 .621 8.720
7 0.853 .127 .422 5.155
8 0.863 .125 .425 6.895

외부정보 
탐색 활동

9 1.901 - .425 -
10 3.937 .328 .659 6.619
11 4.453 .364 .770 6.777
12 3.490 .309 .549 6.200

주 1) 적합도지수(x2/df=3.029, RMSEA:.074 , RMR:.056, CFI:.906, TLI:.862)

<표 Ⅲ-9> 무형식학습 측정도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삭제 후 모형 적합도 지수는 수용 가능 기준을 모두 만족하였으며, 

모든 문항에서 요인적재치는 .5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Ⅲ-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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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본조사(n=369)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계수(β) C.R.

B s.e.

타인과의 
학습 활동

1 1 - .586 -
2 1.05 .131 .554 8.000
3 .728 .092 .546 7.919
4 .896 .097 .710 9.258

자기성찰활동
5 1 - .741 -
6 .908 .108 .593 8.421

외부정보 
탐색 활동

9 1 - .501 -
10 2.225 .340 .662 6.534
11 2.526 .378 .773 6.677
12 1.943 .318 .546 6.11

주 1) 적합도지수(x2/df=2.599, RMSEA:.066 , RMR:.043, CFI:.941, TLI:.911)

<표 Ⅲ-10> 무형식학습 측정도구 문항 삭제 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라. 직무 전문성

이 연구에서는 직무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오원(2008)이 인적자원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 중 직무 전문성 하위구인에 해당하는 5

개 문항을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기업 R&D 인력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원 도구의 Cronbach α 

계수는 0.869로 나타났다. 또한 이 도구는 장현진, 나승일(2012)의 연구에

서 기업 근로자의 직무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활용되었으며, 

Cronbach α 계수는 0.868로 나타났다.  

예비조사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내적일치도계수는 .845로 나타났

으며, 본조사에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내적 일치도 계수는 .853으로 

나타났다(<표 Ⅲ-11> 참조).

구분 예비조사(n=83) 본조사(n=363)
직무 전문성 .845 .853

<표 Ⅲ-11> 직무 전문성 측정도구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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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는 수용 가

능 기준을 모두 만족하였으며, 모든 문항에서 요인적재치는 .5 이상으로 나

타났다(<표 Ⅲ-12> 참조).

구분 문항
본조사(n=369)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계수(β) C.R.

B s.e.

직무 전문성

1 1.000 - .776 -
2 1.163 .073 .858 15.874
3 1.029 .071 .766 14.525
4 1.057 .068 .727 15.524
5 .900 .085 .572 10.616
6 .769 .105 .551 7.301

주 1) 적합도지수(x2/df=1.461, RMSEA:.035 , RMR:.009, CFI:.997, TLI:.993)

<표 Ⅲ-12> 직무 전문성 측정도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마. 팀 심리적 안전

팀 심리적 안전은 연구개발 팀원들이 대인적 위험 감수에 대해 안전하다

고 느끼는 공유된 믿음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팀 분위기를 의미

한다. 이 연구에서는 팀 심리적 안전을 측정하기 위하여 

Edmondson(1999)의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국내 대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는 도구로, 대기업 프로젝트 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전영욱, 김진모(2009), 김민지, 김진모(2014)의 연

구에서 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단일요인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반응양식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문

항의 Cronbach α 계수는 .82로 나타났다.

문항 번안은 연구자가 1차 번안을 수행한 후 통번역 자격증을 소지한 전

문가의 검토를 받았으며, 현장 경력 10년 이상의 기업교육(HRD) 전공 박

사학위 소지자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 및 안면타당도 검증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최종 문항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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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에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내적일치도계수는 .784로 나타

났으며, 본조사에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내적 일치도 계수는 .811으

로 나타났다(<표 Ⅲ-13> 참조). 

구분 신뢰도(n=83) 본조사(n=363)
팀 심리적 안전 .784 .811

<표 Ⅲ-13> 팀 심리적 안전 측정도구 신뢰도 분석 결과

본조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는 수용 가

능 기준을 모두 만족하였으며, 모든 문항에서 요인적재치는 .5 이상으로 나

타났다(<표 Ⅲ-14> 참조).

구분 문항
본조사(n=369)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β) C.R.

B s.e.

팀 심리적 
안전

1 1 .562 -
2 .880 .111 .574 7.943
3 1.467 .140 .755 10.483
4 .854 .130 .504 6.59
5 1.164 .143 .643 8.155
6 1.061 .131 .581 8.07
7 .898 .121 .543 7.42

주 1) 적합도지수(x2/df=2.037, RMSEA:.053 , RMR:.023, CFI:.985, TLI:.965)

<표 Ⅲ-14> 팀 심리적 안전 측정도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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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가. 예비조사 및 본조사

자료 수집은 대기업 목록 확보, 기업의 관계자와 접촉하여 설문 협조 요청, 

설문 참여를 위한 문자 및 이메일 발송, 설문 결과 회수의 절차로 진행하였다. 

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자료

에서 공공기관 및 금융업을 제외한 일반기업 중 매출액을 기준으로한 상위 

500대 기업 리스트를 확보하였다. 500대 기업에 속하는 업종은 제조업 

41.4%(207개), 건설업 7.6%(38개), 서비스업 8.2%(41개), 도매 및 소매업

15.4%(77개)으로 전체의 72.6%(364개)를 차지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점

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기타 업종이 나머지를 차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의 

표집을 실시하였다. 목록에 포함된 기업 관계자와 접촉하여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가 가능한 기업에 대하여 사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설문 

대상자를 확보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관계자와의 접촉은 화상회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진행하였다. 

설문 배포는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이 아닌 온라인 설문시

스템을 활용하였으며,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설문참여 URL링크를 배포하

였다. 오픈 URL 링크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이 연구의 대상에 적합

하지 않은 사람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 기업별로 URL을 개설

하고 인구통계 문항에서 근속연수, 직급, 소속 팀 명 및 팀 근무 기간을 기입

하도록 하여 연구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응답은 제외하였다. 예비조사는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5일간 진행하였으며, 본조사는 2021년 4

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 진행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제조 분야 4개 기업, 서비스 분야 4개 기업, 건설 분야 

1개 기업, 도매 및 소매업 분야 2개 기업 사무직 근로자로부터 수집한 

91개의 데이터 중 83개의 유효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본조사에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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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분야 16개 기업, 서비스 분야 6개 기업, 도매 및 소매업 분야 5개, 건

설 분야 3개 기업으로 총 30개 기업의 사무직 근로자로부터 수집한 398

개의 데이터 중 369개의 유효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최종 분석에 활용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369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15>와 같다. 응답자들은 남성이 56.1%, 여성이 43.9%로 남성이 다수

였으며,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은 69.6%를 차지하였고, 40대 이상이 

17.9%, 20대가 12.5%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은 79.9%

를 차지하였으며, 석사 10%, 전문대졸 6.5%, 고졸이하 2.2%, 박사가 

1.4%로 나타났다. 직급은 대리/선임급이 가장 많은 40.9%를 차지하였으며, 

과장/책임급이 23.3%, 사원/주임급이 21.7%, 차장/수석급이 9.8%, 부장급 

이상이 4.3%로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이 43.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4%, 

10년 이상은 21.1%, 1년 이상 3년 미만은 14.4%, 1년 미만은 2.4%로 나

타났다. 담당 업무는 인사/교육/총무가 4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으며, 기획/전략이 20.9%, 마케팅/홍보는 17.1%, 재무/회계는 8.1%, 구매/

품질은 11.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소속 산업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5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서비스업이 35.5%, 도매 및 소매

업이 6.2%, 건설업이 3.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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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207 56.1

여성 162 43.9

연령

20대 46 12.5

30대 257 69.6

40대 이상 66 17.9

최종학력

고졸이하 8 2.2

전문대졸 24 6.5

대졸 295 79.9

대학원졸(석사) 37 10

대학원졸(박사) 5 1.4

직급

사원/주임급 80 21.7

대리/선임급 151 40.9

과장/책임급 86 23.3

차장/수석급 36 9.8

부장급 이상 16 4.3

근무 기간

1년 미만 9 2.4

1년 이상 3년 미만 53 14.4

3년 이상 5년 미만 68 18.4

5년 이상 10년 미만 161 43.6

10년 이상 78 21.1

담당 업무

기획/전략 77 20.9

인사/교육/총무 158 42.8

마케팅/홍보 63 17.1

재무/회계 30 8.1

구매/품질 41 11.1

업종

제조업 201 54.5

서비스업 131 35.5

도매 및 소매업 23 6.2

건설업 14 3.8

합계 369 100

<표 Ⅲ-1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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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 단순회귀분석 및 

Hayes(2013)가 개발한 SPSS용 Process Macro를 활용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분석을 활용하였다. 

매개모형을 분석함에 많은 변수들이 모형에 도입되면서 최대우도추정법

(MLE:Mz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근거를 둔 구조방정식모델링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매개 모형을 추정함에 있어 SEM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더 우수한 

것은 아니다(Hayes, 2013). 또한 소표본인 경우에, SEM방법은 t분포가 아

닌 정규분포로부터 p값을 산출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OLS가 사용하는 t분포가 회귀계수에 대한 p값의 도출에 더 적합하다

(Hayes, 2013). 연구에 적용한 통계분석 방법을 가설별로 제시하면 <표 

Ⅲ-1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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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계분석 방법

기초통계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변인의 일반통계량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가설1

1-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는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계적 회귀분석
1-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 전문성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2-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정(+)적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Process Macro를
활용한 회귀분석
(Model 6)

2-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 전문성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정(+)적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2-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정(+)적 이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3

3-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팀 심리적 안전은
무형식학습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Process Macro를
활용한 회귀분석
(Model 88)

3-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팀 심리적 안전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3-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팀 심리적 안전은 직무
전문성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3-4.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팀 심리적 안전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3-5.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팀 심리적 안전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표 Ⅲ-16> 가설에 따른 자료 분석 방법

가설별 자료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자료분석 수준 확인과 이상치 

제거, 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위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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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구변인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

차를 확인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빈도 및 백분율을 확인하였다. 또

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팀 특성에 따른 변인별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고, 연구에 포함된 

모든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측정된 변인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

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1.0을 사용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집단 차이 검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에 

대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셋째, 이중매개효과는 Process Macro Model 6을 활용하였으며, 조

절된 이중매개효과는 88을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의 결과

는 신뢰수준 95%에서 비표준화추정치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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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연구변인 일반통계량

가. 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이 연구에서 측정한 창의적 문제해결,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

문성, 팀 심리적 안전의 기술적 통계량은 <표 Ⅳ-1>과 같다.

종속변인인 창의적 문제해결의 평균은 3.54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인 문

제 발견 및 분석은 3.70, 아이디어 생성은 3.18, 실행계획은 3.82, 실행은 

3.44, 설득 및 소통은 3.49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내재적 동기의 평균은 

3.2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인 즐거움은 3.12, 자기선택감은 3.22, 유능감

은 3.68, 압박과 긴장은 2.83로 나타났다. 첫 번째 매개변인인 무형식학습

의 평균은 3.67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인 타인과의 학습은 3.80, 성찰적 

학습은 3.98, 외부정보 탐색은 3.40으로 타나났다. 두 번째 매개변인인 직

무 전문성의 평균은 3.64로 나타났다. 조절변인인 팀 심리적 안전의 평균은 

3.82로 나타났다. 변인별 표준편차는 최소 .477에서 최대 .80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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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창의적 
문제해결

2.05 5.00 3.54 .477

문제 발견 및 분석 1.11 5.00 3.70 .588

아이디어 생성 1.00 5.00 3.18 .735

실행계획 2.00 5.00 3.82 .460

실행 1.80 5.00 3.44 .634

설득 및 소통 1.43 5.00 3.49 .644

내재적 동기

1.45 4.68 3.21 .559

즐거움 1.00 5.00 3.12 .807

자기선택감 1.00 5.00 3.22 .775

유능감 1.20 5.00 3.68 .596

압박과 긴장 1.00 4.80 2.83 .714

무형식
학습

1.30 5.00 3.67 .496

타인과의 학습 1.00 5.00 3.80 .590

자기성찰 1.00 5.00 3.98 .635

외부정보 탐색 1.25 5.00 3.40 .730

직무 전문성 2.00 5.00 3.64 .558

팀 심리적 안전 1.00 5.00 3.82 .604
주1) n=369
주2) 응답범위: 1-5점(1=전혀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

<표 Ⅳ-1> 변인의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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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인 간 상관관계

이 연구에서 측정한 모든 변인에 대한 Pearson 상관분석 결과는 <표 Ⅳ

-2>와 같다. 종속변인인 창의적 문제해결과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팀 심리적 안전의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 변인 수준에서는 직무 

전문성(.521), 내재적 동기(511), 무형식학습(.500), 팀 심리적 안전

(.207)순으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구인 수준에서는 즐거움

(.440), 유능감(.435), 타인과의 학습(.408), 자기선택감(.407), 자기성찰

(.394), 외부정보탐색(.288), 압박과 긴장(.258)의 순으로 상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통계적 특성인 연령(.158)과 근속연수(.103)는 창의적 문제해

결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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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팀
심리적 
안전

연령
근속
연수

창의적 문제해결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팀 심리적 안전 1
2. 연령 -.004 1
3. 근속연수 -.050 .716* 1
창의적 문제해결 .207* .158* .103* 1 　 　 　 　 　 　 　 　 　 　 　 　 　 　 　

4. 문제 발견 및 분석 .196* .148* .056 .839* 1 　 　 　 　 　 　 　 　 　 　 　 　 　 　

5. 아이디어 생성 .078 .162* .111* .821* .610* 1 　 　 　 　 　 　 　 　 　 　 　 　 　

6. 실행계획 .263* .069 .057 .696* .579* .330* 1 　 　 　 　 　 　 　 　 　 　 　 　

7. 실행 .157* .092 .043 .763* .500* .661* .404* 1 　 　 　 　 　 　 　 　 　 　 　

8. 설득 및 소통 .156* .112* .116* .757* .496* .463* .518* .506* 1 　 　 　 　 　 　 　 　 　 　

내재적 동기 .356* .139* .050 .511* .391* .395* .349* .447* .429* 1 　 　 　 　 　 　 　 　 　

9. 즐거움 .268* .177* .052 .440* .358* .360* .312* .392* .303* .869* 1 　 　 　 　 　 　 　 　

10. 자기선택감 .326* .096 -.014 .407* .346* .280* .323* .324* .332* .851* .734* 1 　 　 　 　 　 　 　

11. 유능감 .214* .063 .105* .435* .318* .267* .334* .356* .460* .640* .389* .400* 1 　 　 　 　 　 　

12. 압박과 긴장 .269* .044 .015 .258* .139* .262* .079 .268* .253* .609* .287* .350* .317* 1 　 　 　 　 　

무형식학습 .301* .079 .024 .500* .440* .326* .447* .382* .385* .413* .453* .396* .372* -.036 1 　 　 　 　

13. 타인과의 학습 .369* -.014 .036 .408* .383* .242* .365* .284* .337* .318* .333* .279* .339* -.018 .786* 1 　 　 　

14. 외부정보 탐색 .334* -.061 -.05 .288* .331* .093 .404* .194* .154* .244* .264* .235* .296* -.080 .626* .510* 1 　 　

15. 자기성찰 .068 .171* .033 .394* .293* .318* .288* .335* .314* .338* .385* .344* .229* -.011 .790* .305* .216* 1 　

16. 직무 전문성 .154* .115* .062 .521* .383* .396* .368* .462* .452* .485* .386* .404* .519* .187* .509* .352* .267* .463* 1
*p<0.05

<표 Ⅳ-2>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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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창의적 문제해결 수준 차이

성별, 학력, 직급, 업무, 업종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창의적 문제해결 

수준 차이를 확인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

하고자 하였다.

성별에 따른 창의적 문제해결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

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

-3> 참조).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자 207 3.57 .48

.001
여자 162 3.50 .47

*p<0.5

<표 Ⅳ-3> 성별에 따른 창의적 문제해결 평균 차이 검정 결과

학력, 직급, 업무, 업종에 따른 창의적 문제해결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F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력과 직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업

무와 업종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4> 참

조). 학력의 경우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가 고등학교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

자에 비해 창의적 문제해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의 경우  차

장과 부장이 사원에 비해 창의적 문제해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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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1 2 3 4 5

학력

고졸이하 8 3.07 .49

6.934*

전문대졸 24 3.34 .52

대졸 295 3.54 .46

대학원졸(석사) 37 3.73 .44 * *

대학원졸(박사) 5 4.17 .64 * *

직급

사원 80 3.38 .48

4.674*

대리 151 3.55 .43

과장 86 3.56 .48

차장 36 3.70 .55 *

부장 16 3.80 .44 *

업무

기획/전략 77 3.60 .52

.773

인사/교육/총무 158 3.55 .45

홍보/마케팅 63 3.53 .50

재무/회계 30 3.50 .40

구매/품질 41 3.45 .49

업종

제조업 201 3.52 .48

.774
서비스업 131 3.58 .46

소매 및 도매업 23 3.58 .52

건설업 14 3.44 .54

*p<0.5

<표 Ⅳ-4> 학력, 업무, 업종에 따른 창의적 문제해결 평균 차이 검정 결과

이상을 종합한 결과, 인구통계적 특성 중 학력과 직급은 창의적 문제해결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업무, 업종

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모형을 분석

하는데 있어 학력과 직급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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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인 간 다중공선성 진단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한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

습, 직무 전문성, 팀 심리적 안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공차한계

(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하였

다. 공차한계는 한 독립변인에 대한 다른 독립변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

정계수(R2)를 1에서 뺀 값으로, 1에 근접할수록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0.1 이하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분산팽창계

수는 0에서 무한대 값의 범위를 가지며, 10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양병화, 1998).

종속변인에 대한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팀 심리적 안전

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공차한계는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팀 심리적 안전이 각각 .643, .836, .668, 675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계수는 각각 1.555, 1.650, 1.496, 1.481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

로 판단하였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공차한계 분산팽창계수

창의적 문제해결

내재적 동기 .643 1.555

무형식학습 .836 1.197

직무 전문성 .668 1.496

팀 심리적 안전 .675 1.481

<표 Ⅳ-5>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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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일방법편의 검정

이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동일한 시점에서 자기보고 방식으로 설문 문항에 

응답하였으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창의적 문제해결과 같은 바람직성

이 반영된 요인을 측정함으로 인해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Podsakoff et al., 2003). 이 연구에서는 Harman의 단일요일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동일방법편의를 검증하였다. 

Harman의 단일요인접근법을 활용하기 위하여 측정변인의 모든 문항에 

대하여 주축 요인 분석 방법으로 한 개의 요인을 고정한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전체 변량의 2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 

이하로 나타나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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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및 직무 전문성이 창의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가설 1-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는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 전문성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및 직무 전문성이 창의

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을 통해 종속변인의 크기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연령, 근속연수, 학력, 직급을 통제변인으로 투

입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인인 연령, 근속연수, 학력, 직급을 투입한 

1단계 모형은 8.5%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8.476, 

p<.05).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을 투입한 2단계 모형은 

41.8%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F=37.002, p<.05) 2단계 모형에

서 설명량은 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근속연수, 학력, 직급을 

통제한 상태에서 내재적 동기(β=.273, p<.05), 무형식학습(β=.247, 

p<.05), 직무 전문성(β=.235, p<.05)은 모두 창의적 문제해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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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모형1 모형2

β t
B의 95%
신뢰구간 β t

B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하한 상한

통
제
변
인

연령 .039 .461 -.012 .019 -.021 -.310 -.014 .011
근속연수 -.004 -.044 -.001 .001 .014 .220 -.001 .001
학력 .219* 3.907 .094 .283 .053 1.126 -.034 .124
직급 .109 1.237 -.029 .128 .098 1.375 -.019 .108

독
립
변
인

내재적 동기 .273* 5.755 .153 .313
무형식학습 .247* 5.039 .145 .330

직무 전문성 .235* 4.669 .117 .286

R2(Radj2) .085(.075) .418(.406)
⊿R2 - .333

F 8.476* 37.002*
*p<.05

<표 Ⅳ-6>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한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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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

가설 2-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직무 전문성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은 이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

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매개변인1을 통한 간접효과, 매개변인2를 통한 간접효과 

매개변인1과 매개변인2를 차례로 거친 간접효과, 총 효과의 추정치를 산출

할 수 있다. 제시된 효과 크기는 구간추정결과 95% 편의수정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종속변인은 창의적 문제해결, 독립변인은 내재적 동기, 매개

변인1은 무형식학습은 매개변인2는 직무 전문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연령, 근

속연수, 학력, 직급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표 Ⅳ-7> 참조). 분석 

결과, 무형식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의 직접효과를 검증한 모형1은 전체 

분산의 2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0.091, p<.05). 직무 전문

성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무형식학습의 직접효과를 검증한 모형2는 전체 분

산의 36.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4.768, p<.05). 창의적 문제

해결에 대한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의 직접효과를 검증한 모

형3은 전체 분산의 4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7.00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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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모형1: 무형식학습 모형2: 직무 전문성 모형3: 창의적 문제해결

coeff se LLCI ULCI coeff se LLCI ULCI coeff se LLCI ULCI

통제
변인

연령 .003 .008 -.013 .018 -.008 .008 -.023 .008 -.002 .006 -.015 .011
근속연수 .001 .001 -.001 .002 .000 .001 -.002 .001 .000 .001 -.001 .001
학력 .216* .047 .123 .308 .019 .049 -.077 .116 .045 .040 -.034 .124
직급 -.057 .038 -.132 .019 .094* .039 .017 .171 .044 .032 -.019 .108

독립
변인

내재적 동기 .369* .043 .284 .453 .318* .047 .226 .409 .233* .041 .154 .313
무형식학습 .410* .053 .306 .515 .238* .047 .145 .330
직무 전문성 .201* .043 .117 .286

R .466 .605 .646
R2 .217 .366 .418
F 20.091* 34.768* 37.002*

*p<.05

<표 Ⅳ-7>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표 Ⅳ-8> 참조),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B=.079, p<.05)와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B=.064, p<.05)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

습과 직무 전문성을 통한 이중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27, 

p<.05).

독립변인
간접효과

(LLCI, ULCI)
Ind1 Ind2 Ind3

내재적 동기
.079*

(.023, .131)
.064*

(.028, .108)
.027*

(.011, .049)
주1. *p<.05
주2. 간접효과는 Bootstraping에 의해 추정된 B값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다고 판단함
주3. Ind1은 ‘내재적 동기 → 무형식학습 → 창의적 문제해결’의 간접효과

Ind2는 ‘내재적 동기 → 직무 전문성 → 창의적 문제해결’의 간접효과
Ind3은 ‘내재적 동기 → 무형식학습 → 직무 전문성 → 창의적 문제해결’의 간접효과

<표 Ⅳ-8>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 매개효과의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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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팀 심리적 안전의 조절효과

가설 3-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는 팀 심리적 안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3-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는 팀 심리적 안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3-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
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이중매개효과는 팀 심리적 안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창의적 문제해결과 내재적 동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이 

가지는 매개효과가 팀 심리적 안전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Hayes의 Process Macro Model 88을 활용하여 조절된 이중매개 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절변인인 팀 심리적 안전 수준이 높아짐에 따

라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직

무 전문성의 매개효과 그리고 무형식학습을 통해 직무 전문성의 이중매개효

과가 증가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하여 평균 중심화

(mean-centering)를 실시함으로써 조절변인을 해석 가능(interpretable)

하도록 하였다(Hayes, 2013).

종속변인은 창의적 문제해결, 독립변수는 내재적 동기, 매개변인1은 무

형식학습, 매개변인2는 직무 전문성으로 설정하였으며, 팀 심리적 안전에 

의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산출한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연령, 근속연수, 학력, 직급을 통제한 상태에서 창의적 문

제해결에 대한 무형식학습과 팀 심리적 안전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B=.226, p<.05), 직무 전문성과 팀 심리적 안전의 상

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9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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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모형1: 무형식학습 모형2: 직무 전문성 모형3: 창의적 문제해결

coeff se LLCI ULCI coeff se LLCI ULCI coeff se LLCI ULCI

통
제
변
인

연령 .003 .008 -.013 .018 -.008 .008 -.023 .008 -.002 .006 -.014 .011
근속연수 .001 .001 -.001 .002 .000 .001 -.002 .001 .001 .001 -.001 .002
학력 .216* .047 .123 .308 .019 .049 -.077 .116 .060 .040 -.018 .137

직급 -.057 .038 -.132 .019 .094* .039 .017 .171 .017 .032 -.046 .080

독
립
변
인

내재적 동기 .331* .042 .248 .415 .318* .047 .226 .409 .220* .041 .138 .301
무형식학습 .410* .053 .306 .515 .281* .048 .186 .375
직무 전문성 .193* .042 .109 .276

팀 심리적 안전 .022 .035 -.045 .090
무형식학습 X
팀 심리적 안전

.226* .051 .126 .327

직무 전문성 X
팀 심리적 안전

-.096 .063 -.219 .028

R .466 .605 .671
R2 .217 .366 .450
F 20.091* 34.768* 29.243*

*p<.05

<표 Ⅳ-9>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팀 심리적 안전의 조절효과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팀 심리적 안전에 의한 무

형식학습의 조절된 매개효과(B=.075, p>.05)와 직무 전문성의 조절된 

매개효과(B=-.031, p>.05),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조절된 이중매

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13, p>.05)(<표 Ⅳ

-10> 참조).

독립변인
조절된 매개효과

(LLCI, ULCI)
Ind1 Ind2 Ind3

내재적 동기
.075

(-.053, .141)
-.031

(-.078, .042)
-.013

(-.041, .017)
주1. *p<.05
주2. 간접효과는 Bootstraping에 의해 추정된 B값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다고 판단함
주3. Ind1은 ‘내재적 동기 → 무형식학습 → 창의적 문제해결’의 조절된 매개효과

Ind2는 ‘내재적 동기 → 직무 전문성 → 창의적 문제해결’의 조절된 매개효과
Ind3은 ‘내재적 동기 → 무형식학습 → 직무 전문성 → 창의적 문제해결’의 조절된 이중매개효과

<표 Ⅳ-10> 팀 심리적 안전에 따른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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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과 종합

이 연구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

성, 팀 심리적 안전 및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표 Ⅳ

-11>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으며, 연구 결과 가설 1, 2는 채택되었고 가

설 3의 경우 3-1을 제외한 모든 가설이 기각되었다.

구분 채택 여부

가설1

1-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는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 전문성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2-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정(+)적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2-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 전문성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정(+)적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2-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정(+)적
이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가설3

3-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팀 심리적 안전은
무형식학습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채택

3-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팀 심리적 안전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기각

3-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팀 심리적 안전은 직무
전문성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기각

3-4.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팀 심리적 안전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기각

3-5.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팀 심리적 안전은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기각

<표 Ⅳ-11> 연구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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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가.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한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의 영향

1)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한 내재적 동기의 영향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한 내재적 동기의 영향을 연령, 근속연수, 학력, 직

급을 통제한 상황에서 검증한 결과, 내재적 동기는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73, p<.05). 

이는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에 동기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그 중 내재적 

동기는 특히 창의성과 연관이 있다고 언급한 Amabile(1985, 1996)의 연

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과제수행에 대

한 몰입, 업무 수행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 개인의 흥미와 같은 내적 동기가 

창의적인 수행의 질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홍세정, 장재윤, 

2015; Amabile, 1979, 1996; de Jesus 등, 2013; Oldham & 

Cummings, 1996; Shalley & Perry-Smith, 2001). 이 연구의 결과에서

도 내재적 동기는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한 무형식학습의 영향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한 무형식학습의 영향을 연령, 근속연수, 학력, 직급

을 통제한 상황에서 검증한 결과, 무형식학습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47, p<.05). 

이는 무형식학습이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선

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조직 내에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습득하는 

학습 활동은 구성원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구성원의 창의적인 수행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illey & Maycunich, 2000; Leonard, 1998; 

Mayfield, 2009; Tsang, 1997). 국내 연구인 서선영, 최진님(2008)의 연

구에서는 제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에서의 다양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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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

는 제조업 종사자뿐 아니라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의 사무직 근

로자에 대해서도 무형식학습 활동이 창의적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한 직무 전문성의 영향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한 직무 전문성의 영향을 연령, 근속연수, 학력, 극

급을 통제한 상황에서 검증한 결과, 직무 전문성은 직무 전문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35, p<.05). 

직무 전문성이 창의적 문제해결에 중요한 요소라고 밝힌 

Amibile(1983), Weisgerg(1999), Vincent, Decker, & 

Mumford(2002) 등의 이론적 연구 결과를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의적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전문성이다. 전문성 또는 전문지식에 대한 강조는 창의성이 백

지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즉, 독특하

고 활용성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있는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mibile(1983)은 과제 관련 

영역에 대한 지식, 과제 조작에 필요한 공학적 기능, 특수한 영역에 관련

된 재능 등 영역 관련 기능(domain-relevant skills)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Gardner(1993)의 다중지능이론은 특정 영역 내에서 새롭게 창출

되어 해당 분야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능력을 창의성으로 정의하면서 창

의성을 발휘하는데 영역 특수적 지식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국내에서는 김명숙(2001), 송병식(2005)은 직무 전문성이 창의적 문제

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 연구 역시 해당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김명숙(2001)의 연구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영역 특수적 지식이 질 높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았으며 송병식(2005)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한 지식

의 습득과 활용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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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국외연구와 국내 연구의 문화 차이, 그리고 대상

에 따른 맥락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창의적 문제해결에 있

어 직무 전문성은 주요한 촉진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교육, 특히 HRD의 관점에서 영역 특수적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에 유

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Csikszentmihalyi(1988)는 창의성 시스템 이론

에서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한 지식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지식 중

에서도 영역 일반적 지식이 아닌 영역 특수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정보는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보는 관행이나 언어 혹은 ‘영

역’의 특정 부분 내에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

은 개인의 능력에 상관없이 창의적인 결과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창의적 문제해결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가 개인의 내적 특성에 초점을 두

고 이루어져 왔으나, 이 연구에서는 개인 외부의 분야와 영역 내에서 생성

되고 보존되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창의적 문제해결에 있어 주요한 요소

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즉, 특정 영역의 지식 및 정보에 능하지 않으

면 창의적인 결과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성원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에 대한 학습뿐 아니라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지식의 축적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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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

1)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창의적 문제해결과 내재적 동기의 관계에서  무

형식학습은 정(+)의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079, p<.05). 

이는 내재적 동기와 무형식학습, 창의적 문제해결이 정적인 영향을 갖는다

는 선행연구로부터 추론한 가설을 지지한다. 선행연구들은 내재적 동기와 

무형식학습이 정적인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 연구의 결과 

역시 이러한 결과를 지지한다. 최우재, 조윤형(2010)는 특정 지역 내 중소

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하면 자기효능감 등 내재적 동기

가 무형식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문세연(2010, 

2019)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동기는 무형식학습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선영, 최진님(2008)의 연구에서

는 제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에서의 다양한 학습 활동

이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무형식학습이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추론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의 정

(+)적인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대기업 사무직 근

로자들은 일터에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흥미와 즐거움을 느낌으로써 무

형식학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무형식학습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습득하며 창의적인 수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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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창의적 문제해결과 내재적 동기의 관계에서  직

무 전문성은 정(+)의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065, 

p<.05). 이는 창의적 문제해결, 내재적 동기, 직무 전문성이 정적인 영향을 

갖는다는 선행연구로부터 추론한 가설을 지지한다. 내적으로 동기 부여된 

구성원은 문제해결에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기존의 관습

과 다른 새로운 대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즉, 구성원 개인의 내재적 동

기가 향상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며 이는 개

인의 업무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Amabile, 1988; Oldham 

& Cummings, 1996). 

한편 전문성은 창의적 문제해결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Vincent, 

Decker, & Mumford, 2002; Weisgerg, 1999). 지식 또는 전문성에 대

한 강조는 창의성이 백지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즉 독특하고 활용성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

신이 하고있는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Mumford & Hunter, 

2005; Weisbergm 1999). Hirst, Van Knippenberg, 과 Zhou(2009)

의 연구에 따르면 주도적인 직무 참여와 개인의 능력 개발은 직무에 대

한 이해를 높인다. 자신의 직무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은 직

무와 관련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구성원 혹은 전문가와 효과적으로 협업함으로써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직무 전문성이 높은 구성원은 이러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의

사소통 능력에 기초하여 예상치 못한 혹은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남들과

는 다른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한다. 또한 다양한 자원과 정보로부터 새로

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제안함으로써 창의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주어진 문제 상황이 아닌 일상의 업무 상황에서도 다른 구성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인식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정보나 아이디어의 가치를 재조명하거나 재평가함

으로써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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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들은 내재적 동기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직무 전

문성을 축적하며, 개인이 직무 전문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과업 수행에 있어 

창의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3)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

무 전문성의 이중매개효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

형식학습을 통해 직무 전문성으로 이어지는 이중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27, p<.05). 이는 내적 동기가 높은 개인일수록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며 새로운 정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는 곧 문

제해결 능력이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 Hirst 외(200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창의적 문제해결, 내재적 동기, 무형식

학습, 직무 전문성의 정적인 관계를 밝혀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재적 동기

를 가진 근로자가 무형식학습을 통해 직무 전문성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

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즉, 내재적 

동기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개인은 일터 환경

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과업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습득한 지식을 활용

하며 이는 곧 창의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이러

한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형식학습이 직접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을 매개함과 더불어  직무 

전문성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이중매개모형이 유의하다는 결

론은, 무형식학습이 전문성의 축적과 발휘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직

무 전문성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구성된다. 직무 전문성은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얻은 사실, 진리 등에 대한 이해와 깨우침에 기초하

며, 문제의식, 알고자 하는 욕구가 지식형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무형식학습은 업무 활동 중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성공과 실패 경험들을 회

고하고 평가하는 성찰적 학습을 포함한다. 이는 업무 활동에 실질적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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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실천적 지식과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성찰적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전문적 지식은 개인의 경험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하며 행동의 변화

를 이끌어내어 그 다음 실천에 대한 몰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된다(이윤

하, 2010). 또한 박인우(1996), 조규락, 김선연(2006)의 연구에 따르면 

일터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과 문화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직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이는 스스로에 대한 

성찰뿐 아니라 타인과의 학습활동, 다양한 외부 탐색 활동을 포함하는 무형

식학습 활동이 직무 전문성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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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팀 심리적 안전에 의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1)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팀 심리적 안전 수

준에 따른 무형식학습의 조절된 매개효과

무형식학습과 팀 심리적 안전의 상호작용항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26, p<.05). 그러나 내재적 동기

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팀 심리적 안전에 의한 무형식학습의 조

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75, p>.05). 

선행연구에 따르면 구성원들의 눈에 비친 조직의 분위기는 조직에 대

한 평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리적 안전감은 조직의 규범과 

역할의 규정을 통해 개인의 자아표현 등의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느낌이

라 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의 조직의 가치 및 규범과 관련된 분위기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태도를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을 때 비난, 난처함, 비웃음 등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면, 구성원은 표현을 자제하거나 억제하게 된다(최선규, 지성구, 

2012). 반면 신뢰로운 분위기의 조직에서 구성원의 정서적으로도 안전

감에 대한 지각은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동기를 강

화하며 이는 창의성 발현에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Amabile et 

al., 1996). Edmondson(1999)은 조직 내 구성원이 심리적으로 안정감

을 느낄 때, 비판이나 반대가 우려되어 제기하기를 주저하는 민감한 문

제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직면하

고 있는 문제 및 기회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향을 보인

다고 주장하였다. Kahn(1990), Holton(1996), Baer과 Frese(2003)

등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안전감이 구성원들의 학습과 상호작용하

여 긍정적 행위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도 팀 심리적 안전이 높을수록 무형식학습과 창의적 문제

해결의 정적인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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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재적 동기가 무형식학습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은 팀 심리적 안전 수준에 의

해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성원이 팀 내에서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인 안전감보다, 얼마나 자신의 과업 수행에 내적으로 동기부여 되어있는

가가 창의적 문제해결에 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구성원은 과업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임하며, 성

공적으로 해내고 있다고 느낄 때 무형식학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의 발언이

나 행동이 팀 내에서 어느 정도 수용될 것인가 하는 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팀 심리적 안전 수준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고려해

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연구되어 왔다. 최근에는 현장에서도 이러

한 중요성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많은 대기업에서 팀 심리적 안전 수준

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팀 심

리적 안전 수준이 높으면 수평적 의사소통이 촉진되고 다양한 아이디어

가 창출, 공유되며 결과적으로 보다 창의적인 대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팀 심리적 안전은 무

형식학습을 통해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창의적 문제해결에 적용하고 활

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보

다 결정적인 요인은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직 

내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자신의 직

무에 흥미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성취감을 느끼는지를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내재적 동기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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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팀 심리적 안전 수

준에 따른 직무 전문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직무 전문성과 팀 심리적 안전의 상호작용항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96, p<.05),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팀 심리적 안전에 의한 직무 전문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31, p>.05). 이는 팀 

심리적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를 지향하

게 되므로(Mayer et al., 1995), 직무 전문성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

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추론한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첫째, 팀 심리적 안전

은 직무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해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창의적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지만, 어느 정도 전문성을 획득한 이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선 연구 결과에서 팀 심리적 안전은 무형식학습과 창

의적 문제해결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형식학습을 통해 

학습한 것을 창의적 문제해결에 적용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팀 내에서 나의 

발언이나 행동이 어느정도 수용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 그

러나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상태에서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팀 내의 수용적인 분위기 혹은 대인적 위협에 대한 우려보다 개인의 

내재적 동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둘째, 팀 심리적 안전이 야기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부정적 효과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팀 심리적 안전이 집단 내 친밀도와 집단 응

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단일한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이나, 타 집단 혹은 이

질적인 것에 대한 배타적인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Forsyth(1983)의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즉, 팀 심리적 안전 수준이 일정 수

준 이상일 경우 학습을 통해 얻은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 오히려 리더의 의사결정이나 집단 내 지배적인 의견을 따

르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팀 응집력은 팀 심리적 안전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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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으며,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팀 응집력은 집단 구

성원들이 심리적으로 연계되거나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상호작용하

는 방향으로 유인된 정도를 의미한다(O’Reilly et al., 1989). 팀 응집력

은 사회적 응집력과 과업 응집력으로 구분되는데 상호 우정, 단결심, 결속 

및 친화에 대한 공유된 지각이 집단을 응집적인 단위로 결합시키는 주 요인

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사회적 응집력으로 본다(Zaccaro, 1991). 즉, 구성

원 간 우호적 관계로 인해 집단에 매력을 느껴 남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집단 동질성에 집중하는 환경적 여건이 조성되며, 이는 집단 의사결정

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상실하게 하고 과업보다는 관계에만 집중하게 함으

로서 ‘집단 사고(group- think)’ 현상을 야기해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팀 응집력이 혁신이나 

창의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Janis, 1982; Nystrom, 1979; 

Sethi, Smith and Park, 2001). 특히, Nystrom (1979)의 연구에 의하면 

집단 응집력과 창의성간에는 역-U자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는 중간 정도

의 응집력일 때 창의성이 가장 높고 응집력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집단사고

를 유발하여 다양한 사고를 제한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조직의 창의성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Budault와 Schweinberg(1996)은 상용 및 승용 밴 시장에서 장기간 파

트너십을 유지해왔던 피아트와 푸조의 협업 실패 사례를 통해 장기간의 

신뢰관계가 오히려 경쟁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창의적 결과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R&D 프로젝트 팀을 대상으로 사

회적 자본과 창의성의 관계를 구명한 Chen, Chang 그리고 Hung(2008)

의 연구에서는 상호 신뢰가 프로젝트 팀의 창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분한 직무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들이라 

하더라도 팀 심리적 안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창의적 대안을 

도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팀 내 불필요한 변화나 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팀 심리적 안전은 그 자체로 내재적 동기와 직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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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 창의적 문제해결의 정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적 요소로 작용한

다고 보기 어려우며, 팀에 대한 심리적 안전감보다는 구성원들이 업무에 

몰입하고 흥미를 느끼며 자발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팀 심리적 안전 수

준에 따른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조절된 이중매개효과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팀 심리적 안전에 의한 무형

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조절된 이중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B=-0.13, p>.05). 이는 팀 심리적 안전이 무형식학습 및 직무 전문

성과 상호작용하여 창의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정(+)적인 매개효과를 강화

할 것이라는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선 논의를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구성원이 팀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안전 즉, 개인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인식보다 개인의 내재적 동기와 이에 따른 학습 활동, 그리고 전문

성 향상이라는 개인 내적인 요소가 개인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즉, 팀 내에서 자신의 발언

이나 행동이 얼마나 수용될 것인가보다 자신의 과업 수행에 얼마나 내적

으로 동기부여 되어있는가,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위

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무형식학습을 통해 어느 정도의 직무 전문성을 함양한 상태에서는 

팀에 대한 심리적 안전 수준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하는데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무형식학습을 통해 구성원의 직무 전문성이 

향상됨에 따라 창의적 문제해결에 있어 팀 심리적 안전이 미치는 영향은 줄

어들며, 그러한 상황적 요소보다 개인의 내재적 동기나 전문성 수준과 같은 

개인적인 요소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팀의 심리적 안전은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시도를 촉진하는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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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구성원 간 애착과 친밀

감의 형성으로 인해 갈등과 경쟁을 회피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생성을 저해하고 집단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따

라서 어느 정도의 팀 심리적 안전 수준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나, 이와 더

불어 과업 수행에 있어 적당한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제가 부여되고 

있는지, 건설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연구의 표본은 특정 업종이 아닌 제조, 서비스, 도

매 및 소매업,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획/전략, 인사/교육/총무, 마케

팅/홍보, 재무/회계, 구매/품질 직군과 사원부터 부장까지의 직급을 모두 포

함하고 있다. 창의적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직무, 직급의 

차이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연구의 결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

서 업종의 특성이나 직무 특성을 고려했을 때도 대기업 사무직에 공통적으

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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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팀 심리적 안전 및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

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이 창의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

로자의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

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팀 심리적 안전 수준에 의한 무형식학

습과 직무 전문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연구의 대상은 대기업 사무직으로,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하여 2020년 공정

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자료에서 공공기관 및 금융업을 제외한 일반기업 중 매

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위 500대 기업의 사무직 근로자로 한정하였다.  조사

도구는 창의적 문제해결,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팀 심리적 

안전 및 인구통계적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내

재적 동기와 팀 심리적 안전의 경우 연구자가 원 도구를 번안하여 활용하였

으며, 창의적 문제해결과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은 국내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유의표집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5일간 예비조사, 2021년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 본조사

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30개 기업의 사무직 근로자로부터 수집한 398

개의 데이터 중 369개의 유효한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

은 SPSS 23.0를 활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23.0를 활용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고, Haye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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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β=.273, p<.05), 무형식학습

(β=.247, p<.05), 직무 전문성(β=.235, p<.05)은 모두 창의적 문제해결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

서 무형식학습의 매개효과(B=.079, p<.05),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

(B=.064, p<.05), 그리고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이중매개효과 

(B=.027, p<.05)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팀 심리적 안전에 따른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조절된 이중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13, p>.05). 무형식학습과 팀 심리적 안전의 상호작용항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226, 

p<.05), 팀 심리적 안전 수준에 따른 무형식학습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75, p>.05). 직무 전문성과 팀 심리적 안

전의 상호작용항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B=-.096, p>.05), 직무 전문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3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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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론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은 모두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내재적 동기가 창의적 문제해결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학습이라는 주

제 역시 창의성 교육과 관련한 연구에서 창의적 문제해결의 중요한 요소로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기존의 창의성 교육 관련 연구들이 형식학습에 초점

을 두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조직 내 무형식학습이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

하는 요소임을 밝혔다. 이는 조직 내 구성원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증진

을 위해 무형식학습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주요한 이슈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직무 전문성이 창의적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는 영역 특수적 지식이 개인의 창의적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이론적 연구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둘째,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

문성의 매개효과와 이중매개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

제해결을 촉진하는 과정상의 매커니즘을 확인하였다. 즉, 내재적 동기는 그 

자체로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요인이나, 그 과정에서 무형식학습과 

이를 통한 직무 전문성의 향상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내

적으로 동기부여된 개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무형식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구성원은 일상의 과업 수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

며, 다양한 외부 정보를 탐색하고 성공과 실패 경험들로부터 학습하는 무형

식학습 활동을 통해 직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보다 효과

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축적한다. 직무 전문성이 높은 구

성원일수록 남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셋째, 팀 심리적 안전은 개인의 무형식학습과 상호작용하여 창의적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요소임을 확인하였으나,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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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성의 매개효과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

지 못하였다. 창의적 행동의 상호작용 모형에 따르면 개인의 창의적 행동은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된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조직 내 구성원이 심리적으로 안정

감을 느낄 때, 민감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촉진되고, 구성원은 직면하고 있

는 문제 및 기회에 대해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팀 심리적 안전에 대한 인식 보다는 내재적 동기 수

준과 무형식학습을 통해 획득한 직무 전문성의 수준이 개인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직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

의 경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팀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안전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구성원의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신

의 직무에 흥미와 유능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지, 혹은 업무 수행 과정에

서 지나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등을 파악하여 내재적

으로 동기부여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의적 문제해

결을 위해서는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팀 내의 환경을 적절하게 구성하기에 앞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한 지원

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과 상호작용하고 외부의 새로운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자신의 행동과 결과를 되돌아봄으로써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자신의 직무 분야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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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언

이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도출한 학술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을 다각화하여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팀 심리적 안전 및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 대한 교차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을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로 한정하였다. 그

러나 기업의 규모와 이에 따른 조직적 특성은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의 행동 

양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규모의 집단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인식이 아닌 실제적인 창의적 문제해결에 기초한 관계 연구를 수행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스스로가 업무 상황

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에 기

초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조직 또는 팀의 맥락에 따라 창의적 문제

해결의 기준이나 지표가 상이하고, 특히 일터에서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

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기인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제 

업무상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다면평가 데이터를 확보

하거나, 창의적 문제해결의 성과지표로 볼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 실행 등

과 관련한 인사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일터에서의 창의적 문제해결의 측정

과 관련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보다 실질적인 영향관계에 기반한 시

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적 동기는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창의적 문제해결을 촉진

하는 주요 동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다양한 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전문

적인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며 그것을 문제해결에 실제 적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과업 수행 환경과 학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무 



- 123 -

전문성을 축적하고 무형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문제해결과 내재적 동기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 전문

성은 이중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동기 수준이 높은 

구성원은 공식적인 교육훈련 이외에 자발적으로 다양한 학습 활동에 참여함

으로써 자신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창의적

으로 자신의 과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과거 직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일터에서의 무

형식학습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직무교육 프로그램 형태가 아

닌 세미나, 컨퍼런스, 데이터 접근성 확대와 같은 다양한 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이를 직무 수행에 활용함으로써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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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예비조사 설문도구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창의적 문제해결과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및 팀 심리적 안전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산업인력개발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은표라
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저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팀 심리적 안전 및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인식하시는 창의적 문제해결,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
문성 등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대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한 자료로써 좋은 연구결
과를 얻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
지는 분석에 사용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는 총 6면이며, 응답하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7분입니다. 귀하의 설문 응
답결과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 
분석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
신 귀하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이은표
지도교수 김진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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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음은 귀하의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평소 업무를 수
행하는 상황을 떠올리며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후,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스스로에게 '그것은 왜 그럴까'와 같은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문제는 없는가', '더 낫게 할 수는 없는가'라고 스스

로에게 질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많은 시간
을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
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문제의 의미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기존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재정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문제해결을 하기 전에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문제를 다룰 때, 그 문제를 가장 잘 표현하거나 기

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독특한 아
이디어를 잘 생각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다른 구성원들을 놀라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업무를 잘 수행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짧은 시간에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업무 회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아이디어를 낼 때, 고정관념이나 기존 지식에 고착

되지 않고 다양한 측면을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기존의 것에서 착안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은유, 유추, 역설 등 

다양한 사고방식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아이디어를 평가하기 위해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아이디어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다양한 대안들을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
택해 낸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이디어들의 장단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계획을 세울 때 전후사정 등 전체상황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계획을 실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방해요소를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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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나는 해결책을 실행하기 전에 여러가지 결과를 예상하면
서 계획을 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아이디어를 개선하거나 정교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문서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업무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긴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실제

로 구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추진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내 아이디어가 실패할지라도 일단 

실행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업무에 있어 추진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다른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일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다른 구성원들 앞에서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발표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나의 결과물을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게 잘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나의 노력이나 결과물을 준비한 만큼 잘 전달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나의 생각을 다른 구성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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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귀하의 ‘내재적 동기’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평소 업무를 수행
하는 상황을 떠올리며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후,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
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업무를 할 때, 내가 정말 이 일을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업무에 대해 흥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 업무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일이 매우 즐거운 일이라
고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지금 하고있는 일이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일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나의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이 일을 해야만하기 때문에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나의 일을 하는 이유는 이 일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나의 업무를 잘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다른 동료들보다 나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나의 업무 성과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나의 업무에 매우 능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나의 업무를 수행하고 나면 내가 매우 유능한 사

람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나의 일을 생각할 때 전혀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왠지 모르게 긴장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업무를 수행할 때 마음이 편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걱정과 불안에 시달린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나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압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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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귀하의 ‘무형식학습’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평소 업무를 수행하
는 상황을 떠올리며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후,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소 업무를 수행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특정 업무 상황과 관련하여 상사와 비공식적인 토론
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휴식 시간 또는 일과 후에 동료들과 업무 상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려운 업무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처
리하는지 관찰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업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과거의 어려운 업무 상황
을 처리했던 나의 경험을 되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시행착오를 통해 어려운 업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업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학습했던 내용
을 되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려운 업무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업무 매뉴얼 (또는 사내 작업 지침서) 등을 참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어려운 업무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인터넷
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컨퍼런스 또는 
세미나에 참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업무 정보 및 지식 습득을 위해 전문 잡지 또는 관
련 서적을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어려운 업무 상황 해결을 위한 정보 및 지식을 얻
기 위해 회사 밖의 관련 전문가들에게 연락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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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의 ‘직무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
으신 후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관련 
이슈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유관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전문가와 
의사소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내 유관부서 
담당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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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의 ‘팀 심리적 안전’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후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만약 우리 팀에서 실수를 한다면 팀원들은 나를 비
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팀원들은 문제나 어려운 이슈를 자유롭게 논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팀원들은 가끔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다소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를 해도
팀에서의 내 입지는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팀원들은 다른 팀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팀에서 나의 노력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사
람은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만의 역량과 재능은 우리 팀원들과 함께 일할 때 
가치 있고 유용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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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
용됩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 하여 주시거나 정보를 기입 해주
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석사 ⑤ 박사

4. 귀하가 소속된 회사의 업종은?
① 제조업  ② 서비스업 ③ 도매 및 소매업 ④ 건설업  ⑤ 기타(      )

5. 귀하의 직급은?
① 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 이상

6. 현재 회사에서 귀하의 전체 근속년수는?          년        개월

7. 현재 소속된 팀은?             팀(부서) 

8. 현재 소속된 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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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본조사 설문도구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창의적 문제해결과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및 팀 심리적 안전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산업인력개발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은표라
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저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문성, 팀 심리적 안전 및 창의적 문제해결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인식하시는 창의적 문제해결,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직무 전
문성 등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대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한 자료로써 좋은 연구결
과를 얻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
지는 분석에 사용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는 총 6면이며, 응답하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7분입니다. 귀하의 설문 응
답결과는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 
분석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
신 귀하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이은표
지도교수 김진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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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음은 귀하의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평소 업무를 수
행하는 상황을 떠올리며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후,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스스로에게 '그것은 왜 그럴까'와 같은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문제는 없는가', '더 낫게 할 수는 없는가'라고 스스

로에게 질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많은 시간
을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
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문제의 의미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기존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재정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문제해결을 하기 전에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문제를 다룰 때, 그 문제를 가장 잘 표현하거나 기

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독특한 아
이디어를 잘 생각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다른 구성원들을 놀라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업무를 잘 수행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짧은 시간에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업무 회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아이디어를 낼 때, 고정관념이나 기존 지식에 고착

되지 않고 다양한 측면을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기존의 것에서 착안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은유, 유추, 역설 등 

다양한 사고방식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아이디어를 평가하기 위해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아이디어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다양한 대안들을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
택해 낸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이디어들의 장단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계획을 세울 때 전후사정 등 전체상황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계획을 실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방해요소를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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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나는 해결책을 실행하기 전에 여러가지 결과를 예상하면
서 계획을 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아이디어를 개선하거나 정교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문서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업무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긴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실제

로 구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추진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내 아이디어가 실패할지라도 일단 

실행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업무에 있어 추진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다른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일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다른 구성원들 앞에서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발표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나의 결과물을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게 잘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나의 노력이나 결과물을 준비한 만큼 잘 전달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나의 생각을 다른 구성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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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귀하의 ‘내재적 동기’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평소 업무를 수행
하는 상황을 떠올리며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후,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
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업무를 할 때, 내가 정말 이 일을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업무에 대해 흥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 업무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일이 매우 즐거운 일이라
고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지금 하고있는 일이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일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나의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이 일을 해야만하기 때문에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나의 일을 하는 이유는 이 일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나의 업무를 잘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다른 동료들보다 나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나의 업무 성과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나의 업무에 매우 능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나의 업무를 수행하고 나면 내가 매우 유능한 사

람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나의 일을 생각할 때 전혀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왠지 모르게 긴장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업무를 수행할 때 마음이 편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걱정과 불안에 시달린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나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압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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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귀하의 ‘무형식학습’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평소 업무를 수행하
는 상황을 떠올리며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후,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소 업무를 수행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특정 업무 상황과 관련하여 상사와 비공식적인 토론
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휴식 시간 또는 일과 후에 동료들과 업무 상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려운 업무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처
리하는지 관찰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업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과거의 어려운 업무 상황
을 처리했던 나의 경험을 되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시행착오를 통해 어려운 업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업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학습했던 내용
을 되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려운 업무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업무 매뉴얼 (또는 사내 작업 지침서) 등을 참조한
다. 

① ② ③ ④ ⑤

9 어려운 업무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인터넷
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컨퍼런스 또는 
세미나에 참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업무 정보 및 지식 습득을 위해 전문 잡지 또는 관
련 서적을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어려운 업무 상황 해결을 위한 정보 및 지식을 얻
기 위해 회사 밖의 관련 전문가들에게 연락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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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귀하의 ‘직무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
으신 후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관련 
이슈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유관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전문가와 
의사소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내 유관부서 
담당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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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의 ‘팀 심리적 안전’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후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만약 우리 팀에서 실수를 한다면 팀원들은 나를 비
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팀원들은 문제나 어려운 이슈를 자유롭게 논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팀원들은 가끔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다소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를 해도 팀에서의 
내 입지는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팀원들은 다른 팀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팀에서 나의 노력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사
람은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만의 역량과 재능은 우리 팀원들과 함께 일할 때 
가치 있고 유용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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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
용됩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 하여 주시거나 정보를 기입 해주
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석사 ⑤ 박사

4. 귀하가 소속된 회사의 업종은?
① 제조업  ② 서비스업 ③ 도매 및 소매업 ④ 건설업  ⑤ 기타(      )

5. 귀하의 직급은?
① 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 이상

6. 현재 회사에서 귀하의 전체 근속년수는?          년        개월

7. 현재 소속된 팀은?             팀(부서) 

8. 현재 소속된 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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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창의적 문제해결 측정도구(이화선, 표정민, 최인수, 2014)

하위구인 # 문항
수정

(평소 업무 상황에서의 나는~)

문제 발견 
및 분석

1 나는 '그것은 왜 그럴까'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한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것은 왜 그럴까'와 같은 질문을 한다.

2 나는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많다. 나는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3
나는 평소에 어떤 장면이나 상황에 대해 '문제는 없는가', '더 낫게 
할 수는 없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문제는 없는가', '더 낫게 할 수는 없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
한다.

4 나는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나는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5 나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나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6 나는 문제의 의미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문제의 의미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파악한다.

7 나는 기존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재정의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기존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재정의한다.

8 나는 문제해결을 하기 전에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한다. 나는 문제해결을 하기 전에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한다.

9
나는 문제를 다룰 때, 그 문제를 가장 잘 표현하거나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한다.

나는 문제를 다룰 때, 그 문제를 가장 잘 표현하거나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한다.

아이디어 
생성

10 나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독특한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낸다.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독특한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낸다.

11 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주변사람을 놀라게 한 경험이 많다. 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다른 구성원들을 놀라게 한다.

12 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과제를 잘 할 자신이 있다. 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업무를 잘 수행할 자신이 있다.

13 나는 짧은 시간에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 낼 수 있다. 나는 짧은 시간에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 낼 수 있다.

14 나는 팀 활동을 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업무 회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15
나는 아이디어를 낼 때, 고정관념이나 기존 지식에 고착되어 다양한 
측면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R)

나는 아이디어를 낼 때, 고정관념이나 기존 지식에 고착되지 않고 다
양한 측면을 생각한다.

16 나는 기존의 것에서 착안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만드는 것을 잘한다. 나는 기존의 것에서 착안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17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은유와 유추를 사용하는 것을 좋
아한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은유, 유추, 역설 등 다양한 사고
방식을 사용한다.

실행계획
18 나는 아이디어를 평가하기 위해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세운다. 나는 아이디어를 평가하기 위해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세운다.

19 나는 아이디어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한다. 나는 아이디어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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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구인 # 문항
수정

(평소 업무 상황에서의 나는~)

20 나는 다양한 대안들을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을 잘 선택해낸다. 나는 다양한 대안들을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택해 낸다.

21 나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짠다. 나는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22
나는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이디어들의 장단점을 지속적으
로 살펴보는 편이다.

나는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이디어들의 장단점을 지속적으
로 검토한다.

23 나는 계획을 세울 때 전후사정 등 전체상황을 고려한다. 나는 계획을 세울 때 전후사정 등 전체상황을 고려한다.

24
나는 계획을 실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방해요소에 대해서 곰곰이 생
각해 본다.

나는 계획을 실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방해요소를 고려한다.

25
나는 해결책을 실행하기 전에 여러가지 결과를 예상하면서 계획을 
구성한다.

나는 해결책을 실행하기 전에 여러가지 결과를 예상하면서 계획을 
구성한다.

26 나는 아이디어를 개선하거나 정교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나는 아이디어를 개선하거나 정교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27 나는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문서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문서화한다.

실행

28 나는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업무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긴다.

29 나는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한다.

30 나는 일을 벌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추진한다.

31 나는 내 아이디어가 실패할지라도 일단 실행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내 아이디어가 실패할지라도 일단 실행은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32 나는 추진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나는 업무에 있어 추진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설득 및 
소통

33 나는 남을 설득하는 일에 자신이 있다. 나는 다른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일에 자신이 있다.

34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나는 다른 구성원들 앞에서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35 나는 발표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나는 발표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36 나는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나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한다.

37
나는 나의 결과물을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잘 표현할 
수 있다.

나는 나의 결과물을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잘 표현한
다.

38
나는 준비한 만큼 발표를 잘 못해서 나의 노력이나 결과물이 평가절
하된 적이 많다.(R)

나는 나의 노력이나 결과물을 준비한 만큼 잘 전달한다.

39 나는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나는 나의 생각을 다른 구성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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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 설문문항 번안

# 하위요인 원 문항 번안

1

Interest/
Enjoyment

While I was working on the task I was thinking about how much I
enjoyed it.

나는 나의 업무를 할 때, 내가 정말 이 일을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2 I found the task very interesting. 나는 나의 업무에 대해 흥미를 느낀다.
3 Doing the task was fun.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즐겁다.
4 I enjoyed doing the task very much.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미를 느낀다.
5 I thought the task was very boring. 나는 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진다.
6 I thought the task was very interesting. 나는 나의 업무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7 I would describe the task as very enjoyable.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일이 매우 즐거운 일이라고 설명한다.
8

Perceived
Competence

I felt that it was my choice to do the task.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9 I didn’t really have a choice about doing the task. 나는 지금 하고있는 일이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일로 느껴진다.

10
I felt like I was doing what I wanted to do while I was working on
the task.

나는 나의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11 I felt like I had to do the task. 나는 이 일을 해야만하기 때문에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12 I did the task because I had no choice.
내가 나의 일을 하는 이유는 이 일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
문이다.

13

Effort/
Importance

I think I am pretty good at this task. 나는 나의 업무를 잘 수행한다.
14 I think I did pretty well at this activity, compared to other students. 나는 다른 동료들보다 나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5 I am satisfied with my performance at this task. 나는 나의 업무 성과에 만족한다.
16 I felt pretty skilled at this task. 나는 나의 업무에 매우 능숙하다.
17 After working at this task for awhile, I felt pretty competent. 나는 나의 업무를 수행하고 나면 내가 매우 유능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18

Pressure/
Tension

I did not feel at all nervous about doing the task. 나는 나의 일을 생각할 때 전혀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
19 I felt tense while doing the task. 나는 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왠지 모르게 긴장된다.
20 I felt relaxed while doing the task. 나는 업무를 수행할 때 마음이 편한다.

21 I was anxious while doing the task.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걱정과 불안에 시달린다.

22 I felt pressured while doing the task. 나는 나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압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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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직무 전문성 측정도구(박오원, 2008) 수정

# 원 문항 수정

1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2
자신의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관련된 기술분야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
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관련 이슈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3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높은 지식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4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를 함과 동시에 관련된 다른 분
야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고 있다.

나는 업무와 관련한 유관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5
자신의 전공분야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의사소통
이 잘 되는 편이다.

나는 나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전문가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내 유관부서 담당자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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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팀 심리적 안전(Team Psychologycal Safety) 설문문항 번안

# 원 문항 번안

1 If you make a mistake on this team, it is often held against you. 만약 우리 팀에서 실수를 한다면 팀원들은 나를 비난할 것이다.

2 Members of this team are able to bring up problems and tough issues. 우리 팀원들은 문제나 어려운 이슈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다.

3 People on this team sometimes reject others for being different. 우리 팀원들은 가끔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

4 It is safe to take a risk on this team. 내가 다소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를 해도 팀에서의 내 입지는 안전하다.

5 It is difficult to ask other members of this team for help. 우리 팀원들은 다른 팀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6
No one on this team would deliberately act in a way that undermines
my efforts.

우리 팀에서 나의 노력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사람은 없다.

7
Working with members of this team, my unique skills and talents are
valued and utilized.

나만의 역량과 재능은 우리 팀원들과 함께 일할 때 가치 있고 유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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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informal learning, job expertise, team psychological safety, and creative 

problem-solving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e research goal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large corporation 

office workers’ intrinsic motivation, informal learning, and job expertise on their 

creative problem-solving were investigated. Second, the mediating effects of 

informal learning and job experti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creative problem-solving were investigated. Third, with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rinsic motivation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informal learning and job 

expertise with team psychological safety level were investigated.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office workers of large corporations.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it was limited to office workers in the top 500 largest companies 

in Korea based on sales revenue with exclus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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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based on the data disclos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2020. The 

questionnaire consisting of items on creative problem-solving, intrinsic motivation, 

informal learning, job expertise, team psychological safety,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utilized as the research tool. In the case of intrinsic motivation 

and team psychological safety, an original tool was adapted and used by the 

researcher. In contrast, the tools for creative problem-solving, informal learning, 

and job expertise were developed by Korean researchers, which were then modified 

and revised for this study.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using the purposive sampling method. The 

pre-survey was conducted over the five days from April 8 to April 12, 2021, and 

the primary survey was conducted over the five days from April 19 to April 23, 

2021. 369 valid data out of 398 collected from office workers across 30 companies 

were used for the analyses. For data analyses, SPSS 23.0 was used for the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MOS 23.0 was used for the factor analysis, and 

the Hayes Process Macro was used for the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ased on .05.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trinsic motivation (β

=.273, p<.05), informal learning (β=.247, p<.05), and job expertise (β=.235, 

p<.05) of office workers at large corporations were all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reative problem-solving.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informal 

learning (B=.079, p<.05), the mediating effect of job expertise (B=.064, p<.05), 

and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informal learning and job expertise (B=.027, p<.05) 

were all found to be significa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creative problem-solving.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the moderated dual mediation effect of informal learning 

and job expertise with team psychological safety was not significant (B=-.013, 

p>.05).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informal learning and team psych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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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reative problem-solving (B=.226, 

p<.05), but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informal learning with team 

psychological safety level was found to be not significant (B=.075, p>.05).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job expertise and team psychological safety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reative problem-solving (B=-0.96, p>.05),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job expertise was also found not to be significant 

(B= -.031, p>.05).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confirmed that 

intrinsic motivation, informal learning, and job expertise are all factors that promote 

creative problem-solving. Whil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education on creativity 

focused on formal learning, this study revealed that informal learning within an 

organization is a factor that promotes creative problem-solving. This suggests that 

the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 for promoting informal learning should be 

regarded as a crucial setting to enhance the creative problem-solving ability of 

members within the organization. In addition, the fact that job expertise has a 

positive effect on creative problem-solving is an outcome that empirically supports 

the theoretical theory that domain-specific knowledge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individual’s creative problem-solving.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creative problem-solving, the mediating and dual mediation effects of 

informal learning and job expertise were identified, confirming the mechanism that 

promotes intrinsic motivation and creative problem-solving. In other words, it can 

be illustrated that intrinsic motivation by itself is a factor that promotes creative 

problem-solving, but the aspects of informal learning and improvement of job 

expertise must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Intrinsically motivated individuals are 

actively engaged in informal learning during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ir jobs. 

Members interact with others through the process of performing daily tasks, acquire 

knowledge and skills for job performance through informal learning activities in 

which they explore diverse sources of external information and learn from 

experiences of success and failure, and perform their jobs mor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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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mulating the job expertise they need to perform their jobs even more 

effectively. Members with more significant job expertise can approach problems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generate diverse ideas, and conduct the necessary 

planning to put them into practice. Third, team psychological safety is a factor that 

promotes creative problem-solving by interacting with individual’s informal 

learning but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mediating effect of informal learning 

and job experti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creative 

problem-solving. Rather than the perception of team psychological safety, the level 

of intrinsic motivation and the degree of job expertise obtained through informal 

learning had a more significant influence on determining individual behavior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creative problem-solving among employees with job 

expertise, the feeling of psychological safety regarding the team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ir performance. Therefore, to promote creative problem 

solving among employe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nvironment that 

facilitates intrinsic motivation by identifying whether employees are sufficiently 

interested in and competent in their jobs or under excessive pressure or stress in 

the course of their work.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employees 

have a sufficient level of competency to perform their duties and provide support 

for them. 

The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cope of the study to verify the cross-relev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informal learning, job expertise, team 

psychological safety, and creative problem-solving.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tual creative problem-solving 

levels or ability, not the individual perception of creative problem-solving. Third, 

there is a need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can inspire intrinsic motivation to 

promote voluntary learning and the accumulation of expertise. Fourth, to improve an 

organization’s members' creative problem-solving ability, learning participation 

opportunities such as seminars, conferences, and expansion of data access ar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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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to be offered instead of the existing training programs, so that employees can 

voluntarily participate in learning according to their own needs. This then must be 

utilized for job performance which leads to the acquirement and improvement of 

expertise.

Key words: Creative Problem-Solving, Intrinsic Motivation, Informal Learning, Job 

Expertise, Team Psychological Safety

Student Number: 2017-3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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