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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기업  공공기 의 교육훈련 참여자 특성을 팔로워십, 공동체의식, 성실성으로 구분하

고 이들 특성과 조직유효성과의 향 계를 규명하는 것이며, 한 커뮤니 이션의 매개효과를 검토해보

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팔로워십과 공동체의식은 커뮤니 이션에 정

인 향을 미쳤으나 성실성은 인과 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커뮤니 이션은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참여자의 특성과 조직유효성과의 계에서 커

뮤니 이션이 매개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교육 로그램은 직무 심 교육에만 치 하지 말

고 팔로워십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종업원 개인의 가치 을 확립하고 조직구성원 간의 의사소

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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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aimed at comprehending influence among education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followership, sense of community, conscientiousnes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investigating mediation role of communic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llowership 

and sense of community play an important role for communication. But conscientiousness did 

not affect  communication. Second, communication has directly affected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the relation between education program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ere mediated by communic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e educational program is designed and developed based on employee's attitude of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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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변하는 경 환경 속에서 기업의 생존  성장을 

해서는 경쟁우 의 한 요소인 경 능력향상이 요구된

다. 이러한 기업목표를 이루기 한 경 능력에 한 

심과 집 의 부분은 최고경 자인 리더에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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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팔로워십 시 가 도래

하고 최고경 자에게 집 되었던 힘의 세분화가 조직

의 구성원들에게 확산됨으로써 나타난 상은 구성원

의 업무 포지션에 따른 문지식의 축 과 기능 습득을 

통해 개개인의 지식과 기능 향상은 물론 성취동기  

근로의욕을 진시킴으로써 개인의 발 과 조직의 발

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훈련은 조직이 존재하고 성장·발 하는데 있어 

본질 이며, 필수 인 기능을 수행한다. 직무교육을 포

함한 교육훈련은 기업에게는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경력개

발과 련된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25].

교육훈련의 목 은 경 능률향상과 인재육성을 통해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는 것이다. 교육 로그램이 잘 구

성되고  교육에 한 교육생들의 반응도와 성취도가 높

다 하더라도 실제 업에서 직·간 으로 기업의 성과

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기업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이며 교육의 존재가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

은 단순히 직무지식이나 문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그

치지 않고 직업 의 육성이라든가 조직에 한 귀속의

식을 높이고 사기를 올리는 것과 같은 태도  가치  

함양에 상당한 기 를 두고 시행되어야 한다.

지 까지 교육훈련에 한 연구는 훈련자의 교육참

여 동기, 강사의 자질, 조직 환경 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향[6]과 직업특성에 따른 효과성 차이[2][23]에 국한

되어 있으며, 직무 심에서 탈피한 교육 로그램 참여

자의 개인  특성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조직이 수행하는 교

육훈련의 목 은 교육 참여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훈련이 조직이 원

하는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교육에 참여하는 구성

원이 자니고 있는 개인  성향 에서 어떠한 요인이 

교육성과에 향을 미치는지 악하여 그 요인을 향상

시키거나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내부마 기반 교육 참여자 특성  조직 

활동에서 요구되는 팔로워십, 공동체의식, 성실성 등이 

커뮤니 이션과 직무만족·조직몰입 등 조직유효성 변

수에 미치는 정  향에 한 효과를 실증 으로 밝

히는데 목 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내부마케팅으로써의 교육훈련
내부마 은 기업의 내부고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을 두고, 종업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업 내 

경 환경에 따라 최종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기업

의 능력이 결정된다는 사고를 기 로 한다. 종업원에 

한 교육훈련은 인사  조직론 뿐 아니라 내부마  

역에서도 요한 요소이다[22].

교육훈련 시스템은 경 자의 폭 인 지원 하에 이

루어져야 하며, 종업원 개개인에게 다른 종업원과 연

된 각자의 역할, 기업내부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시킴으

로써, 이들이 조직에 한 지와 포 인 견해를 가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팔로워십
과거에는 조직의 성과를 표하는 변수  하나로 주

로 리더십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팔로워의 역할이 강조

되고 있다. 

팔로워십은 팔로워가 리더와 함께 조직의 공유된 목

표를 달성하기 해 개인이나 집단행동에 향을 미치

는 과정이자 조직의 성과창출  목표달성을 해 리더

와 공감 를 형성한 가운데 팔로워의 역량을 바탕으로 

리더의 리더십을 효과 으로 지원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7].

조직의 목표는 한 두 사람에 의해 달성될 수 없고, 잘 

훈련되고 교육받은 구성원들에 의해 서비스나 상품이 

제공되었을 때 고객만족을 창출할 수 있다[3]. 팔로워는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격려하고 동료를 생각

하며, 조직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도덕 이고 심리

 균형을 유지할 뿐 아니라, 목표달성을 해서 함께 

공동으로 노력할 의지가 있다[15]. 기업의 성과창출을 

해서는 팔로워의 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모범형 팔

로워를 육성해야 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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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 팔로워십은 커뮤니 이션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3. 공동체의식
기업이나 공공기 은 공유된 목 을 가지고 조직된 

사회  집단이고 공동체이다. 공동체 내에서 인간은 개

인 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고, 존 받을 수 있으며, 

요한 소속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공동체의 개

념은 개인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며, 

이것은 자신의 내 자아와 타인들의 내 자아의 교감 

같은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24].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이란 직장을 공동

체로 바라보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로서, 조직 내 구성원과 조직에 

하여 공동체감을 지각하는 상태이다[24].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는 조직 구성원은 자신과 수직

·수평 으로 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의 요성을 인식하고, 자신과 조직의 연계성을 항상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한 조직 내의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고, 자신의 성장을 지속 으로 추구

하면서도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것의 요성을 인식

하고 노력한다. 즉 공동체의식이 강한 구성원이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고, 타인을 도우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

며, 항상 조직과 다른 구성원과 함께하는 것을 요하

게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요하게 생

각할 것이다[24].

H2 : 공동체의식은 커뮤니 이션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4. 성실성
성격의 5요인 모델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성실성

(conscientiousness)은 성취하려는 목표를 조직화하고 

지속 으로 추진하려는 경향성으로 정의된다[5]. 

성실성은 치 성, 근면성, 완벽성, 신 성 등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나 계획 세우기 같은 

과업의 시도와 련이 있다[27].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해 노력하는 정도

를 말한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치 하고, 부지런하며, 철 하

고 완벽주의 인 모습을 보인다. 반면,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업무를 충 처리하며, 게으르고 낮은 

책임감을 보인다. 다양한 직무에 한 메타분석에서 성

격 요인  성실성이 직무수행과 가장 큰 련성을 보

다[28]. 개인의 직무수행을 측할 때 인지능력은 가

장 좋은 측변수이다. 하지만 과업수행을 측할 때 

인지능력보다 성실성이 더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

을 발견했다[26]. 

타인을 신뢰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집단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 행 와 계없이 력을 지속 으로 추

구하는 행동을 보임을 확인하 다[21]. 타인의 신뢰를 

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에 한 이해를 바탕으

로 할 것이며, 타인에 한 이해는 커뮤니 이션을 통

해 형성될 것이라 측할 수 있다. 

H3 : 성실성은 커뮤니 이션에 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5. 커뮤니케이션 매개효과
커뮤니 이션은 리더와 조직구성원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커뮤니 이션이 효과 으로 발

휘된다면 한 조직의 성과뿐만 아니라 조직간 거래에서

의 성과(신뢰, 계몰입 등)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인

식되고 있다[4].

커뮤니 이션, 직무만족, 직무성과는 서로 상 계

가 높아서 커뮤니 이션 만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 고[31], 간호사를 상으로 

한 의사소통 만족과 직무 만족간의 계 연구에서도 의

사소통 만족과 직무만족 사이에는 정의 상 계가 있

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의사소통 만족이 증가할수록 

직무만족도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35].

올바른 커뮤니 이션을 용하여 형성된 직무만족이 

조직에 미치는 요성을 악해 보면, 첫째, 직무만족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둘째, 조직외부 뿐 아니라 조

직내부에서도 인간 계를 원만히 유지해 나갈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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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직률과 결근율이 어들어 생산성이 증가되며, 

넷째, 자신의 직무생활에 만족을 느낀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사회를 정 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자체 PR기능 

 조직에 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20].

H4 : 커뮤니 이션은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 내 상호이해는 커뮤니 이션을 매개로 발생하

여, 조직 내 커뮤니 이션의 원활한 작용이 조직몰입에 

정의 향을 미치고, 커뮤니 이션 을 통해 조직몰입을 

증진시킨다[38]. 

선행연구에서는 조직몰입과 커뮤니 이션 분 기, 

상사와의 커뮤니 이션은 유의한 정의 인과 계가 있

으며 이러한 커뮤니 이션이 조직을 원활하게 운 하

는 역할을 하며[1], 상 자와 상향  커뮤니 이션이 잘 

이루어질수록 조직 구성원들의 몰입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10].

커뮤니 이션을 하게 활용하면 종업원이 조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조직을 한 노력 의사는 

개인  피드백, 매체의 질, 조직  통합에 의해 나타나

고 조직에 남으려는 욕구는 조직에 정 인 향을 미

친다[11].

커뮤니 이션 능력은 조직 내 서열을 통해 달되는 

업무지시나 조직 구성 간에 행해지는 정보의 상호 교환

에 있어 조직의 목표성취에 매우 요한 기능을 하고, 

조직구성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하 체계들을 통합하는 

요한 요소가 되며, 목표달성과 련되어 조직의 성과

에 향을 주고 있으며[9], 조직의 성과 변수  직무몰

입은 핵심 인 지표이다. 

H5 : 커뮤니 이션은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개념적 모형

기업에게 있어 교육훈련은 인 자원 리와 내부마

 차원에서 매우 요한 요소이다. 특히 최근 이직률

이 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한 충성도

를 높이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지속

인 교육훈련을 통한 마인드 환이 매우 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 참여하는 종업원의 개

인  성향에 한 검토와 그 향 계를 악하는 것은 

교육의 질  리와 성과 향상을 해 핵심 으로 다루

어져야 할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마  에서 교육훈련 참여

자 특성, 즉 팔로워십, 공동체의식, 성실성 등이 커뮤니

이션과 직무만족·조직몰입 등 조직유효성 변수에 미

치는 정  향에 한 효과를 실증 으로 밝히는데 

목 이 있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모형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팔로워십은 측정 도구의 2개 차원인 독립  사고와 

능동  참여  업무 특성에 따라 측정 가능한 능동  

참여차원을 선정하 고[32], 신 옥의 연구를 참고하여 

9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15].

공동체의식이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연결되어져 있

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로서 조직 내 구성원과 조직

에 하여 공동체감을 지각하는 상태이며[24], 6개 문항

을 측정도구로 사용하 다.

성실성은 조직에서 규칙, 규범, 원칙 등을 지키려는 

개인 인 차이의 정도로 정의하고, 5개 문항을 ‘  그

지 않다’에서 ‘매우 그 다’의 5  척도로 응답하게 

하 다[16][29].

커뮤니 이션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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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이해해주기를 바라면서 행하는 모든 행 이며, 그

것은 상 방에게 달하고 상 방으로부터 듣고 이해

하는 계통  계속 인 과정으로 정의하며 3개 문항을 

사용하 다[13].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이 직무에 련한 정  혹

은 부정 으로 느끼는 정서  반응을 의미하며, 반  

직무만족  3문항을 사용하 다[18].

본 연구에서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한 

강한 신뢰와 수용, 조직을 하여 열심히 일하고자 하

는 의지,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의미한다[36]. 조직몰입은 정서  몰입에 해당하는 것

을 본 연구의 목 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총 7개 항목

을 사용했다[20].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은 사회과학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설문조사 방식을 이용하 다. 자료 수집

은 교육 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공기   사기업의 교

육참여자를 상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교육수료 이후

에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 고 총 19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  특

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실

시 하 으며, 둘째, 사용한 측정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

도 분석을 하 다.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을 측정하

으며[30]. 한 변수의 수렴타당성과 별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마지

막으로 본 연구에서 가설화 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검증

을 실시하 다. 

4.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실

시한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88명

(45.4%), 여성 106명(54.6%)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지만 남녀의 비율은 하게 

배분되었다. 연령은 30세 미만이 23명(11.9%), 30세 이

상에서 40세 미만이 73명(37.6%),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이 77명(39.7%), 50세 이상이 21명(10.8%)으로 나

타나 3·40 의 비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고졸이 19명(9.8%), 졸이 159명(82.0%), 기타 석사와 

박사 학 자가 각각 15명과 1명으로 조사되었다. 직

은 사원이 69명(35.6%)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으

며, 과정과 리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은 주로 공공기

 종사자가 높은 비 을 차지하 으며(79명, 40.7%), 

서비스업과 제조업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직

군은 지원 리 47명(24.2%), 재무회계 52명(26.8%), 

략기획 순으로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

는 [표 1]과 같다.

항목
빈도
(명)

비율
(%)

항목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88 45.4

직종

제조업 1 0.5여성 106 54.6

연령
30세 미만 23 11.9 서비스업 44 24.730~40 73 37.6
40~50 77 39.7 공공기관 79 40.750세 이상 21 10.8

학력
고졸 19 9.8 기타 70 36.1대졸 159 82.0
석사 15 7.7

직군

지원관리 47 24.2박사 1 0.5
교용
형태

정규직 170 87.6 전략기획 10 5.2
비정규직 24 12.4 재무회계 52 26.8

직급

사원 69 35.6 영업 5 2.6
대리 13 6.7 생산 1 0.5
과장 15 7.7 마케팅 6 3.1
차장 6 3.1

기타 73 37.6부장 이상 3 1.5
기타 88 45.4

표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Ⅳ. 결과 분석

1. 측정항목의 평가
구성개념의 측정항목들이 별타당성과 수렴타당성

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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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측정문항
비표 화된
요인 재치

표 화된요
인 재치

S.E. Critical Ratio CR Cronbach’s α

팔로워십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의 조화 1.000 0.754 　 　

0.931 0.910
최선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발취하여 업무수행 1.100 0.837 0.090 12.19
업무에 대한 열의로 동료를 활기차게 함 0.957 0.729 0.092 10.41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 1.061 0.841 0.087 12.26
조직에 가치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 발휘함 1.062 0.852 0.085 12.45
담당업무보다 많은 일을 하여 조직에 공헌함 1.040 0.752 0.096 10.78

공동체의식

조직에서 원하는 바를 달성함 1.000 0.811 　 　

0.944 0.922
조직의 중요한 일원임 1.066 0.844 0.077 13.84
조직과 개인의 바람직한 상호관계 1.109 0.837 0.081 13.68
조직과의 밀접한 관련성 1.103 0.855 0.078 14.10
향후 지속적인 관계유지 1.184 0.846 0.085 13.87

성실성

유능함 1.000 0.788 　 　

0.923 0.895
관리 능력 0.990 0.712 0.094 10.49
목표달성노력 1.120 0.878 0.082 13.66
자아 통제력 1.018 0.812 0.082 12.37
확실한 업무처리 1.018 0.796 0.084 12.06

커뮤니케이션
구성원과의 의견교환 1.000 0.904 　 　

0.950 0.928자유로운 의견 제기 1.029 0.889 0.055 18.55
원만한 의사소통 0.976 0.913 0.050 19.65

직무만족
전반적 만족 1.000 0.907 　 　

0.953 0.943다른 조직의 구성원보다 직무에 대해 만족 1.052 0.932 0.049 21.65
같은 직장 내의 구성원보다 직무에 대해 만족 1.036 0.923 0.049 21.16

조직몰입

조직과 개인의 가치 유사성 1.000 0.821 　 　

0.922 0.909
조직 구성원에 대한 자랑스러움 1.063 0.875 0.072 14.81
조직에 대한 타인의 칭찬 1.095 0.822 0.081 13.48
조직 업무수행방식에서 능력을 발휘함 0.914 0.762 0.076 12.09
정년까지 근무하고자 하는 욕구 1.128 0.734 0.098 11.49
조직의 미래에 대한 고민 1.008 0.760 0.084 12.05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성 분석

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정제된 모든 구성

개념의 측정항목들이 내  일 성이 있는지를 검토하

기 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여 측정도구의 신

뢰도를 확인하 다. 변수의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각 

변수의 Cronbach’s α값은 0.8보다 높아 변수의 신뢰성

이 확보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검증은 

개별 측정항목의 신뢰성(item reliability), 내  일 성

(internal consistency) 확인을 한 수렴타당성

(convergent validity), 그리고 구성개념 간의 별타당

성(discriminant validity)에 한 확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내  일 성을 측정하기 한 기 은 합성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사용하여 단할 수 있다. 개

념 신뢰성을 확인하기 해서는 CR이 0.7이상[34], 

AVE가 0.5이상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성

개념들은 모두 0.7이상의 CR1값과 0.5이상의 AVE값을 

나타내고 있어 내 일 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인의 정제를 통해 팔로워십은 9개 문항  6개, 공

동체의식은 6개 문항  5개 문항, 성실성 5개 문항, 커

뮤니 이션 3개 문항, 직무만족 3개 문항, 조직몰입은 7

개 문항  6개가 선택되었다. 

별타당성을 측정하기 해서는 측정항목의 재값과 

다른 련 변수들에 한 교차 재값(cross-loadings)

을 살펴볼 수 있고, AVE의 제곱근과 다른 변수와의 상

계수 값을 확인하면 된다. 측정항목에 한 재값이 

교차 재값보다 크면서 0.7이상이면 다른 요인과 구별

이 된다고 말할 수 있으며, 개별 구성개념의 AVE의 제

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과의 상 계수보다 크면 역시 

별타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내생변수  외생변수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분석결과, 합도 지수는 =5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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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335, Normed 1.63, P=.000), GFI=0.843, AGFI=0.810, 

RMR=0.03, RMSEA=0.057, IFI=0.955, TLI=0.949, 

CFI=0.955로 나타나 모형 합도는 만족스럽게 나타났

다. 다만 GFI가 0.9 이하로 양호한 편은 아니지만 0.81 

이상으로 수용 가능한 역에 포함되었다[33]. 한 잠

재요인 신뢰도도 0.9 이상으로 나타나 집 타당성이 양

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팔로워십
공동체의
식

성실성
커뮤니
이션

직무만족 조직몰입

팔로워십 1.000 　 　 　 　 　
공동체
의식 .734 1.000  　 　 　 　

성실성 .830 .718  1.000 　 　 　
커뮤니케
이션 .755 .768 .692  1.000 　 　

직무만족 .690  .812  .664  .678  1.000  　
조직몰입 .699  .799  .601  .645  .825  1.000 

표 3. 상관관계분석

　 팔로워십
공동체
의식

성실성
커뮤니
이션

직무만족 조직몰입

팔로워십 .742* 　 　 　 　 　
공동체
의식 .539 .770*  　 　 　 　

성실성 .689  .516  .706*  　 　 　
커뮤니케
이션 .570 .590 .479 .863*  　 　

직무만족 .476 .659  .441  .460 .871*  　
조직몰입 .489  .638 .361  .416  .681 .711*  

표 4. 판별타당성 분석

*:AVE(평균분산추출값).AVE값 아래: 상관관계제곱값

내생변수와 외생변수의 별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는 [표  3]과 [표 4]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평균분산

추출값(AVE)이 변수 간 상 계 제곱보다 크기 때문

에 별타당성은 확보되었다. 

2. 가설의 검증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의 합

도와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앞에 실시한 신뢰

성 분석과 요인분석결과를 기 로 AMOS 21.0을 활용

한 구조방식모형분석을 실시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얻어지는 경로계수를 통

해 설정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서는 변수들 간의 

계에 한 모형의 합에 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참여자의 특성이 커뮤니 이션과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한 결과 합도 지수는 

=700.003(d.f=342, Normed =2.047, P=.000), 

GFI=0.893, RMR=0.059, RMSEA=0.074, IFI=0.924, 

TLI=0.916, CFI=0.924로 나타났다. 

가설 경로
경로
계수

표
오차

C.R.
(Critical 
Ratio)

채택
여부 

H1 팔로워십⇢커뮤니케이션 0.426 0.116 3.684*** 채택

H2 공동체의식⇢커뮤니케이션 0.629 0.092 6.806*** 채택

H3 성실성⇢커뮤니케이션 0.020 0.111 0.182 기각

H4 커뮤니케이션⇢직무만족 0.870 0.072 12.135*** 채택

H5 커뮤니케이션⇢조직몰입 0.735 0.070 10.516*** 채택

주 : ** p<.05, ***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측정모델 적합도 지수
=700.003(d.f=342, Normed =2.047, P=.000), GFI=0.893, 
RMR=0.059, RMSEA=0.074, IFI=0.924, TLI=0.916, CFI=0.924

표 5. 구조방정식 가설검증 결과

[표 5]의 가설검증결과, 팔로워십(경로계수: 0.426, 

CR: 3.684)과 공동체의식(경로계수: 0.629, CR: 6.804)은 

커뮤니 이션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나 성실성(경로계수: 0.020, CR: 0.182)은 인과성이 존

재하지 않았다. 성실성이 유의하지 못한 결과가 제시된 

것은 조직구성원은 부분 자신이 불성실하다고 생각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며, 한 성실성은 교

육을 통해 개선되기 어려운 사람의 본질 인 속성에 기

인한 요인이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리

고 커뮤니 이션과 조직유효성과의 계를 검증한 결

과, 직무만족(경로계수: 0.870, CR: 12.135)과 조직몰입

(경로계수: 0.735, CR: 10.516)에 모두 유의한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 내 커뮤니 이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조직이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

는 궁극 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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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 개인의 역량발휘를 통해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는 내부마 으로써의 교육훈련 콘텐

츠, 즉 팔로워십, 공동체의식, 성실성 등이 커뮤니 이

션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 조직유효성 변수에 미치는 

정  향에 한 효과를 실증 으로 밝히는데 목

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팔로워십과 공동체의식

은 커뮤니 이션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그러나 성실성은 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

라서 기업은 직무 심의 교육에만 치 하지 말고 구성

원의 팔로워십 향상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

육 로그램을 지속 으로 개발·실행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커뮤니 이션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커뮤

니 이션을 강화함으로써 종업원 자신이 재 담당하

고 있는 직무와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 한 몰입을 강

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날 과도한 개인주의  성향과 공동체에 한 인

식의 결여는 조직에 있어서도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 조직이 성과를 달성하기 해서는 개별 구성원이 

각자 맡은 일에 한 애착과 조직 내 구성원들과의 조

화가 필수 이다. 상 를 먼  생각하고 배려하는 계

지향 이고 공동체  의식이 많이 포함되는 정서지능

과 팔로워십의 교육이 함께 구성되어 이루어진다면, 개

인주의 인 성향의 리스크를 보완하고 커뮤니 이션을 

강화함으로써 조직유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 에도 불구하고 연구 상에

서 사용된 표본이 공공기 과 일반 사기업이 함께 분석

에 사용되어 있어 그 차이 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공공기 과 일반 사기업의 차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 내부마 을 한 다

양한 교육 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데, 향후 연구에서

는 회복탄력성, 감성지능 향상 등의 교육 로그램에 

한 향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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