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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직무태도는 조직 체에 큰 향을 미치며, 직무태도에 향을 미치는 개인  변수로 주목받고 있는 것

이 심리  자본이다. 심리  자본은 개인이나 집단수 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요하다. 특히 심리

 자본은 종사원의 정 인 직무태도를 확립하는데 가치가 있다. 한 높은 심리  자본을 지닌 종사원

은 정 인 서비스 풍토 속에서 그들의 성과를 달성하기 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  자본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향 계를 실증 으로 규명하고자 문헌연구와 더불

어 호텔기업의 종업원들을 상으로 295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연구결과, 첫째, 심리  자

본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  자본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  자본과 직무만족의 계에서 서비스 풍토의 조 효과는 유의한 것으

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 과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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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capital, job 

attitude, and service climate of employees in hotel corporations. Psychological capital has been 

demonstrated to be important for performance at both individual and group levels of analyses. 

In addition psychological capital has been shown to provide additive value to more established 

measures of employee’s positive job attitudes. 

To accomplish this study, it was determined that the analysis derived from a hypothesis and 

literature reviews and data collected from 295 employees in hotel corporations.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ed as follows. 

First, Psychological capital has a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Second, Psychological 

capital has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Service climate was also 

found to have moderating effect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apital and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presented including 

some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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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우수한 인 자원의 확보와 유지가 핫이슈인 가

운데 기업은 직원들에게 보다 높은 충성심과 몰입을 요

구하고 있다. 인 자원에 한 의존도가 높은 호텔기업

도 서비스에 수반되는 종사원의 직무태도가 경쟁우

의 토 가 되고 있다. 즉 만족한 종사원이 고객 만족과 

고객 충성도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1]. 직무태도는 

조직 체에 큰 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부분

의 경 자는 이들 요인에 해 상당한 심을 갖고 있

다[2]. 이러한 측면에서 직무태도에 향을 주는 개인  

차원에서의 요한 변수를 악하고 이해하기 해 최

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심리  자본이다. 심리  

자본은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정 인 심리  특성

을 활용하여 진취 인 사고와 행동을 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4]. 이러한 심리  자본은 

조직의 비약 인 발 과 경쟁우 에 매우 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5]. 심리  자본은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정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보고되

고 있다[6-8]. 한 서비스 풍토와 같은 조직 풍토는 종

사원의 심리  자본과 그들의 성과 사이의 계에서 잠

재 인 역할을 할 수 있다[9]. 서비스 풍토는 특정 서비

스 상황에서 보상을 받고 지원을 받으며, 기 하는 제

도와 행동에 해 종사원이 공통 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10]. 즉 호텔기업에서 서비스 에 있는 종

사원은 고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종사원

이 지각하는 조직의 풍토는 그들의 직무태도에 향을 

미치며, 여과 없이 고객에게 달되고, 서비스 품질에도 

매우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11][12]. 

이처럼 개인의 심리  자본과 서비스 풍토에 한 지

각이 직무태도에 요한 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

리  자본이 직무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그리

고 이들의 사이에서 서비스 풍토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를 살펴본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다시 말해서 고객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 있는 호텔종사원이 지

각하는 서비스 풍토가 이들의 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

는지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호텔기업에서 심리  자본과 직무태

도의 계성을 살펴보고 이들이 어떠한 시사 인 의미

를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 인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  자본에 한 이론  근을 통하여 개

념을 정립하고 련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둘째, 심리  자본과 직무태도의 계를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다.

셋째, 심리  자본과 직무태도의 계에서 서비스 풍

토가 조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넷째, 분석결과를 토 로 시사 을 도출하여 효율

인 인 자원 운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심리적 자본 
심리  자본은 인 자본, 사회  자본, 그리고 재무  

자본을 넘어 자본의 개념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인간의 

정 인 측면에 심을 가지자는 데서 출발한 개념이

다. 즉 심리  자본은 정  심리학을 바탕으로 연구

해 왔으며 보다 확장된 연구가 진행되면서 정 인 조

직행동으로 연구가 발 된 개념이다[13]. 심리  자본

이란 네 가지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개개인의 정

인 심리상태이다[14]. 첫째, 자기효능감(efficacy)은 조

직구성원의 동기를 집결시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주

어진 상황에서 특별한 과업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

는 행동에 한 확신과 자신감을 말한다[15]. 둘째, 희

망(hope)은 목표를 향한 추진력과 필요한 경우 목표를 

달성하기 해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공

을 하여 어려운 일에 착했을 때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낙천주의(optimism)는 실

패의 상황에서도 좌 하지 않고 재와 미래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정 인 특성이다. 넷째, 탄력성(resilience)

은 문제 에 막혔을 때 성공을 얻기 해 극복할 수 있

는 능력을 말한다.

심리  자본에 한 실증분석을 종합해 보면, 심리  

자본의 수 이 높은 사람은 정  감정을 유발하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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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태도에 정  향을 주며, 직무성과에 정의 향을 

주고 동시에 상사에 한 믿음을 증가시켜 개인의 성과

를 향상시키고, 조직의 발 과 성장을 해 동료를 돕

는 자발  조직행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직의도, 

조직 냉소주의, 그리고 반생산  과업행동에 부정  

향을 미친다[2]. 

       

2. 직무태도
직무태도의 주요한 변수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

의도, 조직시민행동 등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바람직한 것이 있고 바람직하지 않

은 것도 있다. 바람직한 태도 가운데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이 구성원의 태도변수로 지속 인 주목을 받는 이

유는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한 만족여부에 의해 조직

체에 하여 정 일 수도 있고 부정 일 수도 있기 

때문이며,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몰입할수록 결근  이

직과 같은 부정 인 행동수 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

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직

무태도의 구성요소로 보고자 한다. 직무만족은 조직구

성원이 그들의 직무에 해 갖는 느낌이나 신념의 집합

체 이다[16]. 즉 자신의 직무나 직무경험의 평가로부터 

즐겁고, 정 인 상태를 말한다[30]. 직무에 만족하는 

조직구성원은 직장에서 에 띄게 되고 보다 높은 수

의 성과를 달성하며, 조직에 잔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하다[17]. 조직몰입은 조직에 한 애착과 동일시

에 한 개인 인 감정의 강도를 말한다[18]. 즉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고 조직에 한 개인 인 동일시

와 련성의 강도이다[19]. 조직몰입은 행동과 연장근

무 선택 등을 통하여 조직에 그들의 모든 에 지를 기

꺼이 제공한다[20].        

3. 서비스 풍토
풍토란 본질 으로 기능 인 것이며, 조직풍토는 일

반 으로 특정 조직에서 보상받고, 지원받는 행 , 차 

그리고 행동에 한 조직구성원들의 공유된 지각을 말

한다[21]. 서비스 풍토란 고객의 욕구를 효과 으로 충

족시켰을 때 보상받고, 후원을 받거나 기  받는 행, 

정책, 차에 한 종사원의 지각을 의미한다[22]. 즉 

종업원들에게 그들의 조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존

받고 보상 받을 수 있는 태도인지에 한 명확한 지침

을 공유하는 것이다. 서비스 풍토에 한 지각이 높을 

때가 낮을 때 보다 심리  자본이 성과에 보다 강하게 

향을 미친다[24]. 즉 서비스풍토와 고객이 지각하는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사이에는 정 인 계가 존재

한다[23]. 따라서 서비스 기업은 종업원들의 고품질 서

비스를 유도하기 해서 먼  조직 내에서 좋은 서비스

를 제공한 직원에 해서 보상하고 지원 하는 등의 서

비스가 시 되는 풍토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11][22].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1.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심리  자본, 서비스 풍토 그리고 직무태

도에 한 계를 악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을 

토 로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연구모형에서는 심리 자본과 직무태도의 계, 이들

의 계에서 서비스 풍토의 조 효과로 이루어진 연구

모형을 제안하 다.

그림 1. 연구모형

1.2 연구가설의 설정
1.2.1 심리  자본과 직무태도의 계

심리  자본은 바람직한 직무태도에 정 인 계

가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직무태도에는 부정 인 

계를 가지고 있다[24]. 심리  자본이 높은 종사원들은 

심리  자본이 낮은 종사원들에 비해 직장에서 좋은 일

이 일어나기를 기 하고 자신의 직무에서 즐거움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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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들 자신의 성공을 믿는다. 한 자신의 직무에 

지를 느끼고, 좌 이나 실패에서 정 인 처를 함

으로써 보다 게 향을 받는다. 따라서 심리  자본

이 높은 종사원들은 그들의 직무에 한 만족도가 높고

[14], 그들의 조직에 한 몰입도 높다[8].

이러한 이론  근거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1: 호텔종사원의 심리  자본은 직무태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1: 호텔종사원의 심리  자본은 직무만족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H1-2: 호텔종사원의 심리  자본은 조직몰입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1.2.2 서비스 풍토의 조 효과

호텔종사원들은 고객에게 모범 인 서비스를 제공하

면 승진이나 여 인상 등의 혜택을 받고, 반 로 실패

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서비스 풍토는 바람직한 행동

이 무엇인지, 기  받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상 

받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종사원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다[9][10]. 따라서 정 인 서비스 풍토에서 보다 우수

한 서비스 성과를 달성하기 한 종사원들의 태도가 두

드러질  수 있다[25]. 즉 정 인 서비스 풍토에서 종

사원들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 심리  자본이 높은 종사원들은 그

들이 고객들의 기 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정 인 서비스 풍토에서 성과를 

향상시키기 한 그들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25]. 즉 

정 인 서비스 풍토에서 높은 심리  자본을 지닌 종

사원이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그들의 의무를 

다하는데 동기부여되고  직무에 만족하며 조직에 몰입

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서비스 풍토에 한 조

효과에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2: 서비스 풍토에 따라 심리  자본과 직무태도의 

계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H2-1: 서비스 풍토에 따라 심리  자본과  직무만족의  

계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H2-2: 서비스 풍토에 따라 심리  자본과 조직몰입의  

 계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2. 조사 설계
본 연구의 모형을 분석하기 해 이용된 조사 상의 

표본은 서울 시내의 특 호텔에서 고객과 직 인 

이 일어나는 객실부와 식음료부서의 종사원들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특 호텔 30개를 상으로 

15부씩 배포하여 총 35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불완

하거나 불성실한 설문 55부를 폐기하여 유효 표본 

295부의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 다. 설문조사는 

2012년 7월 16일부터 2012년 8월 3일에 걸쳐 이루어졌

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통계패키

지 SPSS와 AMOS 를 이용하 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3.1 심리적 자본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정 인 심리  특성을 활

용하여 진취 인 사고와 행동을 함으로써 조직성과에 

기여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3][4].

본 연구는 Lutans[3]가 제시한 구성요소를 토 로 유

숙의 연구[26]에서 사용한 5개 문항을 5  척도로 하

여 1 은 ‘  그 지 않다’, 5 은 ‘매우 그 다’로 측

정하 다. 

3.2 직무태도
직무만족이란 조직구성원이 그들의 직무에 해 갖

는 정서로 자신의 직무에 한 정 인 태도이다[16].  

 Hackman 등이[27] 개발한 4개의 문항을 5  척도로 

하여 1 은 ‘  그 지 않다’, 5 은 ‘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조직몰입이란 조직에 한 애착과 동일시

에 한 정도를 말한다[18]. Allen과 Meyer[18]가 개발

한 4개의 문항을 5  척도로 하여 1 은 ‘  그 지 

않다’, 5 은 ‘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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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비스 풍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보상을 받거나 지원

을 받는 제도나 차에 한 종사원의 공유된 지각이다

[21]. Andrew와 Rogelberg[28]가 제안한 문항을 사용

하여 서비스 풍토가 높은 집단과 서비스 풍토가 낮은 

집단으로 재코딩하여 사용하 다.

Ⅳ. 연구결과

1. 표본의 특성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분포는 남성이 136명

(46.1%), 여성이 159명(53.9%)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

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 별로는 20 가 180

명(61.0%), 30 가 100명(33.9%), 40 가 10명(3.4%), 

50  이상이 5명(1.7%)으로 나타나 20 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 에서는 고졸이 40

명(13.6%), 문 졸이 129명(43.7%), 졸이 103명

(34.9%), 학원졸 이상이 23명(7.8%)로 나타나, 문

졸이 구성 비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5

년 미만의 재직기간이 117명(39.7%), 5-10년 미만이 

133명(45.1%), 10-20년이 32명(10.8%), 20년 이상이 13

명(4.4%)으로 5년-10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진 종사

원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87명

(29.5%), 미혼이 208명(70.5%)으로 나타났다.

 

2. 연구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2.1 신뢰성검증
각 요인별 신뢰도 분석결과 크론바하 알  값이, 심

리  자본 .844, 직무만족 .838, 조직몰입 .801로 나타났

다. 따라서 신뢰도는 모든 요인이 .80이상의 α 값을 보

여주어 신뢰할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각 변수들의 신뢰

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변수들의 신뢰도

변수명 문항수 Chronbach's α
심리적 자본 5 .844
직무만족 4 .838
조직몰입 4 .801

2.2 타당성 검증
타당성 검증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

석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 고 직교회  방식에 의해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만을 선택하 으며 요인 재량

이 .5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분산설명

력은 64.3%로 나타났다.    

표 2. 변수에 대한 타당성분석  

측정항목
심리
자본

직무만족 조직몰입

시작한 일은 최선을 다함 .756 - -
중요한 일은 포기하지 않음 .747 - -
미래는 내가 개척해 나감 .718 - -
일이 잘못되어도 남 탓 안함 .737 - -
미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임 .727 - -
나는 주어진 직무에 만족 - .737 -
내가하는 일의 종류에 만족 - .723 -
내가 하는 직무에 보람 - .813 -
나의 직무에 대하여 가치인정 - .848 -
현 호텔에 강한 소속감 느낌 - - .751
가족 같은 분위기 느낌 - - .804
현 호텔은 내 인생에 중요 - - .700
현 호텔에 감정적 애착느낌 - - .712
아이겐 값 5.540 1.556 1.261
분산설명 42.62 11.97 9.70

  

2.3 상관관계분석
변수들 간의 기본 계를 살펴보기 하여 피어슨의 

상 계분석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표 3]과 같

다. 분석결과, 상 계수가 유의수  **p< .01에서 유의

한 상 계가 존재하여 본 연구의 가설과 방향성이 일

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Mean SD 1 2 3

1. 심리적 자본 3.76 .604 -
2. 직무만족 3.18 .730 .475** -
3. 조직몰입 3.71 .601 .549** .45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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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체구조모형에 

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합도 지수  χ2 

=110.027, df = 63, GFI = .945, AGFI = .921, NFI = .935, 

RMR = .034로 나타나 일반 인 평가 기 으로 보는 지

표들과 비교해 볼 때 기본 인 합도 지수를 부분 

만족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심리적 자본과 직무태도의 관계
가설 H1의 경우, 심리  자본과 직무만족 간의 경로

계수가 .570(t=7.804), 심리  자본과 조직몰입 간의 경

로계수 .677(t=8.877)로 나타나  심리  자본이 높을수

록 직무태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

서 가설 H1(H1-1, H1-2)은 채택되었다.

3.2 통제위치의 조절효과 검증
가설 H2의 경우, 통제 치의 조 효과 분석의 연구모

형의 합도는 [표 4]와 같다. 

표 4. 통제위치에 따른 연구모형의 적합도

구분
합지수

증
합지수

간명  
합지수

x
2

df GFI RMSEA RMR NFI IFI CFI AGIF
적합
지수 197.950 126 .910 .044 .038 .878 .952 .951 .869

H2의 검증결과 [표 5]와 같다. 조 효과에 한 분석

은 모수차이의 검정에 의한 방법으로 두 모수의 차이는 

z통계량으로 볼 수 있다[29]. 따라서 두 모수의 차이가 

±1.96이상이거나 ±2.58이상이면 각각 유의수  α=0.05, 

α=0.01에서 유의 이라고 단한다. 분석한 통계  유

의성 검증 결과 심리  자본과 직무만족 간의 계에 

있어서 t값이 3.606으로 1.96보다 크게 나타나 유의미한 

조 효과가 있으나, 조직몰입의 경우에는 1.660으로 

1.96보다 작게 나타나 유의미한 조 효과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2는 부분 채택되어 H2-1은 

채택되었고, H2-2는 기각되었다. 

표 5. 통제위치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가설
경로
계수

표준
오차 C. R. p 채택

여부 (t) 채택
여부고 저 고 저 고 저 고 저 고 저

H2-1 .709 .417 .131 .068 6.2394.230 .000 .000 채택 채택3.606 채택
H2-2 .757 .579 .102 .069 5.9295.749 .000 .000 채택 채택1.660 기각

**p< .01

[그림 2]는 연구모형의 합도를 제로 한 분석결과

를 체  구조모형으로 나타냈다. 연구모형에 제시되

었던 심리  자본은 서비스 풍토에 따라 직무태도 에

서 직무만족에 다르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로계수: 내재적, 외재적/t값 

그림 2. 서비스 풍토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종사원의 직무태도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인 에 

상 으로 소홀히 취 되었던 심리  자본의 요성

을 인식하고 심리  자본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과제로 설정하 다. 한 호텔기업에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해서는 서비스를 요

시 하는 서비스 풍토가 요하다. 따라서 심리  자본

의 기본 요인을 악함과 동시에 심리  자본과 직무태

도 사이에서 서비스 풍토의 조 역할을 규명해 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  자본과 직무태도의 계를 검증한 결과, 

심리  자본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  자본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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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만족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8][14][24]의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심리  자본과 직무태도 간의 계에 있어서 

서비스 풍토의 조 효과는 부분 으로 직무만족과의 

계에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에서 서비스 

풍토가 보다 뚜렷할 때 종사원의 심리  자본이 그들 

자신의 직무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Walumbwa 등[25]

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 한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심리  자본과 직무태도의 계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서비스 풍토의 조 효과를 부

분 이나마 확인하 다는 에서 학문  시사 이 있

다. 특히 호텔기업에서 궁극 으로 고객만족을 해서

는 서비스 풍토의 확립과 활용이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속 인 서비스 풍토를 개선하기 

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서비스 풍토를 정 으로 

지각하도록 종사원들에게 스스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심리  자본이 직무태도와 유의한 계가 있다

는 것은 심리  자본에 한 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

해 주는 결과이다. 심리  자본의 수 을 확산시키기 

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멘토링제도 도입으로 

멘티의 경력 리를 해주고, 인사고과에도 반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무 , 이론  시사 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 을 지닌다.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계가 동

일방법편의로 인해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심층면 이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이를 보

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종단  연구방법

을 통하여 심리  자본과 직무태도 등의 인 계 과정

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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