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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lling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Korea Airforce
Academy Cadets: Self-efficacy, Coworker Exchange as Media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alling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whether this relationship would be mediated by
self-efficacy and coworker exchange. The survey were carried out for 146 Korea
Airforce Academy freshman cadets three times over a one-month period. The results
indicated that calling had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elf-efficacy, coworker exchang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alling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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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Bellah et al.,
1985; Wrzesniewski et al., 1997). 자신의 일을 직업(job)으로 인지하는 사람은
일을 통해 얻는 물질적 보상에 초점을 두고, 경력(career)으로 인지하는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일을 하기 위한 승진과 인정을 위해 일을 한다. 반면, 자신의
일을 소명(calling)으로 인지하는 사람은 일 자체를 좋아하고, 일을 자신의 인생
에서 중요한 일부로 생각하며, 일을 통해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고 생각한다(Bellah et al., 1985; Wrzesniewski et al., 1997). 소명은 자신의 일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시각이자 일에 대한 지향으로(Duffy & Dik, 2013), 소명을
지닌 사람들은 일을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자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
로 인식한다(Hall & Chandler, 2005).
최근 소명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증가해왔다(Cardador, Dane, & Pratt, 2011;
Duffy & Dik, 2013). 학자들은 소명을 특정 조직보다는 일 또는 경력과 관계되는
개념으로 간주했으며, 소명에 대한 연구는 소명이 개인의 안녕감(well-being), 경
력 및 직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Cardador et al., 2011;
Conway et al., 2015; Duffy & Dik, 2013; Wrzesniewski et al., 1997). 그 결과
소명과 조직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Cardador et al., 2011; Duffy et al., 2011). 일부 학자는 사람들이 일의 의미를
지각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속한 조직보다 일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Pratt & Ashforth, 2003), 개인의 소명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직무 불만족을 초래하거나 자신의 소명을 충족할 수 있는 조직을
찾아 이직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Dobrow, 2004; Elangovan, Pinder,
& McLean, 2010; Hall & Chandler, 2005).

본 연구에서는 소명이 직무와 관련된 태도뿐만 아니라 조직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히고, 소명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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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소명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자기효능감
과 동료관계의 질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Mathieu와 Zajac(1990)의 조직
몰입의 선행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자기효능감과 환경적 요인으로 동료관계가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소명이 높은 사람은 일관성 있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목표를 이루
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통한 목표의 성취와 성공 경험은 강한 자신감의
원동력이 된다(Hall & Chandler, 2005). 또한 소명은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데, 소명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타인을 도와주
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Batson, 1987; Elangovan et al., 2010;
Grant, 2007), 동료관계의 질의 향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이를 통
해 조직몰입 향상을 이끌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군사관학교 신입생도를 대상으로 종단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군사관학교 입교 당시 생도의 소명과 2개월 후 측정한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군인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소명을 필요로 하는 일로서(윤영돈,
2012; 조승옥, 1995; Moskos, 1977), 미래의 군을 이끌어갈 인재인 사관생도의
소명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군인으로서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인지한 생도
는 명확한 직업적 정체성과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Bunderson & Tompson,
2009; Duffy & Sedlacek, 2007; Hirschi & Hermann, 2013), 자신의 일에 몰입하고
헌신할 수 있다(Elangovan et al., 2010). 조직몰입은 조직의 효과성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변인이며, 직무만족, 직무성과, 조직시민행동의 증가와 이직의도의 감
소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오인수 등, 2007; 이목화･문형구, 2014; Mathieu
& Zajac, 1990; Mowday, Porter, & Steers, 1982; Tett & Meyer, 1993). 생도가
사관학교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갖고 몰입하는 것은 생도의 성공적인 사관학교
생활 및 추후 조직에 대한 태도를 예상하고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생도가
입교 시 지닌 일에 대한 태도가 조직에 대한 태도와 어떻게, 왜 관계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군조직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도의 소명에 대한 연구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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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도들이 인지한 입교 당시 최초의 소명이 조직과 관련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소명의 역할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소명(calling)

소명은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하느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called)’는 종교적인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다(Weber, 1956). 소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학자들은 소명을 종교적 의미를 넘어 자신의 일을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세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였고, 모든 종류의 직업
에서 사람들은 소명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Dik & Duffy, 2009; Elangovan
et al., 2010; Hall & Chandler, 2005). 소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Dik과
Duffy(2009)는 소명을 ‘자신을 초월적인 부름의 속성을 지닌 일로, 일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며, 타인 지향적인 가치와 목표를 포함하는 일로 정의
하였다. 이 외에도 소명을 특정 분야에 대한 강렬하고 의미 있는 열정(Dobrow
& Tosti-Kharas, 2011)이나 개인이 인생의 목적으로서 인지하는 일(Hall &
Chandler, 2005) 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Hagmaier와 Abele(2012)는 소명을 다
음의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소명을 인지한 사람은 스스로를 일과
동일시하고 일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달으며, 개인의 관심과 재능이 자신의
일과 완전히 부합함을 경험한다. 둘째, 소명을 인지한 사람은 이타심 또는 도덕
성과 같은 가치 지향적인 행동을 하며, 일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느낀다. 셋째,
일을 소명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내면의 요구를 경험한다.
소명에 대한 선행연구는 소명이 삶과 직무와 관련된 태도에 대해 긍정적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명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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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더 만족하고(Conway et al., 2015; Duffy, Allan, & Bott, 2012; Duffy &
Sedlacek, 2010; Wrzesniewski et al., 1997), 직무에 더 만족하며(Duffy et al.,
2012), 스트레스와 우울을 적게 경험한다(유치성･박인조･손영우, 2016;
Treadgold, 1999). 소명은 진로에 대한 명확성과 확신 및 자기효능감과 정적 관계
가 있고(Duffy & Sedlacek, 2007; Hirschi & Hermann, 2013), 이직의도와 부적
관계가 있으며(윤소천 외, 2013; Cardador et al., 2011), 자발적으로 조직 내 동료
를 도와주거나 조직의 발전에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조직시민행동(Park, Sohn,
& Ha, 2016; Elangovan et al., 2010)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
은 고난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태도와도 관계되는데, 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소명이 높은 동물원 사육사(zookeeper)들은 고학력에 비해 낮은 임금과 적은 승
진기회라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배설물 청소와 같은 일을 하며 높은 몰입과 헌신
을 보였다(Bunderson & Tompson, 2009). 이와 같이 다양한 국내외 학생 및 직장
인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 소명이 문화와 직종에 관계없이 삶과 일 관련
태도에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소명과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직몰입은 특정 조직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identification)와 몰두(involvement)
정도를 의미한다(Mowday, Steers, & Porter, 1979).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신념과 수용, 조직을 위한 노력, 조직에 남으려는 강력한 욕구
를 기반으로 한다(Mowday et al., 1979). Allen과 Meyer(1990)는 조직몰입에 대
한 기존의 다양한 개념을 통합하여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지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과 같이 세
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조직몰입을 정의하였다. 정서적 몰입은 조직 구성원의 조
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 자신과의 동일시 및 몰두를 의미하고, 지속적 몰입은
조직을 떠날 경우에 대한 비용 측면에서 조직에 남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규범적 몰입은 조직에 남아야 한다는 의무, 책임감 등에 의한 몰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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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의 하위요인 가운데 정서적 몰입
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정서적 몰입이 조직의 효과성을 예측하
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Cooper-Hakim & Viswesvaran,
2005). 정서적 몰입은 지속적 몰입이나 규범적 몰입에 비해 이직의도 감소와 직
무 성과의 증가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oper-Hakim &
Viswesvaran, 2005). 또한 소명은 조직에 대한 동일시, 애착과 관계되기 때문에
(Cardador et al., 2011), 지속적 몰입이나 규범적 몰입보다는 소명이 정서적 몰입
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소명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연구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역시 정서적 몰입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윤소천 등, 2013; 하유진, 2012; 함성수, 2014; Duffy, Dik & Steger, 2011;
(Allen & Meyer, 1990).

Neubert & Halbesleben, 2015).

직장인 및 공군 장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명은 조직몰입과 정적인 관계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소천 등, 2013; 하유진, 2012; 함성수, 2014; Duffy
et al., 2011; Neubert & Halbesleben, 2015). 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소명과 조직몰입은 정적 관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 관계는 경력몰입에 의해
매개되었다(Duffy et al., 2011). 국내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소명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경력에 대해 몰입하고 향상된
경력몰입이 조직몰입의 향상을 이끄는 것으로 밝혀졌다(하유진, 2012; Duffy et
al., 2011). 공군 장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명과 조직몰입의 정적 관계가
밝혀졌고, 조직동일시 및 도덕적 의무감이 해당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함성수, 2014). 소명과 조직몰입의 정적 관계를 밝힌 다른 연구에서는 조직을
자신의 소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organizational instrumentality)으로 인지하여
조직에 대한 애착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Cardador et al., 2011).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소명이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소명은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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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매개효과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업무 완수에 필요한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자원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행동을 실행하고 조직화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숙달을 위한
도전으로 여기고,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강하게 몰입하며 노력을 지속하
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피하고 목표에 대한 열망과
몰입이 약하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사람이 생각하고, 동기부여하고, 행
동하는 모든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77). 개인의 자기효
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성공에 대한 경험(performance accomplishments),
타인의 성공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vicarious experience), 용기와 자신감을 높여
주는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정서적 상태(emotional arousal)가 있다
(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과 특정 과업에 대한 자
기효능감(specific self-efficacy)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상
황에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전반적인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을 의미하고, 특정 과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Bandura, 1986; Chen, Gully, & Eden, 2001; Gist &
Mitchell, 1992).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보다 포괄적인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고
특정 과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에도 정적인 영향을 주며(Chen et al., 2001), 생도들
은 사관학교에서 학업과 군사훈련, 내무생활 및 체육활동 등 다양한 과업을 수행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도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역할에 주목
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소명과 자기효능감의 정적 관계가 밝혀진 바 있다
(Dik, Sargent, & Steger, 2008; Dobrow & Tosti-Kharas, 2011; Hall & Chandler,

소명은 에너지를 집중할 방향을
제시하므로(Elangovan et al., 2010), 소명이 높은 사람은 일관성 있는 목표를 추
2005; Hirschi, 2012; Hirschi & Herrman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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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통한 목표의 성취와
성공은 스스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의 근원이 된다(Hall & Chandler, 2005). 특히,
개인이 경험하는 여러 분야의 성공 경험 가운데 자신이 소명이라고 생각한 일에
서의 성공을 주관적으로 가장 큰 성공으로 느끼는데(Hall & Chandler, 2005), 자
기효능감의 근원이 되는 첫 번째 요인이 성공에 대한 경험임을 고려할 때
(Bandura, 1977), 소명은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음악가를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소명은 7년 후의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Dobrow & Tosti-Kharas, 2011), 독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도 소명은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예측했다(Hirschi & Herrmann,
2013).

한편,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
났는데, 학자들은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성장과 성취에 대한 욕구를 충족
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조직에 연결시켜서 조직에 더 몰입한다고
설명한다(Mathieu & Zajac, 1990; Morris & Sherman, 1981; Mowday et al.,
1982). 국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내재적 동기의 매
개효과를 통해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성원의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몰입하게 되어 내재적
동기가 증가하고, 조직몰입이 향상되었다(김현영, 2005). 이 외에 직장인을 대상
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재현, 2002; 차동옥･김정식, 2011; Schyns & Collani, 2002). 또한 국
내의 보험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명과 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자기효능감이 매개하였고(Park et al., 2016), 소명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자기효
능감을 하위요소로 하는 심리적자본이 매개하였다(윤소천 등, 2013).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명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자기효능감이 매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소명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자기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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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료관계의 질(CWX: coworker exchange)의 매개효과

동료관계의 질은 동료 간의 상호 신뢰, 존중, 의무를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Sherony & Green, 2002). 동료는 직무와 관련된 도움, 정보제공, 정서적 지원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개인의 의견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iaburu &
Harrison, 2008).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Leader-Member Exchange, LMX)와 동료
관계의 질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구성원의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리더
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보다 직무 만족을 높게 예측하였으며, 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조직의 성과가 높았다(Seers, 1989).
Cardador와 Caza(2012)는 소명 연구에 있어서 관계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개인의 소명은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소명은 타인 지향적인 가치와 목적을 동기의 원천으로 하며
(Dik & Duffy, 2009), 자신의 목적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목적을 추구하는 친
사회적 동기를 포함한다(Elangovan et al., 2010). 친사회적 동기는 타인에게 긍정
적 영향을 주거나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며(Batson, 1987), 친사
회적 동기가 강할수록 타인을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을 의미한다(Grant,
2007). 특히, 군대, 경찰, 정부와 같은 이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특정 임무를 위한
조직(mission-driven organizations)의 경우 친사회적 동기가 높은 사람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며 서로 협력하고 동료를 돕는 행동이 강하게 나타났다(Grant &
Sumanth, 2009).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느끼는 동물원 사육사들은 동료에 대한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었고(Bunderson & Tompson, 2009), 국내 보육교사를 대
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 소명이 동료에 대한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숙자･전진호, 2018).
동료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조직에 남으려는 의지는 높아진다(Griffeth,
Hom, & Gaertner, 2000; Porter & Steers, 1973). 간호사 등 병원의 직원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동료와의 관계는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Leiter &
Maslach, 1988),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료와의 관계는 상급자인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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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보다 직원의 조직몰입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Raabe & Beehr,
2003).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동료들과의 신뢰와 헌신을
의미하는 프렌드십(friendship)이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신건희･이민수･강원석, 2017). 이외에도 항공사 직원, 경찰공무원, 미국의
예비군 등 다양한 직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료에 대한 신뢰와
강한 응집력은 일관되게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은혜･구본기, 2014; 유재두, 2017; Martin & O’Laughlin, 1984; Mathieu, 1988;
Steers, 1977).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명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동료관계
의 질이 매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mentor)

가설 3. 소명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동료관계의 질이 매개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공군사관학교 2018년 신입생도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사전에 연
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와 공군본부 및 공군사관학교 관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고, 연구자가 공군사관학교에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참가자들이 설문지를 통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은 기
초군사훈련을 위해 공군사관학교에 가입교한 시점부터 1개월 간격으로 3회 실
시하였다. 이 시기는 신입생도가 단기간에 육체적, 정신적 도전을 경험하며 민간
인인 학생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시기로 심리적 변인의 변화가 있을 것으
로 예상하여 설문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신입 사원의 사회화과정에 관한 선행연
구에서 사회화는 입사 초기에 이루어졌고(Ashforth & Saks, 1996; Bauer &
Green, 1994), 신병과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 1개월 후부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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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과정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Cooper-Thomas & Anderson, 2002; Major et
al., 1995) 설문 간격을 1개월 단위로 설정하였다. 각 시점의 설문을 통해 회수된
설문자료는 1차 설문 시 201명, 2차 설문 시 194명, 3차 설문 시 195명이었다.
설문자료 중 불성실응답자(1차 1명, 2차 1명, 3차 2명)의 설문지는 연구에서 제
외하였고, 1, 2, 3차 설문에 대해 동일인의 설문지로 확인된 146명(1차 설문자료
의 72.6%)의 자료만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 146명의 성별은 남성
130명(89.0%), 여성 8명(5.4%), 성별 미표기 8명(5.4%)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0.4세(SD = .71)였다.
2. 측정변인
가. 소명

소명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다차원적 소명척도(MCM-K)를 사용하였다. 한
국판 다차원적 소명척도(MCM-K)는 Hagmaier과 Abele(2012)가 제작한
Multidimensional Measure of Calling(MCM)을 하유진 등(2014)이 한국어로 번역
및 타당화한 것이다. 본 척도는 일 동일시 및 개인-환경 적합, 일의 의미와 가치
추구 행동, 초월적 인도력 등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요인별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측정항목은 Likert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 일을 하면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나는 내 일을 통해 공익에 기여한다’, ‘나는
일할 때 나를 이끄는 내면의 소리를 따른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소명은 공군
사관학교에 가입교한 시점에 측정하였고(Time 1),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78이었다.
나.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Allen과 Meyer(1990)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조직몰입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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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 등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 정서적 애착, 동일시
정도를 측정하는 정서적 몰입 척도 8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유진(2012)의 연구에
서 번안하여 사용된 문항을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
용하였고, 각 측정항목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
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공군사관학교에서 나의 학교생활을 보내는 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한다’, ‘공군사관학교에서 내 자신이 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등이 있다. 조직몰입은 공군사관학교에 정식으로 입교 후 1개월
이 지난 시점으로 최초 설문 시점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측정하였고(Time 3),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4이었다.
다.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Chen 등(2001)이 개발한 NGSE(New General Self-Efficacy) 척
도 8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각 측정항목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예시 문항으로 ‘나는 내가 스스로 세운 목표를
대부분 달성할 수 있다’,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나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고 확신한다’ 등이 있다. 자기효능감은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공군사관학교에
정식 입교한 시점으로 최초 설문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측정하였고(Time
2),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91이었다.
라. 동료관계의 질

동료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LMX-7 척도의 LMX 7문항(Grean & Uhlbien, 1995)을 Sherony와 Green(2002)이 상사를 동료로 바꾸고, 동료관계에 적절
하지 않은 한 문항(당신의 리더는 당신의 잠재력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가)
을 제외하여 동료와의 관계(CWX) 연구에 사용한 6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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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측정항목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설문에 참가하는 생도에게 적합하도록 ‘동료’를 ‘동기’로 번안하였다. 예시 문항
으로 ‘나의 동기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상당히 만족감을 느낀다’, ‘동기들은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관계없이 힘닿는 데까지 최대한
도와주려 한다’ 등이 있다. 동료관계의 질은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공군사관학
교에 정식 입교한 시점으로 최초 설문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측정하였고
(Time 2),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8이었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주요 변인 간 상관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IBM SPSS 25.0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의 신뢰도
(Cronbach’ α)는 .70 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을 충족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소명(Time 1),
조직몰입(Time 3), 자기효능감(Time 2), 동료관계의 질(Time 2)은 모두 변인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1> 각 변인의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

소명 Time 1
자기효능감 Time 2
동료관계의 질 Time 2
조직몰입 Time 3
평균
표준편차

주: N=146, **p < .01.

1

2

3

4

.34**

-

.41**

.45**

-

.44**

.45**

.44**

-

4.78

3.95

3.67

3.76

.62

.60

.6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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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 모형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요인 모형(소명, 자기효능감, 동료관계의 질, 조직몰
입)을 설정하였고, 이를 경쟁모형인 6요인 모형(소명-일 동일시 및 개인-환경 적
합, 소명-일의 의미와 가치 추구적 행동, 소명-초월적 인도력, 자기효능감, 동료
관계의 질, 조직몰입)과 비교하였다. 4요인 모형과 달리 6요인 모형의 경우 소명
의 하위요인을 독립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구성한 모형이다. 모형의 적합도 분
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4요인 모형이 경쟁모형인 6요인 모형
에 비해 CFI, TLI, SRMR 값에 있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명 적합
지수인 AIC의 경우 4요인 모형이 6요인 모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4요인
모형이 더 간명한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차원적 소명척도를 개발한
Hagmaier과 Abele (2012)의 실증 연구에서 소명을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1요인으로 통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Hagmaier & Abele, 2015).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4요인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채택하였고, 소명의 하위요인을
구별하기보다는 소명을 하나의 구성요소로 간주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
6

요인 모형
요인 모형

χ²

df

CFI

TLI

RMSEA

SRMR

AIC

116.34

71

.96

.95

.07

.05

212.34

271.08

155

.92

.91

.07

.75

421.08

3. 자기효능감 및 동료관계의 질의 매개효과

소명이 자기효능감과 동료관계의 질을 통해 조직몰입에 이르는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단계적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3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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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검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표 3>
에 제시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소명은 조직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β = .44, p < .001). 이는 생
도의 소명이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
이다.
<표 3> 소명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 동료관계의 질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1
2

3

변인
소명 Time 1 → 조직몰입 Time 3
소명 Time 1 → 자기효능감 Time 2
소명 Time 1 → 동료관계의 질 Time 2
소명 Time 1 → 조직몰입 Time 3
자기효능감 Time 2 → 조직몰입 Time 3
동료관계의 질 Time 2 → 조직몰입 Time 3

주: N=146, *p < .05, ***p < .001.

B

SE B

β

t

.41

.07

.44

5.91***

.32

.08

.34

4.29***

.43

.08

.41

5.38***

.25

.07

.27

3.49***

.26

.08

.27

3.38***

.18

.07

.21

2.56*

다음으로 2단계 모형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소
명은 자기효능감(β = .34, p < .001)과 동료관계의 질(β = .41, p < .001)에 유의한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 모형에서 자기효능감(β
= .27, p < .001)과 동료관계의 질(β = .21, p < .05)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과 동료관계의
질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소명은 조직몰입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β
= .27, p < .001), 자기효능감과 동료관계의 질은 소명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부분
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경로계수를 <그림 1>
에 표기하였다.
소명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동료관계의 질의 매개효과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를 이용
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
다. 부트스트래핑으로 추출된 표본 수는 5,000개였고 매개효과 계수는 자기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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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08, 동료관계의 질 .08이었으며, 두 변인 모두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자기효능감, 동료관계의 질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
다. 추가적으로 소명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총 효과(total
effect)를 계산한 결과 각각 .25, .4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동료관
계의 질이 소명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설
2와 가설 3은 지지되었다.
<표 4> 자기효능감, 동료관계의 질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변인
자기효능감 Time 2
동료관계의 질 Time 2

신뢰구간
상한값

Boot SE

하한값

.08

.04

.02

.17

.08

.04

.02

.16

<그림 1> 연구모형 및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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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를 대상으로 소명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소명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동료관계의 질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명이 조직몰입에 미
치는 정적인 영향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소명의 결과변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인의 안녕감과 직무 태도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며, 상대적으
로 소명과 조직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부족했다(Cardador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소명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소명이 조직
몰입에 대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했다. 이는 소명과 조직몰입의
정적 관계를 밝힌 기존의 연구결과(윤소천 등, 2013; 하유진, 2012; 함성수, 2014;
Duffy et al., 2011; Neubert & Halbesleben, 2015)와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는
종단 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여 공군사관학교 입교 당시 생도의 소명 수준이
2개월 후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으며, 경력 진입 당시 최초의 소명이
추후 조직과 관련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둘째, 소명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자기효능감과 동료관계의 질이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소명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밝혀
진 변인은 경력몰입(하유진, 2012; Duffy et al., 2011)과 심리적 자본, 도덕적 의
무감, 조직동일시(윤소천 등, 2013; 함성수, 2014), 소명 실행을 위한 수단
(Cardador et al., 2011) 등이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소명이 다양한 결과변인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캐나다의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소명이 미래의 경력과 진로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영향을 미쳤는
데 자기효능감은 그 관계를 매개했다(Domene, 2012).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명은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학업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Duffy, Allan,, & Dik, 2010), 한국의 보험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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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과 업무성과 및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자기효능감이 매개하였다(Park et
al., 2016).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소명의 영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자기효능감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료관계의 질은 그 중요성에 비해 소
명과 결과변인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거의 연구되지 않은 변인이다. 학자들은
소명 연구에 있어서 관계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해왔다(박지영･손영우,
2018; Cardador & Caza, 2012; Dobrow, 2013). 동료와의 관계는 개인이 일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Wrzesniewski, Dutton, & Debebe,
2003), 소명의 인식과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동료와의 관계에 따라서
소명의 효과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Cardador & Caza, 2012), 동료관계의 질은 소명과 조직 및 직무 태도의 관계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이다. 본 연구는 소명과 동료관계의 질의 정적 관계
를 밝히고, 소명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한 동료관계의 질의 매개효과를 실증적
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사관학교 훈육 요원은 생도
의 사관학교에 대한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소명의 함양이 중요함을 인지하
고, 생도의 소명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행연구
에 따르면 개인이 진로에 대한 명확성을 갖고(Duffy et al., 2014), 미래의 경력을
계획하며(Hirschi & Hermann, 2013),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vocational
development)을 높이는 것이(Duffy et al., 2011) 소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생도들이 스스로 명확한 진로를 계획하고,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
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명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생도의
자기효능감과 동료관계의 질이 조직몰입의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생
도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고 원만한 동료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도들의 교
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소명이 높다고 해도 대인관계가 건강하지 않거나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소명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
(Cardador & Caza, 2012). 소명을 가진 생도들이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고 동료관
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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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관학교에서 생도 선발 시 지원자의 소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력
진입 초기의 소명은 종단적으로 직무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Dobrow & Heller, 2014; Duffy et al., 2014; Hirschi & Hermann, 2013), 공군사관
학교에 재학 중인 생도를 대상으로 소명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초에
자신의 소명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진로를 소명으로 인지하는 지원자를 선발한다면 사관학교와 군 조직에 정서적
애착을 갖고 긍정적인 직무 태도로 군 생활을 이어갈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개월에
걸쳐 세 시점에 설문을 진행한 종단연구이다. 소명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을 3
개월의 기간 동안 연구한 단기종단 연구의 사례(Duffy et al., 2014)가 존재하지
만, 공군사관학교 생도의 소명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관찰하기
에는 너무 짧은 기간일 수 있다. 향후 더 긴 기간 설정을 통한 종단연구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또, 본 연구는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명과 조직몰입, 매개변인의 관계를
파악했지만, 변인 간의 인과관계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변인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소명과 조직몰입의 명확한 인과관계와 각 변인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문 시 같은 변인을 반복 측정하여 인과관계의
방향과 크기, 변화의 유의성을 분석해야 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시 모든 변인
을 반복 측정하지 않아 변인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그쳤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변인 간의 인과관계와 각 변인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종단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는 대상이 공군사관학교 생도이므로 연구결과를 다른 조직 및
직종의 사람들로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생도들은 입교와 동시에 진로가
정해지므로 일반 대학생들과 차이가 있으며, 군 조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도들은 사관학교 내에서 단체생활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
을 동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에 동료와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상호, 2003). 또한 새로운 조직에 대해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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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는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Bauer et al., 2007), 생도의 소명
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동료관계의 질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이후 다양한 직종과 경력의 학생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소명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및 동료관계의 질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매개변인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조절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명에 따르는 삶(living a calling)은
소명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ark et al., 2016), 개
인-조직 적합성(person-organization fit)은 직업가치와 조직몰입의 관계를 조절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예슬 외, 2013). 이와 같은 변인을 탐색하여 소명과 조직몰
입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동료관계의 질의 매개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조절변인을 밝혀낸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구체화하고 소명과 조직 관련 태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사관학교의 생도를 포함한 군인을 대상으로 소명에 대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군인의 소명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 그 결과들이
제공하는 실무적 함의가 군 조직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한 본질적이고 실용적인
지향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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