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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일터에서 무형식 학습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무형식 학습

은 개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학습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 요인이 반

영된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을 통해 얻어질 결과에 대한 개인의 낙관적인

관점, 즉 낙관주의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무형식 학

습과 직무만족 관계에서 개인의 낙관주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조직 차원의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연구 대상은 직무순환 제도를 실

시하며 업무 특성 상 학습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가 높은 A공공기관을 대

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여 2017년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설문지 380부를

배포, 최종 280부를 SPSS 18.0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무형식 학습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무형식 학습의 하위요인인 타인과의

학습과 외부탐색은 내재적 직무만족과 외재적 직무만족에 모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자기성찰은 내재적 직무만족에만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형식 학습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낙관주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무형식 학습과 직

무만족 간의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으며, 이 관계에서 낙관주의가 정(+)

의 매개효과를 미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일터학습, 무형식 학습, 낙관주의,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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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일터학습 이론들은 일터 조직에서 구조화되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

는 형식학습 활동보다 특정한 일터환경이나 맥락 하에서 일상적인 일 관련

실천 활동과 다양한 교육자원의 영향을 받는 무형식 학습 활동에 많은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배을규, 2007). 무형식 학습은 일터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

어나며, 일터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큰 역할과 비중을 차지한다

(Cross, 2007; Jarvis, 2004; Conlon, 2004; Zemke, 1985). Marsick과

Watkins(1990)는 20%의 근로자만이 형식화되고 구조화된 교육을 통해 업무

와 관련된 학습을 한다고 하였고, 미국 교육개발센터에서 보잉(Boeing) 사

등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서는 근로자들이 학습한 지식의

70% 이상이 동료와 함께 일하면서 얻어진 것으로 나타났다(EDC, 1998). 때

문에 개인이 스스로 수행하는 무형식 학습이 기업 내 개인 발달적 학습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크게 대두되고 있다(함현정, 최원설, 2015).

1990년대 후반부터 무형식 학습을 촉진하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무형식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는 개인의

역량 수준(Doornbos et al., 2008; Lohman, 2005), 자기효능감(서요한, 이찬,

2008; Bandura, 1997), 직무만족(Rowden, 2002), 자기주도성(이성엽, 2008;

Skule, 2004), 학습동기(Kremer, 2006; Doornbos et al., 2004; Garrick, 1998)

등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무형식 학습이 개인의 선택, 기호,

의지에 의해 촉진됨을 보여준다(Marsick & Watkins, 1990). 즉 무형식 학습

은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도성과 학습을 수

행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Marsick, 2006; Billet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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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lnic, 2001).

개인이 학습을 이끌어가는 과정에는 개인이 학습자로서 내재적으로 가지

고 있는 특성이 학습 과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심리적 특성 요인이 존재한

다(김현태, 김진모, 2015). 무형식 학습은 형식 학습에서의 계획된 체계나 학

습을 이끌어주는 교수자가 없이 이루어지는 학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개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학습을 통해서 얻어질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

중 낙관주의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낙관성을 가진 개

인은 바람직한 성과가 얻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 과정이 어렵거나 지난한 경

우에도 성과를 얻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분투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더 나

은 방법을 찾고 자신의 강점에 주목하여 현재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

도록 순환시키는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Peterson, 2000; Scheier &

Carver, 1992).

낙관주의는 긍정심리자본의 한 하위요인으로 개발 가능한 특성을 갖는데

(Luthans et al., 2007), 때문에 낙관주의가 무형식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는 것은 곧 무형식 학습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실행적인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 무형식 학습과 긍정심리자본, 그리고 그 하

위요소인 자기효능감 등을 변수로 다룬 연구가 수행된 바는 있으나(함현정,

최원설, 2015; 박지희, 2014; 박종선, 김진모, 2012; Bandura, 1997) 낙관주의

에 단독으로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없었으며 변수 간의 관계를 충분하게 살펴

보기에도 미흡함이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조직학습이나 학습조직론

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여 조직 지원, 조직문화, 학습조직 구축요인

등 조직 수준의 변인을 연계하는 위주로 탐색하는 경향이 있어 개인이 지식

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정연순, 2004;

Garrick, 1998). 때문에 학습자로서 개인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변인들을 보

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문세연, 나승일,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무형식 학습과 낙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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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리고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직무만족은 개인이 직

무에 대해서 갖는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감정으로 무형식 학습, 직무만족과

연관성이 높으면서 개인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

문에 결과변수로 선정하였다. 무형식 학습과 직무만족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연구로는 Rowden & Ahmad(2000), Rowden(2002), 박소희

(2010), 송선일․이찬(2013), 김현우․홍아정(2016) 등이 있다. Field(2009)는

무형식 학습이 직장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참여를 통한 자신감 향상 등 행

복감, 주관적 안녕(Well-being)과 같은 삶의 만족도와도 밀접한 영향 관계

가 있다고도 하였다. 낙관주의와 직무만족의 관계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자

신의 상황을 평가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

음을 Luthans et al.(2008), 정대용․박권홍(2011), 김주엽․김명수(2011) 등

에서 주장한 바 있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A공공기관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순환보직 제도로 인

하여 지속적으로 직무를 새로이 배우고 학습해야 할 뿐만 아니라 HRD 지

원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특성 상 학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 무형

식 학습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무형식 학습과 낙관주의, 직무만족은 상호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

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무형식 학습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낙관주의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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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이론적 배경

1. 일터학습

일터학습은 일터에서 일어나는 학습으로, 조직에 속한 개인이 일터 환경

및 여러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얻은 학습경험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해가는 과정이다(Watkins & Marsick, 1992). 여기에서의

일터는 장소나 공간의 의미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과 관련된 학습,

일을 통한 학습, 일에 기반 일어나는 학습 등 ‘일’ 전체를 학습의 목적․주

제․소재․방법․공간과 연계하고 있다(안동윤, 2006). 이렇게 일터학습은

광의적이고 총체적인 의미를 가지며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므로, 일터학습

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Marsick(1987)은 일터학습을 개인이나 집단이 어떠한 정보나 기술, 감정

들을 획득, 해석, 조직, 변화하거나 동화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며, 개인의 생

활이나 소속 집단의 생활에서 의미를 구성해가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였으

며, Rothwell et al.(1999)은 이보다 범위를 좁혀 업무환경 내에서 이루어지

는 학습, 즉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습

의 형태라고 하였다. 즉 일터학습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것

이며, 단지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됨에 따라 이미 사용되었던 것들이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Matthews, 1999).

일터학습의 유형 또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하지만 형식 학습

과 무형식 학습은 대체적으로 장소(Watkins, 1995; Lohman, 2005), 학습 설

계의 계획성(Rothwell, 1999), 구조성(Marsick & Watkins, 1990, 2001),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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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성을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문세연, 나승일, 2011).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한 Watskins(1995)는 형식 학습은 교실 내에서 일어나고, 무

형식 학습은 형식적으로 구조화된, 제도적인 지원 없이 교실 외부에서 발생

하는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이라고 하였다. Lohman(2005) 또한 강의실에서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형식학습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모든 학

습활동을 무형식학습이라고 하였다.

Marsick과 Watkins(1990)는 학습의 공식화, 구조화 정도에 따라 형식학

습, 무형식 학습, 우연학습(incidental learning)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때 형식

학습은 기존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교실 중심의 구조화된 학습을 말하며, 무

형식 학습은 일터에서의 우연적 형태의 학습을 포괄하는 것으로 직무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일터 맥락과 개인,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업무에 대

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비구조적이고 경험적인 학습이라고 하였다.

Mezirow(1991)는 일터학습을 학습의 속성을 기준으로 도구적 학습, 소통적

학습, 자기 성찰적 학습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도구적 학습(instrumental

learning)은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구체적이고 성과지향적인 학습, 소통

적 학습(dialogic learning)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

습, 자기 성찰적 학습(self-reflective learning)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

키고 자신의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에서 비롯되는 학습이라고 하였다.

한편 Malcolm et al.(2004)에서는 무형식 학습과 형식 학습을 구분하는 것

은 어려우며 같은 형태라도 정치적 맥락과 상황적 요소에 따라 형식 학습

또는 무형식 학습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무형식 학습을 학습과

정(process), 학습장소와 교육환경(location & setting), 학습목적(purpose),

학습내용(contents)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우연적 학습은 의도되지

않은 학습으로 암묵이나 무의식과 관련된 조직 문화, 수업에 숨겨진 아젠다,

실수를 통한 학습, 시행착오 등 체계적이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일터학습의 정의와 유형은 이렇게 학자들 간에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무형식적인 학습과 관련이 깊음을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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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터학습은 실제 업무 상황에서 발생하며,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

용에 의해 학습되므로 무형식적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정홍인, 조대연,

2012). 일터학습 중 형식학습과 무형식 학습의 기여도를 비교하면 무형식

학습이 형식학습에 비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Zemke(1985)의 주장도

이를 지지한다. 이처럼 일터 환경에서 개인은 일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

양한 경험을 통해 배우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함께

실현해 나간다(Boud & Garrick, 1999). 일터학습은 지식 및 기술 습득의 주

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개인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직이 개

인 및 조직의 성과 향상을 활용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Jacobs, 2001).

2. 무형식 학습

일터에서의 무형식 학습은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전문성을 신장

하는 활동이자, 조직 구성원들이 기존의 조직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Fenwick, 2001; Lohman, 2000). 즉 무형식 학습은 근본적으

로 학습자가 자신의 일터 등 생활 경험을 이해하고 추론하며 해석하는 과정

을 통하여 개별적인 의미를 형성하고 창출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

에(Fenwick, 2003; Garrick, 1998; Marsick & Watkins, 1990) 특정 경험에

대한 문제 제기, 비판적 성찰, 각종 자원과 지원 탐색 등 학습자의 의식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 개인의 선택, 기호, 의지가 매우 중

요하게 된다. 결국 무형식 학습은 학습자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

상생활, 일터, 일 자체를 통한 경험에 대한 의식적인 성찰과 탐구 과정이라

할 수 있다(배을규, 김대영, 2008).

무형식 학습은 Lindeman(1926)과 Dewey(1938)의 경험학습 개념에서 출발

하는데, Lindeman(1926)은 학습이 교재나 교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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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Dewey(1938)는 학습이 개인의 경험과 평

생학습, 그리고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였다(Clus, 2011). 학습

이 기존 계획적으로 구조화되어 계획적으로 구조화된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비계획적인 상황에서 교수자 없이 개인의 내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인

식이 확산되며, Knowles(1950)가 처음 ‘무형식 학습(informal learning)’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Watkins와 Marsick(1992)은 무형식 학습을 형식적으로 구조화된, 제도적

인 지원 없이 교육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이라고 하였

다. Withnall(1990) 또한 무형식 학습이 형식적인 교육제도에 의해 구조화되

지 않은 모든 학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Lohman(2000)은 학습자의

주도성에 초점을 맞추어, 무형식학습을 구성원이 자신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업무 환경에서 참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였

다. 무형식 학습이 일상생활에서 비의도적이고 우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만 학습자의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 Evans(2003)나 Eraut(2004),

Cross(2007) 등의 연구에서도 학습자의 의도성과 주도성을 무형식 학습의

중요한 특징으로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을규(2007)는 무형식 학습이 일

터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관계, 대상물 및 구조 등을 반영한 실천 맥락

속에서 개인이 지식을 적극적으로 구성해나가는 사회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무형식 학습에서 얻어지는 지식은 그 주제가 단순히 기술적, 도구적, 업무

관련 학습에 한정되지 않는다. Reardon(2004)은 플라스틱 회사의 사례를 들

어 구조조정 이후 기술자들이 새로운 업무의 흐름을 배우면서 단순 기술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습득한다고 하였으며,

Boud & Middleton(2003)은 무형식 학습의 세 가지 분야로 조직 프로세스,

정치적 협상, 비전형적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시하며, 업무 관련 능력

외의 요소들이 무형식 학습의 주요 주제라고 하였다. Grolnic(2001)은 무형

식 학습의 주제가 맥락적 기술, 내면적․기술적 기술(의사결정, 문제해결

등), 인간관계 기술(고객, 동료, 상사와 일하기 등)과 같이 업무 관련 기술과



- 8 -

타인과의 관계, 맥락 혹은 사회적 가치, 자신에 대한 성찰과도 관련되어 있

는 대단히 포괄적인 것으로 보았다.

무형식 학습의 정의와 주제가 다양한 만큼, 그를 구분하는 형태도 다양하

게 나타난다. Marsick과 Watkins(1990, 2001)는 무형식 학습 유형을 자기주

도적 학습, 네트워킹 학습, 멘토링, 코칭, 업무수행 계획 등으로 구분하고,

이외에 인간관계의 정립, 학습 커뮤니티를 통해 구성원들과 함께 학습하는

것도 무형식 학습이라고 하였다. Brooks(1989)는 다양한 만남, 경험에 대한

반성적 분석과 검토, 숙련된 동료들에 대한 모방, 동료 선배들과의 문답, 솔

직한 피드백, 정책 결정 및 실행과정에 참여하는 것,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경험해 보는 것, 타인의 도움을 수용하는 것, 정보를 개인적으로 수집하는

것, 실험을 해보는 것, 자신의 직관을 수용하는 것, 다양한 시각으로 사안을

검토하는 것 등이 무형식 학습을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한편 Enos et al.(2003)은 무형식 학습이 학습자의 행위와 성찰을 동반하

며 자기 주도 학습과 타인과의 네트워킹, 성과계획, 시행착오, 코칭과 멘토

링 등의 활동을 포괄한다고 하였으며, English(2000)는 무형식 학습의 방법

으로 멘토링, 자기주도 학습, 대화가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하였다.

Grolnic(2001)은 동료와의 대화, 감독 받기, 자신의 업무하기, 고객과 일하기

등을 제시하였고, Yannie(2002)는 관찰, 사회적 활동,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

을 통해 배우거나 스스로 경험한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업무에 반영하는

것, 자신의 일터나 분야로부터 벗어나 곳을 탐험하는 과정의 네 가지로 구

분하였다. Eraut(2004)는 무형식 학습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듣기,

관찰, 숙고, 시행착오, 감독 또는 코칭, 멘토링, 고객과의 접촉, 상사와의 대

화, 현장 방문, 회의 참가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문답형 대화를 강조하였는

데, 네트워크를 이루고 관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일수록 정보를 습득하고,

암묵지를 배우며, 기업문화에 익숙해지는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피드

백의 상호 교환도 학습 과정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언

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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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된 다양한 무형식 학습의 방법들은 다양하나, 크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는 것,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등 내면에서 배우

는 것, 스스로 주변에서 정보를 찾아 학습하는 것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Lohman(2005)은 무형식 학습을 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

부탐색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타인과의 학습(Learning with others)

은 업무현장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학습을 말하

며, 자기성찰(Self-experimentation)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 대해 돌이켜

보고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것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경험이나 새로운 지식, 실수 등을 되돌아보고 이를 내재화하는 학습을 말한

다. 외부탐색(External scanning)은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인터넷, 인쇄물, 전

문가 등의 물적․인적 요소를 활용하여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

을 의미한다(Choi, 2009). 본 연구에서는 Lohman(2005)의 구분을 활용하여

무형식 학습을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3. 낙관주의(Optimism)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개념으로 조직구성원의 개발 가능한 긍정적인 심리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Luthans et al., 2007). 긍정심리자본을 지닌 개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통해 내재적 동기 부여, 확산적 사고, 긍정적 정서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기대된다(Luthans, Youssef & Avolio, 2007). 긍정심리자

본은 Lutans et al.(2002)에 의하여 개념과 측정방법이 소개된 이래 국내외

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긍정심리자본이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긍정심리자본이 개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여

겨지기 때문이다(이지영, 2016). 긍정심리자본의 주요변수로 포함되기 위해

서는 긍정성과 폭넓은 이론적 근거 이외에도 성과향상을 위해 조직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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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가능하고 개발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적인 특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Luthans, 2002).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개별적으로 긍정적 효과의 영향력을 검증하며 발전

되어온 변인들,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 낙관주의(optimism),

복원력(resiliency)의 네 가지가 긍정심리자본을 구성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변인들 간에는 공통성(commonality)과 공유된 메커니즘이 있을 뿐

만 아니라, 하나의 상위개념으로써 개인의 업무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

부여 경향과 관련이 있으며(Luthans et al., 2007), 조직에서 원하는 구성원

의 행동, 태도 및 성과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긍정심

리자본을 하나의 핵심개념(core construct)으로 고려하게 되었다(Luthans et

al., 2007). 낙관주의도 긍정심리자본의 한 하위개념으로 여러 연구에서 다루

어지고 있으므로, 먼저 긍정심리자본과 다른 하위개념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긍정심리자본은 다양한 변수와 연계되어 연구되고 있는데, Youssef &

Luthans(2007)는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 직무행복, 그리고 조직몰입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Luthans et al.(2008)에서는 지원적 조직분위

기 상황에서 긍정심리자본이 종업원의 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Larson & Luthans(2006)도 생산직 노동자를 대상으

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은 또한 조직 내 부

정적 행위인 결근율(Avey et al., 2006)이나 냉소주의 및 일탈행위(Avey et

al., 2008) 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은 주

관적 안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연구들은 자

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그리고 낙관주의와 같은 긍정적 심리 역량을 지닌

조직구성원은 그렇지 않은 구성원에 비해 더 높은 생산성과 더 높은 성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Field, 2009). 긍정심리자본은 이렇게 조직 차원에

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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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심리자본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자 할 때, 특정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혹은 자신감으로 정의된다(Bandura, 1982). 즉 자기효능감은 과

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의 인지된 역량과 관련이 있다. Stajkovic &

Luthans(1998b)는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동의 과정, 동기부여, 인지적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라고 정의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새

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되므로(Bandura, 1997; Schunk, 1991) 학습자로 하여금 지속적으

로 해답을 찾도록 유도한다(Schunk, 1984).

자기효능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수많은 업무 관련 성과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tajkovic & Luthans, 1998). 업무 관련

태도(Luthans et al., 2006), 리더십 효과성(Chermers et al., 2000; Luthans

et al., 2001), 창의성(Choi, 2004; Tierney & Farmer, 2002), 도덕적 윤리적

의사결정과정(May et al., 2003; Youssef & Luthans, 2005a)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tajkovic & Luthans(1998a)에서 114개 선행연

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업무관련성과 간의 관련성이 목표설정,

피드백, 직무만족, 빅 파이브(Big Five) 성격특성과 같은 개념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인 경험(mastery

experience), 모델링을 통한 대리경험(vicarious learning and modeling), 사

회적 설득(social persuasions), 심리적․생리적 상태(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arousal) 등의 인지적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되거나 육성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동섭, 최용득, 2010).

희망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목표의 달성경로(pathways)의 상

호작용에 기인하는 긍정적인 동기부여 상태를 의미한다(Snyder et al.,

1991). Luthans & Youssef(2007)는 희망은 자기주도적이고(self-initiated)

목표지향적(goal-directed)이며, 동기부여와 행동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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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과 유사하지만, 목표가 성취되는 다른 메커니즘(mechanisms)에 초점

을 둔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희망은 자신

의 목표달성을 위한 결심이나 동기 부여를 위해 내재화된 통제력, 즉 의지

를 활용하며, 목표를 달성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경로 및 대

비책(contingency plan)을 세우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희망의 수준은

설정된 목표에 대한 자신의 수행의지(willpower)와 달성경로(waypower)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이동섭 외, 2009). 희망은 스스

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도달하기까지의 방법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성취나 성과와 관련하여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희망은 직무성과와 직무태도(Luthans et al., 2005; Youssef &

Luthans, 2007), 창의적 성과(Sweetman et al., 2011) 등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원력은 역경, 갈등, 실패, 심지어 긍정적인 사건들, 진전(progress), 증가

된 책임감으로부터 되돌아 올 수 있거나 회복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된다

(Luthans, 2002a). 긍정심리 및 긍정조직행동(Positive Organization

Behavior) 관점에서 복원력은 대부분 평범한 개인들에게서 개발될 수 있는

학습 가능한 역량(learnable capacity)으로 여겨진다(Masten, 2001). 따라서

복원력은 개인 및 개인이 속한 환경의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위험요인을 감

소시킬 수 있는 개인적 방어 기제(protective mechanism)를 작동시키는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Luthans & Youssef, 2004).

변화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개인이 좌절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긍

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스스로 기회를 찾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성징

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원력은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와 조직에서 매력적인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이지영, 2016). 실증연구에서도 복원력의 수준이 높

은 사람은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며, 자신의 직장에도 소속감과 애사심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Larson & Luthans, 2006; Youssef & Luthans, 2007).

복원력은 변화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즉흥적인 대응, 유연함, 적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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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할 때 그 가치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조직개발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나소영, 김진모, 2016).

낙관주의는 개인적인 목표 추구와 관련하여 창출되고, 동기가 부여되고,

개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이나 희망과 유사하나, 자기효능감과

희망은 주로 내재적이고 작인적인 관점(agentic perspective)을 통해 설명된

다면 낙관주의는 외재적 차원(external dimension)도 포함하여 설명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Bandura & Locke, 2003; Snyder, Harris et al., 1991).

특히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능력으로 인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인식 혹은

믿음이라면, 낙관주의는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로 개인적인 능력과 구

분된다고 볼 수 있다(Luthans et al., 2010). 낙관주의는 긍정적인 사건의 발

생은 내재적, 지속적인, 지배적인 요인의 결과로, 부정적인 사건들은 외부적,

일시적, 특수한 상황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보는 개인의 귀인양식을 말한다

(Seligman, 2011). 즉 온갖 난관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삶은 궁극적으

로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신념이다(유현숙, 2005). 낙관성은 개인의 적응과

정 및 심리적, 신체적 건강, 삶의 만족도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안정적인 심리적 변인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Scheier & Carver, 1985).

낙관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업무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때 그 일이 잘될

것이라고 믿으며 항상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밝은 면을 보는 경향이

있다(김주희, 2013). 또한 미래에 긍정적 결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현재의 실패를 일시적인 후퇴로 여기고 쉽게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상황을 오히려 도전으로 여기면서 더 열심히 노력한다

(Seligman, 1990).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의 직무에서 의미와 즐

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여, 결과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이룬다(Youssef

et al., 2007). 낙관적인 사람들은 비관적인 사람들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심

리적인 고통을 적게 경험하고 보다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상황에 적응

하기 때문에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Scheier, Carver &

Bridges, 1994; Chang et al., 1997). Seligman(2011)은 학습된 낙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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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ed optimism)의 개념을 통해 우울증과 무기력이 학습되는 것처럼 낙

관주의도 학습될 수 있다며 낙관주의의 학습과 발전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4.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예측하는 가장 유용한 정보로 인식

될 정도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Roznowski & Hulin, 1992).

직무만족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직무에 대해서 가지는 긍정적․호의적 감정

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개인의 감정은 객관적인 측정이 불가능하고, 같은 조

건과 상황 하에서도 개인이 느끼는 만족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

무만족에 대한 정의는 연구의 틀 및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조미희, 윤동열, 2016).

Porter and Steers(1973)는 조직 전체, 작업환경, 직무내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직무만족도가 높으면 그에 따른 긍정적인 행동인 생산의 질

적 향상, 열의와 노력 및 협동심의 향상 등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그렇지

못하면 결근, 지각, 이직, 사고 등과 같은 부정적 행동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다. Locke(1976)은 자신의 직업이나 직무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의

느낌, 혹은 개인이 현재의 직업에 행복하고 만족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Baron(1976)은 일과 일 관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개인의 가치, 견

해와 신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Constance & Becker(1993)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 직무에 대한 평가에서 획득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Cavanaugh et al.(2000)은 자신의 직무가치의 달성을

이루고 촉진하는 것으로 직무의 평가로부터 나오는 즐거운 감정적 상태라고

하였다.

직무만족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면 먼저 Herzberg(1966)는 동기와 위생의

두 가지 요인으로 작업 환경에서의 만족을 설명하였다. 동기는 개개인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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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지향하게 만드는 내적인 힘으로 직

무만족으로 이어지는 반면, 위생 요인은 임금, 회사 정책, 관리 방식 등의

근무조건을 의미하며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만족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Locke(1976)는 개인의 욕구에 따라 직무만족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았는데,

직무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서 원하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 사이

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개인이 원하는 기대치가 충족되

거나 혹은 그렇지 못했을 때 느끼는 만족 혹은 불만족은 특정 직무 요인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Solomon &

Corbit(1974)은 개인의 만족에 시간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는데, 부정적

인 사건은 스트레스나 불안 등의 정서를, 긍정적인 사건은 만족감이나 편안

함 등을 야기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와 함께 반대되는 정서를 낳는 과정

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직무만족은 구성원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이나 관련된 역할의 경험

에 따라 갖게 되는 개인의 태도, 가치, 신념, 요구 등에 대한 긍정적 감정

상태로 개인이 추구하는 내재적, 외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구성원의 지각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박영기, 2007). 이

외에도 직무에 따르는 커뮤니케이션 요구(Farace et al., 1977), 상사와 부하

간 커뮤니케이션(Burgoon et al., 1996), 개인적 요인으로 기분과 정서

(Weiss, 1999; Fisher, 2000), 성격(Brief & Weiss, 2002) 등에 관한 선행연

구가 있다. 때문에 직무만족을 내재적, 외재적 직무만족으로 구분하는 경우

도 있다(Weiss et al., 1967; 박영기, 2007). 내재적 직무만족은 직무 자체의

특성에서 오는 것으로 직무의 중요성과 가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인정 등이 직무만족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내재

적 요인으로 분류되는 직무 자체는 직무특성모형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Hackman & Lawler, 1971; Hackman & Oldham, 1975; 한종국, 2016). 외

재적 직무만족은 직무 외에 임금만족도, 상사와 동료만족도, 사회적 만족도

등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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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제1절 가설 설정

1. 무형식 학습과 직무만족

높은 수준의 직무만족은 직무와 서비스의 질 향상에 중요하며, 직무만족

이 높은 구성원은 일에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업무 목표를 추구하고 원활

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lbasi, Kelleci, & Dogan,

2008). 적극적인 목표의 추구는 그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전

문성을 쌓기 위한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무형식 학습과 직무만족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관련된 연구로 Rowden & Ahmad(2000)가 말레이시아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형식학습과 무형식 학습, 우연적 학습이 모두 직무만

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Rowden(2002)은 미국의

중소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일터학습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

는데 이 연구에서도 형식학습과 무형식 학습, 우연적 학습이 모두 직무만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sten & Salazar(2011)는 숙박

업에서 종사하는 중소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직무만족과의 관

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여기에서 교육훈련은 직무만족에 대한 변인의 26.6%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곽상현(2012)이 병원 조직의 초기 경력자를 대상으로 일터학

습과 조직적응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무형식 학습 활동은 직무만족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으며, 일터학습과 조직적응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우․홍아정(2016)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 학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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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경력정체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직무만족이

무형식 학습의 하위요인 모두에 영향을 받으며 무형식 학습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

상의 논의를 통해 무형식 학습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무형식 학습(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은 직무만족

(내재적, 외재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무형식 학습(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은 내재적 직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1 타인과의 학습은 내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2 자기성찰은 내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3 외부탐색은 내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무형식 학습(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은 외재적 직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1 타인과의 학습은 외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2 자기성찰은 외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3 외부탐색은 외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낙관주의의 조절효과

무형식 학습은 일터 맥락에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지식을 구성해가는 사회

화 과정이다(배을규, 2007). 무형식 학습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특

히 중요하고 동시에 개인이 학습자로서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학

습 과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사회․심리적 특성 요인이 존재하므로, 무형

식 학습은 개인의 선택, 기호, 의지에 의하여 촉진된다고 할 수 있다(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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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김진모, 2015; Marsick & Watkins, 1990).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의 낙관

주의는 개인이 학습을 통해 얻어질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학습

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무형식 학습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Yates(2002)가 수행한 종단적 연구에서 학생들을 낙관주의적인 집단과 비

관주의적 집단으로 구분하여 3년 후의 수학 성적을 비교했을 때, 비관주의

를 가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의 성취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

다. Seligman(2011)은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는 더 우울한 경향을 갖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소녀들의 성취가 소년들의 성취에 비해 관심을 덜 받으며,

일터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여성은 종종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

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적 규범 등의 학습이 개인의 낙관주

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관련 연구에서 학습지향성이

자기효능감의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학습과정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

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나경, 유태용, 2015; 주동범, 전은순, 2011;

Phillips & Gully, 1997; Farr et al.,1993),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낙관주의와

무형식 학습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2 : 낙관주의는 무형식 학습(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과

직무만족(내재적, 외재적)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2.1 낙관주의는 무형식 학습(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과

내재적 직무만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2.1.1 낙관주의는 타인과의 학습과 내재적 직무만족의 관계를 조

절할 것이다.

가설 2.1.2 낙관주의는 자기성찰과 내재적 직무만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2.1.3 낙관주의는 외부탐색과 내재적 직무만족의 관계를 조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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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가설 2.2 낙관주의는 무형식 학습(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과

외재적 직무만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2.2.1 낙관주의는 타인과의 학습과 외재적 직무만족의 관계를 조

절할 것이다.

가설 2.2.2 낙관주의는 자기성찰과 외재적 직무만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2.2.3 낙관주의는 외부탐색과 외재적 직무만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 낙관주의의 매개효과

낙관주의를 포괄하는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긍정적 정서의 원천으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vey et al., 2008). 조직구성원이 낙

천적이고 효능감이 높으면 목표 달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변화에 성공적

으로 대처하여 긍정적인 신념을 형성하게 되며, 이렇게 형성된 긍정적 정서

는 목표 추구를 위한 경로(pathway)를 확장하고 이 과정 중에 발생하는 어

려움을 외재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한다(김주엽, 이혜진, 2014).

따라서 변화와 불안정성이라는 상황이 닥쳤을 때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자발적인 무형식 학습이 긍정적 정서의 강화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비록 확인되지 않은 경험일지라도 자신

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Hill, Smith, & Mann, 1987). 이성엽(2008)은 무

형식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신감 있는 태도’

를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꼽았다. Lohman(2005)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무형식 학습을 강화하는 주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학습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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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련성을 규명한 선행연구에서는 일관적으로 자기효능감이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인섭, 박성윤, 2000; 이인숙, 2003; 박상철 등,

2007).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자아존중감과 무형식 학습의 한

유형으로 간주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유귀옥, 1999;

김진화, 2000)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자기효능감이 무형식 학습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낙관주의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

서 무형식 학습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낙관주의가 무형식 학습과 직무만족 간의 매개역할을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무형식 학습(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은 낙관주의를

매개로 직무만족(내재적, 외재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무형식 학습(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은 낙관주의를

매개로 내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1 타인과의 학습은 낙관주의를 매개로 내재적 직무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2 자기성찰은 낙관주의를 매개로 내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3 외부탐색은 낙관주의를 매개로 내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무형식 학습(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은 낙관주의를

매개로 외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1 타인과의 학습은 낙관주의를 매개로 외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2 자기성찰은 낙관주의를 매개로 외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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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2.3 외부탐색은 낙관주의를 매개로 외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2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무형식 학습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

무형식 학습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낙관주의가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에 무형식 학습(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

부탐색)을 독립변수로, 직무만족(내재적 직무만족, 외재적 직무만족)을 종속

변수로, 낙관주의를 조절 및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1>과

같다.

<그림1> 연구모형

낙관주의

무형식 학습

- 타인과의 학습

- 자기성찰

- 외부탐색

직무만족

- 내재적 직무만족

- 외재적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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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1. 무형식 학습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무형식 학습 측정도구는 Lohman(2005)이 개발하고,

Choi(2009)가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김종선(2013)의 실증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다(조준, 2016에서 재인용). 설문문항은 타인과의 학습(Learning with

others), 자기성찰(Self-experimenting), 외부탐색(External scanning) 각각 4

개 문항씩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의 1점,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고 있다.

문항의 내용은 타인과의 학습 관련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와 동료

등과 대화를 나눈다’,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주변 사람과 아이디어를 교환

한다’, 자기성찰 관련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본다’,

‘스스로의 시행착오를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외부탐색 관련 ‘업

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포럼, 스터디 모임 등에 참석한

다’, ‘업무 정보 및 지식 습득을 위해 전문잡지 또는 관련 서적을 읽는다’ 등

으로 구성되었다.

2. 낙관주의

낙관주의의 측정도구는 Luthans 등(2007)이 개발한 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PCQ)를 가성민(2016)에서 번안한 것을 활용하였다. PCQ는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이며, 이 중 낙관주의에 관한 문항은 6문

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고 있다.

문항의 내용은 ‘나는 관련된 업무 상 일의 전망이 불확실할 때도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나는 항상 내 업무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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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는 업무에 있어서 괴로움 뒤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

다’ 등이다.

3. 직무만족

직무만족의 경우 Weiss et al.(1967)이 개발한 미네소타만족설문지(MSQ)

의 짧은 버전을 김현생(2017)이 번안한 것을 활용하였다. 이 중 종합 만족도

를 측정하는 2문항을 제외하고, 내재적 만족에 대한 12문항, 외재적 만족에

대한 6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

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내재적 만족 관련 ‘나에게 부여된 업

무량은 적당하다’, ‘나의 능력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일을 통하

여 성취감을 느낀다’, 외재적 만족 관련 ‘나의 상사는 부하 직원들을 친절하

게 대한다’, ‘우리 회사의 승진제도는 합리적이다’, ‘나는 직장 내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다’, 총괄 문항 관련 ‘우리 회사의 근무환경은 좋다’ 등이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속기간, 직군을 활용하였

다.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학력은 고졸, 전

문대졸, 대졸, 대학원졸로 구분하였다. 직급은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이상으로 설정하였고, 근속기간은 1년 미만,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 3년 이

상에서 5년 미만,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 20년

(기술직 포함)으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직군은 행정직(일반직), 연구직, 전문

직, 기타로 구분하고 각각 더미변수화 하였다. 이는 직무에 따라 과업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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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등 정도가 달라 학습에 관한 요구도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세분

화하였다.

5. 설문지 구성

구분 문항 수 출처

무형식

학습

타인과의 학습

(Learning with others)
4

Choi(2009)

(※ 조준(2015) 석사

학위논문에서 인용)

자기성찰

(Self-experimenting)
4

외부탐색

(External scanning)
4

낙관주의(optimism) 6
Luthans et al.(2007)

(※ 가성민(2016) 석사

학위논문에서 인용)

직무

만족

내재적 직무만족

(Internal satisfaction)
12 Weiss et al.(1967)

(※ 김현생․윤동열(2017),

미네소타만족설문지(MSQ)

짧은 버전 번안)
외재적 직무만족

(External satisfaction)
6

합 계 36

<표1>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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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결과

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은 울산시에 소재한 A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A기관은 HRD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학습에 대한 관

심과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다양한 공식적 학습 및 비공식적 학습

(S-OJT, 멘토링, 팀 학습 등)을 제공하며, 직무 관련 도서 구매, 강의 수강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

로 학습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무형식 학습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환

경으로 판단하고, 무형식 학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7년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 설문지 380부를 배포하여 그 중

287부를 회수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문항에 응답한 경우 혹은 일부

문항에만 응답한 경우 등 응답이 불성실한 7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80부(유효 회수율: 73.68%)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은 <표2>와 같다. 설문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68.6%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30대(36.8%), 40대(32.1%), 20대(21.8%), 50대 이

상(9.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62.5%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졸

이 36.1%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5급이 38.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급(23.9%), 4급(20.7%) 순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은 5년 미만

의 직원이 50.3%로 나타났으며, 직군은 행정직(일반직)이 74.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 26 -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92 68.6

여 88 31.4

연령

20대 61 21.8

30대 103 36.8

40대 90 32.1

50대 이상 26 9.3

학력

고졸 3 1.1

전문대졸 1 0.4

대졸 175 62.5

대학원졸 101 36.1

직급

6급 7 2.5

5급 109 38.9

4급 58 20.7

3급 67 23.9

2급 34 12.1

1급 이상 5 1.8

근속기간

1년 미만 25 8.9

1년 이상~3년 미만 64 22.9

3년 이상~5년 미만 52 18.6

5년 이상~10년 미만 43 15.4

10년 이상~20년 미만 63 22.5

20년 이상 33 11.8

직군

행정직(일반직) 208 74.2

연구직 46 16.4

전문직 13 4.6

기타(기술직 포함) 13 4.6

<표2>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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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료처리 및 분석

1.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도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측정도구에 의해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 알

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구성개념 타당도를 사용한다. 개념 타당성은 각 요인

에 대한 고유값(Eigen value)이 1.0을 상회하여야 한다(Hair et al., 1995).

본 연구에서는 판별 타당성 확보를 위해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요

인회전 방법으로는 요인 사이에 독립성을 가정하지 않는 직각회전(varimax

rotation) 방식을 사용하였다. 자료 적합성 여부는 KMO(Kaiser-Meyer-Olkin) 값

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Sphericity test)을 통해 검증하였다. KMO 값의

경우, 1에 가까울수록 표본이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은 변수 간의 상관이 0인지를 검증하는 것으

로, 구형성 검정 통계치의 값이 크고 유의확률이 작으면 상관행렬이 0이라

는 영가설이 기각되기 때문에 요인분석의 적용에 적합하다. 유의행렬이 유

의수준 0.5보다 작으면 ‘변수 간 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

어 요인분석을 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조철호, 2016).

타당도 검증 후, 검증된 문항을 대상으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

도 검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응답자로부터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는가

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크론바하알파(Chronbach's alpha) 계수의 최소값

이 .630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unnally,

1967).

(1) 무형식 학습

무형식 학습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은 가정대로 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 28 -

외부탐색의 3가지로 묶였고, 요인별 고유값은 모두 1.0 이상으로 나타났으

며, KMO 값은 .773으로, Bartett의 구형성 검정은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

타났다. 문항 중 자기성찰 4, 외부탐색 3번 문항은 타당도를 저해하는 것으

로 나타나 제거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타인과의 학

습 4문항, 외부탐색 3문항, 자기성찰 3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때

크론바하 알파 계수는 타인과의 학습 .790, 외부탐색 .755, 자기성찰 .630으

로 나타났다.

(2) 낙관주의

낙관주의 6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문항 5가 예외적으로 동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거하고 돌린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이때

KMO 값은 .864, Bart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은 .000이었으며, 크론바하

알파 계수는 .859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5개 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으며, 타당

도가 떨어지는 문항을 제거하고 결과적으로 내재적 요인 5문항, 외재적 요

인 3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때 KMO 값은 .800으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은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났다. 크론바하알파 계수는 내재적 요인의 경우

.826, 외재적 요인은 .756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3>과 같이 최종 문항을 확정하

였으며, 전체 요인분석에 대한 누적분산값은 65.072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

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요인 적재치의 기준인 .5를 상회하여 해당 변수들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이학식, 임지훈,

2008).



- 29 -

<표3>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최종 결과

구성 개념 문항
요인

적재량
고유값

누적

분산값

크론바하

알파

무형식

학습

타인과의

학습

LO02

LO01

LO04

LO03

.850

.827

.674

.627

1.840 33.190 .790

외부탐색

ES02

ES03

ES01

.796

.761

.743

1.353 51.384 .755

자기성찰

SE04

SE01

SE02

.772

.686

.665

1.121 63.480 .630

낙관주의

OP01

OP02

OP04

OP03

OP06

.788

.770

.754

.702

.682

6.843 64.307 .859

직무

만족

내재적

직무만족

JSI10

JSI11

JSI09

JSI08

JSI12

.780

.754

.718

.696

.556

2.378 44.528 .826

외재적

직무만족

JSE05

JSE04

JSE03

.796

.786

.769

1.431 63.579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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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 분석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분석 및 Pearson

상관분석으로 양측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설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독립변수인 무형식 학습의 하위요인인 타인과의 학습, 외부탐색, 자기성찰이

낙관주의와 직무만족(내재적, 외재적)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무형식 학습의 하위요인인 자기 성찰과 직무만족

의 하위요인인 외재적 만족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낙관주의와 타인과의 학습

은 r=.328(p<0.01), 외부탐색은 r=.429(p<0.01), 자기성찰은 r=.310(p<0.01)으

로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과 무형

식 학습의 상관관계에서는, 먼저 내재적 만족과 타인과의 학습 간의 상관관

계는 r=.303(p<0.01), 외부탐색은 r=.422(p<0.01), 자기성찰은 r=.267(p<0.01)

로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재적

만족과 무형식 학습의 경우, 타인과의 학습 간의 상관관계는 r=.201(p<0.01),

외부탐색 간의 상관관계는 r=.222(p<0.01)로 나타나 유의한 정(+)의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외재적 만족과 자기성찰 간의 상관관계는

r=.032(p>0.05)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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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구분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성별 - - 1

2. 연령 - - .444** 1

3. 학력 - - .235** .426** 1

4. 직급 - - .346** .804** .439** 1

5. 근속기간 - - .290** .782** .231** .794** 1

6. 일반직 - - -0.099 -.118* -.479** -.161** 0.066 1

7. 연구직 - - .176** .230** .489** .293** 0.092 -.754** 1

8. 전문직 - - 0.003 0.06 .145* 0.054 -0.056 -.375** -0.098 1

9. 기타 직군 - - -0.107 -.220** -0.011 -.236** -.243** -.375** -0.098 -0.049 1

10. 타인과의학습 4.150 0.029 0.054 .155** 0.029 .138* .124* 0.059 -0.106 0.114 -0.05 1

11. 외부탐색 3.256 0.049 .233** .269** .261** .266** .167** -.195** .198** 0.069 -0.014 .191** 1

12. 자기성찰 4.110 0.030 0.111 0.061 0.003 -0.028 0.061 0.047 -0.089 0.051 0.007 .413** .213** 1

13. 낙관주의 3.711 0.038 .154** .217** .185** .269** .174** -0.033 -0.008 0.089 -0.007 .328** .429** .310** 1

14. 내재적 만족 3.615 0.037 .205** .268** .149* .346** .248** -0.025 0.029 0.093 -0.093 .303** .422** .267** .585** 1

15. 외재적 만족 2.867 0.047 0.095 .185** -0.03 .206** .165** .140* -.150* 0.001 -0.028 .201** .222** .032 .304** .372**

주 1) 성별(남성=1, 여성=0), 연령(20대=1, 30대=2, 40대=3, 50대 이상=4), 학력(고졸=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졸=4), 직급(6급=1, 5급=2, 4급=3, 3급=4, 2급=5, 1

급 이상=6), 근속기간(1년 미만=1, 1년 이상 3년 미만=2, 3년 이상 5년 미만=3, 5년 이상 10년 미만=4, 10년 이상 20년 미만=5, 20년 이상=6), 직군(일반직=1,

그 외=0/ 연구직=1, 그 외=0/ 전문직=1, 그 외=0/ 기타 직군=1, 그 외=0)

2)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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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통제변수

성별 .078 .077 .058 1.015 .311

연령 -.093 .069 -.136 -.1347 .179

학력 -.011 .075 -.009 -.141 .888

직급 .220 .054 .414 4.069 .000***

근속기간 -.027 .040 -.066 -.674 .501

일반직 .087 .156 .061 .556 .579

연구직 -.021 .178 -.013 -.120 .905

전문직 .143 .212 .048 .673 .501

독립변수

무형식학습 .629 .077 .433 8.179 .000***

R2=.313, Adj. R2=.290, F=13.610, p=.000***

주) ϯp<0.10, *p<0.05, **p<0.01, ***p<0.001

<표5> 무형식 학습이 내재적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제3절 가설 검증

무형식 학습과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통제변수와 독

립변수인 무형식 학습이 직무만족(내재적, 외재적)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

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예상과는 달리 통제변수 중에서 직급만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14, p<0.001). 무형식 학습은

β=.433(p<0.001)로 내재적 직무만족과 매우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무형식

학습은 β=.205(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확률과 모형의 설

명력이 내재적 직무만족에 비하여 크게 낮아졌다. 따라서 무형식 학습과 내

재적 직무만족 간에 보다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하위

요인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은 내재적

직무만족과 모두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나, 자기성찰은 외재적 직무만

족과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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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통제변수

성별 -.001 .108 -.001 -.009 .993

연령 .079 .097 .092 .817 .415

학력 -.131 .106 -.091 -1.238 .217

직급 .221 .076 .331 2.899 .004**

근속기간 -.085 .056 -.168 -1.519 .130

일반직 -.036 .220 -.020 -.162 .871

연구직 -.476 .250 -.224 -1.901 .058ϯ

전문직 -.268 .299 -.072 -.897 .371

독립변수

무형식학습 .374 .108 .205 3.456 .001**

R2=.137, Adj. R2=.290, F=13.610, p=.000***
주) ϯp<0.10, *p<0.05, **p<0.01, ***p<0.001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통제변수

성별 .066 .077 .049 .847 .398

연령 -.092 .069 -.135 -1.338 .182

학력 -.018 .075 -.015 -.233 .816

직급 .218 .055 .410 3.936 .000***

근속기간 -.025 .040 -.063 -.633 .527

일반직 .101 .156 .070 .644 .520

연구직 -.032 .178 -.019 -.182 .856

전문직 .163 .213 .055 .768 .443

독립변수

타인과의학습 .172 .073 .136 2.366 .019*

자기성찰 .184 .070 .153 2.647 .009**

외부탐색 .241 .042 .317 5.696 .000***

R2=.320, Adj. R2=.291, F=11.398, p=.000***
주) ϯp<0.10, *p<0.05, **p<0.01, ***p<0.001

<표6> 무형식 학습이 외재적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표7> 무형식 학습이 내재적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하위요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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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통제변수

성별 .007 .108 .004 .065 .948

연령 .075 .096 .087 .778 .438

학력 -.133 .105 -.092 -1.267 .206

직급 .177 .077 .265 2.289 .023*

근속기간 -.064 .056 -.126 -1.141 .255

일반직 -.027 .218 -.015 -.125 .901

연구직 -.492 .248 -.232 -1.985 .048*

전문직 -.259 .296 -.070 -.873 .384

독립변수

타인과의학습 .229 .101 .144 2.267 .024*

자기성찰 -.126 .097 -.083 -1.293 .197

외부탐색 .212 .059 .222 3.580 .000***

R2=.161, Adj. R2=.127, F=4.662, p=.000***
주) ϯp<0.10, *p<0.05, **p<0.01, ***p<0.001

<표8> 무형식 학습이 외재적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하위요인별)

그 다음으로 무형식 학습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서 낙관주의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독립변

수와 조절변수, 그리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단계적으로 추

가하였을 때 회귀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값의 변화를 통해 조절효과를 입

증하는 방법이다(조미희, 윤동열, 2016).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발

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수들을 평균값을 기준으로 중심화(centering)하여

진행하였다(Aiken & West, 1991; 이매결 등(2015)에서 재인용).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지수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은 4.706 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의 분석

에서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내재적 직무만족과 외

재적 직무만족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한 결과 상호작용항

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낙관주의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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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 1단계(모델1) 2단계(모델2) 3단계(모델3)

통제변수

성별 .111(.085) .058(.077) .053(.070) .051(.071)

연령 -0.64(.077) -.136(.069) -.096(.063) -.101(.063)

학력 .022(.084) -.009(.075) -.047(.069) -.048(.069)

직급 .428(.060) .414(.054)*** .281(.050)** .277(.051)**

근속기간 -.072(.044) -.066(.040) -.025(.036) -.020(.036)

일반직 .039(.174) .061(.156) .083(.143) .083(.143)

연구직 -.060(.198) -.013(.178) .055(.163) .057(.164)

전문직 .074(.237) .048(.212) .062(.194) .065(.195)

독립변수

무형식 학습 .433(.077)*** .238(.080)*** .236(.081)***

조절변수

낙관주의 .408(.055)*** .406(.055)***

상호작용항

무형식학습*

낙관주의
.041(.092)

R2 .142 .313 .427 .428

수정된 R2 .117 .290 .405 .405

F 5.586 13.610 19.985 18.197

p .000 .000 .000 .000

주1) ϯp<0.10, *p<0.05, **p<0.01, ***p<0.001

2) 제시된 값: 표준화된 회귀계수(표준오차)

설 2는 채택되지 않았다.

<표9> 무형식 학습과 내재적 직무만족 관계에서 낙관주의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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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 1단계(모델1) 2단계(모델2) 3단계(모델3)

통제변수

성별 .024(.110) -.001(.108) -.003(.107) -.004(.107)

연령 .126(.099) .092(.097) .112(.096) .110(.096)

학력 -.076(.108) -.091(.106) -.109(.105) -.110(.105)

직급 .337(.078)** .331(.076)** .266(.077)* .265(.077)*

근속기간 -.171(.057) -.168(.056) -.148(.055) -.146(.055)

일반직 -.030(.224) -.020(.220) -.009(.217) -.009(.217)

연구직 -.246(.255)* -.224(.250)ϯ -.191(.248) -.190(.248)

전문직 -.060(.304) -.072(.299) -.066(.265) -.064(.296)

독립변수

무형식 학습 .205(.108)** .111(.122)ϯ .110(.122)

조절변수

낙관주의 .198(.083)** .197(.083)**

상호작용항

무형식학습*

낙관주의
.016(.140)

R2 .099 .137 .164 .164

수정된 R2 .072 .108 .133 .130

F 3.698 4.748 5.250 4.764

p .000 .000 .000 .000

주1) ϯp<0.10, *p<0.05, **p<0.01, ***p<0.001

2) 제시된 값: 표준화된 회귀계수(표준오차)

<표10> 무형식 학습과 외재적 직무만족 관계에서 낙관주의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

개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Baron

과 Kenny(1986)는 매개효과가 성립되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3단계 독

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



- 37 -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을 내재적 직무만족과 외재적 직무만

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내재적 직무만족에서 통제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직급(β=.428, p<0.001)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직급이 높을수록 내재적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성별, 연령, 직군 등의 통제변수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무형식 학습이 매개변수인 낙관주의에 미치는 영향

은 무형식 학습 β=.478(p<0.001)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타인과의 학습이 β=.154(p<0.01), 자기

성찰이 β=.185(p<0.01), 외부탐색이 β=.330(p<0.001)으로 나타나 모두 유의

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2단계에서 무형식 학습이 종속변수인 내재

적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무형식 학습은 β=.433(p<0.001)

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위요인별로는 타인과의 학습이 β

=.136(p<0.05), 자기성찰이 β=.153(p<0.01), 외부탐색이 β=.317(p<0.001)으로

나타나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무형식 학습과 매개변수인 낙관주의를 모두 투입한

결과, 모든 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2단계에서보다 낮은 값을 보여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형식 학습은 β=.238(p<0.001)로 나타났

으며, 하위요인에서는 외부탐색만이 β=.185(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매개변수인 낙관주의는 β=.402(p<0.001)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Baron과 Kenny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여, 무형식 학습과 직무

만족 간에 낙관주의가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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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 1단계(모델1) 2단계(모델2) 3단계(모델3)

내재적

직무만족
낙관주의

내재적

직무만족

내재적

직무만족

통제변수

성별 .111(.085) .013(.079) .058(.077) .053(.070)

연령 -.064(.077) -.098(.070) -.136(.069) -.096(.063)

학력 .022(.084) .092(.077) -.009(.075) -.047(.069)

직급 .428(.060)*** .328(.055)** .414(.054)*** .281(.050)**

근속기간 -.072(.044) -.103(.040) -.066(.040) -.025(.036)

일반직 .039(.174) -.056(.160) .061(.156) .083(.143)

연구직 -.060(.198) -.166(.182) -.013(.178) .055(.163)

전문직 .074(.237) -.033(.217) .048(.212) .062(.194)

독립변수

무형식 학습 .478(.079)*** .433(.077)*** .238(.080)***

매개변수

낙관주의 .408(.055)***

R2 .142 .315 .313 .427

수정된 R2 .117 .292 .290 .405

F 5.586 13.719 13.610 19.958

p .000 .000 .000 .000

주1) ϯp<0.10, *p<0.05, **p<0.01, ***p<0.001

2) 제시된 값: 표준화된 회귀계수(표준오차)

<표11> 무형식 학습과 내재적 직무만족 관계에서 낙관주의의 매개효과



- 39 -

요인명

- 1단계(모델1) 2단계(모델2) 3단계(모델3)

내재적

직무만족
낙관주의

내재적

직무만족

내재적

직무만족

통제변수

성별 .111(.085) .004(.079) .049(.077) .047(.071)

연령 -.064(.077) -.096(.070) -.135(.069) -.096(.063)

학력 .022(.084) .087(.077) -.015(.075) -.050(.069)

직급 .428(.060)*** .330(.057)** .410(.055)*** .277(.052)**

근속기간 -.072(.044) -.103(.041) -.063(.040) -.021(.037)

일반직 .039(.174) -.047(.160) .070(.156) .089(.143)

연구직 -.060(.198) -.172(.182) -.019(.178) .050(.164)

전문직 .074(.237) -.027(.217) .055(.213) .066(.195)

독립변수

타인과의학습 .154(.074)** .136(.073)* .074(.067)

자기성찰 .185(.071)** .153(.070)** .079(.065)

외부탐색 .330(.043)*** .317(.042)*** .185(.041)**

매개변수

낙관주의 .402(.055)***

R2 .142 .320 .320 .430

수정된 R2 .117 .292 .291 .404

F 5.586 11.420 11.398 16.697

p .000 .000 .000 .000
주1) ϯp<0.10, *p<0.05, **p<0.01, ***p<0.001

2) 제시된 값: 표준화된 회귀계수(표준오차)

<표12> 무형식 학습과 내재적 직무만족 관계에서 낙관주의의 매개효과(하위요인별)

한편 외재적 직무만족에서는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무형식 학습의 하위요

인 중 자기성찰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성찰과 외재

적 직무만족 간 관계를 가정한 가설과 무형식 학습과 직무만족 간 낙관주의

의 매개효과를 가정한 가설이 지지되지 못하였다. 3단계에서는 타인과의 학

습은 유의하지 않고 외부탐색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185, p<0.05) 낙관

주의가 타인과의 학습에는 완전매개효과를, 외부탐색에는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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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 1단계(모델1) 2단계(모델2) 3단계(모델3)

외재적

직무만족
낙관주의

외재적

직무만족

외재적

직무만족

통제변수

성별 .024(.110) .013(.079) -.001(.108) -.003(.107)

연령 .126(.099) -.098(.070) .092(.097) .112(.096)

학력 -.076(.108) .092(.077) -.091(.106) -.109(.105)

직급 .337(.078)** .328(.055)** .331(.076)** .266(.077)*

근속기간 -.171(.057) -.103(.040) -.168(.056) -.148(.055)

일반직 -.030(.224) -.056(.160) -.020(.220) -.009(.217)

연구직 -.246(.255)* -.166(.182) -.224(.299)ϯ -.191(.248)

전문직 -.060(.304) -.033(.217) -.072(.108) -.066(.295)

독립변수

무형식 학습 .478(.079)*** .205(3.456)** .111(.122)ϯ

매개변수

낙관주의 .198(.083)**

R2 .320 .137 .164

수정된 R2 .292 .108 .133

F .099 11.420 4.748 5.250

p .072 .000 .000 .000471

주1) ϯp<0.10, *p<0.05, **p<0.01, ***p<0.001

2) 제시된 값: 표준화된 회귀계수(표준오차)

요인명

- 1단계(모델1) 2단계(모델2) 3단계(모델3)

외재적

직무만족
낙관주의

외재적

직무만족

외재적

직무만족

통제변수

성별 .024(.110) .004(.079) .004(.108) .003(.107)

연령 .126(.099) -.096(.070) .087(.096) .106(.095)

학력 -.076(.108) .087(.077) -.092(.105) -.109(.104)

직급 .337(.078)** .330(.057)** .265(.077)* .200(.077)ϯ

근속기간 -.171(.057) -.103(.041) -.126(.056) -.106(.055)

<표13> 무형식 학습과 외재적 직무만족 관계에서 낙관주의의 매개효과

<표14> 무형식 학습과 외재적 직무만족 관계에서 낙관주의의 매개효과(하위요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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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030(.224) -.047(.160) -.015(.218) -.006(.215)

연구직 -.246(.255)* -.172(.182) -.232(.248)* -.198(.246)ϯ

전문직 -.060(.304) -.027(.217) -.070(.296) -.064(.292)

독립변수

타인과의학습 .154(.074)** .144(.101)* .114(.101)ϯ

자기성찰 .185(.071)** -.083(.097) -.119(.098)ϯ

외부탐색 .330(.043)*** .222(.059)*** .157(.062)*

매개변수

낙관주의 .196(.082)**

R2 .099 .320 .161 .187

수정된 R2 .072 .292 .127 .151

F 3.698 11.420 4.662 5.104

p .000 .000 .000 .000
주1) ϯp<0.10, *p<0.05, **p<0.01, ***<0.001

2) 제시된 값: 표준화된 회귀계수(표준오차)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Z통계량이 1.9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

인하였다.

<표15> Sobel test를 활용한 유의성 검정

경로 Z통계량

유의성

(two-tailed

probability)

무형식 학습→ 낙관주의→내재적 만족 5.6395 0.0000

타인과의 학습→낙관주의→내재적 만족 2.5279 0.0114

자기성찰→낙관주의→내재적 만족 2.9290 0.0033

외부탐색→낙관주의→내재적 만족 4.5844 0.0000

무형식 학습→ 낙관주의→외재적 만족 2.7737 0.0055

타인과의 학습→낙관주의→외재적 만족 1.9856 0.0470

외부탐색→낙관주의→외재적 만족 2.6285 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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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내용 결과

1
무형식 학습(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은 직무만족

(내재적, 외재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1
무형식 학습(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은 내재적 직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1.1 타인과의 학습은 내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1.2 자기성찰은 내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1.3 외부탐색은 내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무형식 학습(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은 외재적 직무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1 타인과의 학습은 외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2 자기성찰은 외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2.3 외부탐색은 외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제4절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가설 검증 결과, 독립변수인 무형식 학습의 하위요인인 타인과의 학습, 자

기성찰, 외부탐색은 내재적 직무만족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재적 직무만족에 대해서는 타인과의 학습과 외

부탐색이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기성찰은 상관관계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형식 학습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낙관주의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형식 학습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낙관주

의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무형식 학습의 모든 하위요인과 내재적 직무

만족 간에서 낙관주의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형식

학습과 외재적 직무만족 간에서는 타인과의 학습, 외부탐색에서만 매개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16>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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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관주의는 무형식 학습(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과

직무만족(내재적, 외재적)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2.1
낙관주의는 무형식 학습(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과

내재적 직무만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2.1.1 낙관주의는 타인과의 학습과 내재적 직무만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2.1.2 낙관주의는 자기성찰과 내재적 직무만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2.1.3 낙관주의는 외부탐색과 내재적 직무만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2.2
낙관주의는 무형식 학습(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과

외재적 직무만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2.2.1 낙관주의는 타인과의 학습과 외재적 직무만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2.2.2 낙관주의는 자기성찰과 외재적 직무만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2.2.3 낙관주의는 외부탐색과 외재적 직무만족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3
무형식 학습(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은 낙관주의를

매개로 직무만족(내재적, 외재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1
무형식 학습(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은 낙관주의를

매개로 내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1.1
타인과의 학습은 낙관주의를 매개로 내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1.2
자기성찰은 낙관주의를 매개로 내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1.3
외부탐색은 낙관주의를 매개로 내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2
무형식 학습(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은 낙관주의를 매

개로 외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2.1
타인과의 학습은 낙관주의를 매개로 외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2.2
자기성찰은 낙관주의를 매개로 외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2.3
외부탐색은 낙관주의를 매개로 외재적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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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일터환경에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무형식

학습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낙관주의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

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측정을 위한 항목을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A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2017년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설문지 380부를 배포하여 280부를

SPSS 18.0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무형식 학습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다만 무형식 학습의 하위요인인 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은 내재

적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외재적 직무만족에는

무형식 학습의 하위요인 중 타인과의 학습과 외부탐색만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A공공기관의 직원들은 무형식 학습을

통하여 직무만족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무형식 학

습 중 자기성찰은 외재적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무형식 학습에

서 포괄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

었다.

둘째, 무형식 학습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낙관주의의 조절효과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

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볼 수 있다.

셋째, 무형식 학습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낙관주의의 매개효과는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무형식 학습을 구성하는

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과 내재적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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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무형식 학습과 외재적 직무만족 간

의 관계도 유의하였으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무형식 학습

의 하위요인과 외재적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는 타인과의 학습, 외부탐색

에서 낙관주의의 매개효과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무형식 학습 중 타인과

의 학습, 외부탐색이 낙관주의를 매개로 외재적 직무만족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훈련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를 증명한

Bandura(1997), 박종선․김진모(2012), 함현정․최원설(2015) 등과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무형식 학습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낙관주의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에서 무형식 학습과 직무만족 간의 유의한 정

(+)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낙관주의가 매개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하였

다.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첫째, 최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커지고 있는 무형식

학습에 관한 실증연구로써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 차원에 초점

을 맞추어 기존 조직 지원 등 조직 관련 이슈에 초점을 두었던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무형식 학습에 개인의 심리적 자본과

같은 특성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차원 요인이나 조직차원 요인 중 한 쪽에 제한된 연구였다. 때

문에 한 요인에 대해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여러 요인들 중 무형식학습을 촉진하는 데 어떤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해석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되었다(김현태, 김진모,

2015). 본 연구는 개인적 차원에 치중한 연구로 볼 수 있으나,

Lohman(2005)의 분류에 기반하여 무형식 학습을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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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 하위요인별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연구의 폭을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하위요인별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무형식 학습

의 개별 하위요인이 직무만족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파악하는 한

편 자기성찰은 외재적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

다. 자기성찰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 대해 돌이켜 보고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내재화 과정이 임금 수준, 동료와

의 관계 등에 대한 만족도인 외재적 직무만족과 무관하다는 결과는 설득력

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형식 학습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인 심리적 특성 변수인 낙관주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살

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Luthans(2002)는 긍정심리자본은 태어날

때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개발이 가능한 것이므로, 관리자들은 이를 성과

로 연계시키기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긍정심리자

본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낙관주의 역시 개발이 가능한 특질이기 때문에 이

러한 개인의 심리적 자본을 개발함으로써 무형식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있다. 무형식 학습이 일

어나기 용이한 특정 집단(A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표본집단 내 동

질성을 확보하고 단기간 내 설문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이를 중소기업과

등 다른 기관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다른 집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일한 측정도구와 응답원에 의해 측정하여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박원우 등, 2007).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내용 측면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의 한 변수인 낙관주의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무형식 학습과 직무만족 간에 미치는 긍정심리자본의 총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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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효과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Luthans et al.(2007)는 개별적인 심리적 변수

들이 다차원적인 심리를 구성할 때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더 큰 심리적 자

원(psychological resource)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등의 긍정적 개념들이 개별적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통합

적인 심리적 자원으로 이해될 때, 개별 변수들 사이의 상승 작용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동이나 동기부여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Luthans et al., 2007). 이러한 차원에서 낙관주의를 단독적으

로 사용한 연구임에 그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무형식 학습을 타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으

로 구분한 Lohman(2005)의 분류를 연구에 활용하였지만, 이 외에도 무형식

학습은 다른 다양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다. 무형식 학습의 하위요인별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연구결과를 통하여 볼 수 있었으므로, 무

형식 학습의 다른 형태를 다른 변수들과 연계하는 등의 후속연구를 통해 무

형식 학습에 대한 논의의 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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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the importance of informal learning has been

emphasized in the workplace. Informal learning is an individual-led

learning process that reflects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individual optim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l learning and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optimism on an individual's

optimistic view of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learning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This is also meaningful as a work to supplement the

limits that have focused mainly on the organizational dimension in

existing research.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a public institute that carry out job

circulation system and have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learning due

to their work characteristics. From September 25, 2017 to September 29,

2017, 38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the final 280 copies were

collected. This was analyzed using SPSS 18.0.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shown that the informal learning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In terms of sub-factors, learning with

others and external scanning had a positive effect on both internal and

extermal job satisfaction, whereas self-experimenting had a positive

effect only on internal job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l learning and job satisfac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opti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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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not significant, but the mediating effect was significant. In shor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l learning and job

satisfaction, and it is confirmed that optimism has a positive mediating

effect in this relationship.

Keywords: Workplace learning, Informal learning, Optimism,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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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이나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와 동

료 등과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주변 사람

과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려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관찰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업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른 사람과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6. 스스로의 시행착오를 통해 어려

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7.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

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되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8.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활용하여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포럼, 스터디모임 등

에 참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업무 정보 및 지식 습득을 위해  

전문잡지 또는 관련서적을 읽는

다.

① ② ③ ④ ⑤

11.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

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

자 연락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업무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업무매뉴얼을 찾아

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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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장기적인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책을 찾는 일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하면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일하면서 좌절을 겪을 때 그

것을 떨쳐 버리고 회복하는 데 어

려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관련 업무에서 일의 전망이 

불확실할 때에도 최선의 결과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상사와의 회의에서 내 업무 

분야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현재 나는 열정적으로 나의 업무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보통 직장에서 겪게 되는 어

려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와 관련된 직무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일이 잘될 것이라고 받

아들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회사의 전략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다면 자신있게 내 의견

을 발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이나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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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어떤 문제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직장에서 불가피한 경우 혼

자 힘으로도 일을 처리할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항상 내 업무에 있어서 긍

정적인 면을 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나의 업무분야 목표를 설정

하는 데 자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현재 나는 직장에서 상당히 성공

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보통 업무 상의 스트레스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미래에 나

에게 생길 일에 대해 낙관적이

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어떤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회사 외부사람(고객, 공급자 등)

과 자신 있게 접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현재 업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이전에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업무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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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은 내가 원

하는 방식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동료들에게 내가 가진 정보

를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현재 나는 내 스스로 설정한 업

무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현재 나의 업무에서 한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업무에 있어서도 괴로움 뒤

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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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부여된 업무량은 적당하

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혼자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때때로 반복되지 않는 다

양한 일을 할 수 있어 좋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인

물”(알아주는 사람)로 성장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게 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직업은 안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직원들을 위해 무언

가를 해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직원들에게 일을 지

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능력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 스스로 판단하여 일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이나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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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 자신의 방식대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

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상사는 부하 직원들을 친

절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상사의 의사결정능력은 

뛰어나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회사의 조직운영 방식은 

합리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급여수준은 업무량을 고

려할 때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회사의 승진제도는 합리적

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직장 내 동료들과 관계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회사의 근무환경은 좋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업무수행능력은 직장 내

에서 인정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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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4. 귀하의 직급은?
① 6급  ② 5급  ③ 4급  ④ 3급  ⑤ 2급  

⑥ 1급 이상

5. 귀하의 근속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 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6. 귀하의 직군은?

① 행정직(일반직)    ② 연구직      ③ 전문직

④ 기술직          ⑤ 기타

※ 기관별 직렬이 상이한 경우 유사 항목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적절한 응답에 해당되는 곳

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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