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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업사원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성과 등을 통한 영업사원의 만족이나 커뮤니케이션 증대 등을 통한 영업 
방식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IT 영업사원의 무형식 학습과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 간에 대하여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3개 회사를 선정하여 159명의 IT 영업사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구조방정식모형 (SEM)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IT 영업사원의 무형식 학습은 긍정심리자본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과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도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으로 분석한 결과, 긍정심리자본은 무형식 학습과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 간의 
관계에 대하여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긍정심리학으로 기반으로 한 무형식 학습을 개
발하고, 이를 반영하여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주제어 : 무형식 학습, 긍정심리자본,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IT 영업사원
Abstract  Previous studies on salesperson's performance have concentrated on increasing job satisfaction through 
compensations and benefits or effective communication processes and have not sufficiently considered the 
emotional aspect of salesperson's selling behavi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formal learning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of IT 
salespeople. Data were collected from 159 IT salespeople and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informal learning of IT salesperson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as significantly a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l learning and job 
satisfaction/customer orien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informal 
learning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and to strengthen the reflected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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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 융합의 시대로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

업의인재확보및유지경쟁이치열해지면서교육은핵

심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해주고,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환경의 경쟁심화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더 많은

위협 요인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집합교육 방식으

로는형식학습체계가갈수록고도화되고있는시점에서

학습의효과를간과한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조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학습의 70%는 현장훈련(OJT)과 같은

무형식 학습(informal learning)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

문에 오늘날 전 세계의 조직에서는 구성원의 무형식 학

습과정을촉진하는데에초점을맞추고있다[1]. 조직에

서 무형식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조직 구성원

의학습의지, 학습을촉진하는관리자의역할, 학습을지

원하는 기업문화, 조직구성원 간의 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을들수있는데, 현재까지관리자에대한교육과정에

서 무형식 학습을 촉진하는 역량에 대한 개발은 경시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적자본과 지적자본, 사회적 자본에 이어서 최

근 학계에서는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하는 긍정심리자본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을 개인과조직문화특성

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긍정심리학이 심리학계의 새

로운패러다임으로대두됨에따라조직의환경에서도구

성원의잠재력을최대한실현하기위하여개인의긍정적

인심리의역할을강조하는긍정심리자본의중요성이부

각되고 있다[2]. 이는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 교환과정을

통해서고객에게긍정적인감정적경험을제공하기위해

서 노력해 왔다. 특히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담

당하는영업사원의감정표현에대한교육에많은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도 활발히 수

행되어왔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에대한고

찰을 통하여 무형식 학습을 촉진하는 영업사원 개인에

대한심리적지원인긍정심리자본과직무만족및고객지

향성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검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무형식 학습과 긍정심리자본

일반적으로무형식학습은형식적으로구조화되지않

은조직구성원의다양한사회적활동의과정가운데개

인의 관점, 태도, 가치,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는 비판적

성찰의과정으로정의할수있다[3]. 기업 현장에서무형

식 학습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나 학습을 통한 현장

교육을의미한다. 긍정심리자본을미국의조직을대상으

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낙관주의(optimism), 희망(hope),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복원력(resilience) 등이 주요

구성요소로 제시되고 있다[4]. 자기효능감은 특정 맥락

내에서과업을성공적으로수행하는개인의능력에대한

기대와 신념을 의미하며, 희망은 목표에 도달하는 경로

와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하여 동기가 부여

된 상태를 의미한다[5]. 낙관주의는 현실적인 자기 평가

를하면서도현재의상황에대한긍정적인식을하는태

도이고, 복원력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심리적 역량을 의미한다[6].

학습 과정을 기반으로 한 역량 개발은 긍정심리자본

에대한연구에서도그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학습능

력을기반으로한긍정심리자본을조직내에서의무형식

학습 과정과 연결시키면 결국 관리자의 무형식 학습 촉

진이새로운조직역량모형으로대두될수있다는것을

알수있다. 조직내에서무형식학습을지원하는관리자

의 역할로 무형식 학습 기회의 제공, 코치나 멘토로서의

역할 수행, 학습 공간 마련, 지식 공유와 타인 개발의 중

요성에대한인식확산, 부하직원에대한인정및긍정적

피드백 제공, 역할모델로서 기능 수행 등을 들었으며[7],

업무의구조화및배분, 대인관계형성및사회적분위기

조성, 적절한 피드백 제공을 위하여 관리자의 역할이 중

요하다고 제안하였다[8]. 따라서 종업원에 대한 심리적

연구가 문제 예방과 인간의 강점 개발이라는 병리학적

현상의 치유에만 과도하게 치중했다는 자기반성이 대두

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

정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긍정 심리학적

흐름(positive psychological movement)이 새로운 관점

에서연구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9]. 이러한영업사원

이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사원들

이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고,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낙관

적이며, 문제나역경에직면했을때좌절하지않고본래

의 상태로 되돌아오거나 극복하는 복원력을 갖추는 등

개인의 복합적인 심리상태는 긍정적이어야 함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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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다. 따라서 IT 영업사원의무형식학습은긍정심

리자본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가정하고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무형식학습은긍정심리자본에정(+)의 영향을미

칠 것이다.

2.2 긍정심리자본과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영업 및 조직관리에서 직무에서 얻는 주

관적 가치로서 성과로 정의하였다[10]. 또한 영업사원의

직무만족은직무와관련하여내재적욕구가충족된상태

라고보며, 성과에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11]. 특히, 최

근의연구에서긍정심리자본은조직구성원의직무만족

과 조직 몰입을 향상하고, 이직의도 및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것으로발견되었다[12,13,14,15]. 기존 연구에서는

개인의긍정심리자본은조직내다른구성원에게도전이

될 수 있고[16], 이러한 긍정적 정서는 집단의 전반적인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기술

과서비스조직의구성원들은긍정심리자본수준이높을

수록직무만족에일관적으로긍정적인관계가있다고제

시하였다[17]. 따라서본연구에서는 IT 영업사원의긍정

심리자본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2: 긍정심리자본은직무만족에정(+)의 영향을미칠

것이다.

2.3 긍정심리자본과 고객지향성
선행연구는 영업사원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신념인

고객지향성을 영업사원이 업무를 통해 개발하고 획득한

개인적성향(personal trait)으로 인식하여영향력을살펴

보았다[18,19]. 또한 고객지향성은단순한개인적인성향

이나조직문화의일부로존재하는것이아니므로상호작

용으로발생하는동태적인개념으로인식되어야함을강

조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의 고객지향성에 대한 접

근법이 중요하며, 내재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영업사

원의 고객지향성의 개별 특성과 조직 문화적 특성을 동

시에 반영한 개념으로 재정립 하였다[20]. 즉 기업의 시

장지향성이 강한 경우, 소비자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 해야 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

다는 조직문화를 요구하게 되었다[21]. 이는 조직문화가

개개인이가지고있는고객지향성을높이는효과가있지

만구성원이그문화를내재화혹은인식하는정도의차

이에따라고객지향성의수준에변화가발생하게된다는

것이다. 긍정심리자본과고객지향성간의긍정적인관계

는 여러 기존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

은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인이며

능동적인고객지향성을이끌어낼수있으며[22], 조직의

내부마케팅요인과고객지향성간의 긍정적인영향관계

를제시한연구결과도있다[23]. 서비스상황에서종업원

의 자기효능감은 고객지향적인 사고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24], 항공사 승무원의 경우에는 긍정심리자본이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5]. 또한

간호사의 경우에서도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은 양질의

간호제공으로 이어져 고객과의 상호작용에서 고객지향

성과 직무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26]

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H3: 긍정심리자본은고객지향성에정(+)의 영향을미

칠 것이다.

2.4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긍정심리자본은무형식학습과정에서직무만족및고

객지향성에매개적역할을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일

터학습의유형인무형식학습이직무만족에유의미한영

향을미치는것으로밝혀진연구결과도있다[27,28]. 이는

무형식학습을통한업무능력을향상시켜직무만족을높

이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무형식 학습이

직접적으로고객지향성간의관계에대해서미치는영향

을실증분석한연구는찾기어려우나앞에서제시한기

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영업사원이 인식한 무형식 학

습을통해직무수행과관련된역량이향상되어고객지향

적인사고가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본연구에

서는영업사원이습득한무형식학습이결국긍정심리자

본을높임으로써직무만족및고객지향성에정적인영향

을미칠것으로가정하고긍정심리자본의매개효과에대

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무형식 학습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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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 무형식학습은고객지향성에정(+)의 영향을미칠

것이다.

H6: 긍정심리자본은무형식학습과직무만족간의관

계를 매개할 것이다.

H7: 긍정심리자본은 무형식 학습과 고객지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Fig. 1]은 가설을 정리하여 도식화한 연구모형을 제

시하였다.

Informal
Learni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b
Satisfaction

Customer
Orientation

[Fig. 1] Research Model

3. 실증분석
3.1 표본 선정 및 자료수집
연구를위하여 세개의 IT업계에근무하고있는영업

사원들을대상으로 1주일에거쳐서 200부의설문지를배

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165부가 회수되

었고이중불성실하게응답한 6부의설문지를제외하고

총 159부를통해수집된자료가실제분석에활용되었다.

응답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89명(56.0%),

여성이 70명(44.0%)이었으며, 연령의 경우 20대가 53명

(33.3%), 30대가 73명(45.9%), 40대가 27명(17.0%), 50대

가 6명(3.7%)이었다. 학력은대학원졸업이 40명(25.2%),

대학교 졸업이 76명(47.8%), 전문대학 졸업이 39명

(24.5%), 고등학교졸업이하가 4명(2.5%)이었으며, 결혼

여부는 기혼이 83명(52.2%), 미혼이 76명(47.8%)이었다.

근속연수는 1∼2년이 30명(18.9%), 3∼4년이 82명

(51.5%), 5∼10년이 30명(18.9%), 10년 이상이 17명

(10.7%)이었다.

3.2 측정 도구
무형식 학습은 일터학습 설문도구 24문항 중 무형식

학습에 해당하는 7문항을 활용하였다[29]. 긍정심리자본

은 PCQ(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를 본 연구

에 맞게 총 16문항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30]. 이는 자

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탄력성 등 4개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직무만족은 영업사원이 직무로부터 느끼는

긍정적인감정상태로정의하고 5개문항으로측정하였다

[31]. 고객지향성은 SOCO(selling orienta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척도중에 7개항목을선택하여측

정하였다[32].

3.3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본 연구에 포함된 구성개념 간

의상관계수를분석하여 <Table 1>에제시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모든 구성개념들이 .70

이상의 Cronbach's α 값을나타내고있어내적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33].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측정도구의타당도를검증한 결과를 <Table 2>

에 제시하였다.

Variables 1 2 3 4 5 6

1. Informal
Learning

(.891)

2. Self-
Efficacy

.407** (.710)

3. Hope .469** .581** (.783)

4. Optimism .572** .526** .609** (.806)

5. Resilience .341** .379** .428** .454** (.858)

6. Job
Satisfaction

.462** .213** .223** .433** .143 (.856)

7. Customer
Orientation

.703** .318** .490** .504** .278** .434**

Mean 3.731 3.732 3.851 3.661 3.441 3.311

SD .6823 .6131 .6147 .7606 .8046 .7916

<Table 1> Mean, Standard Deviation, and Correlations 
of Variables

측정모형의적합도지수는 χ²(211)=355.928, CFI=.929,

TLI=.915, RMR=.067, RMSEA=.066로 부합하는 수준

(CFI, TLI>.90; RMR<.10; RMSEA<.08)인 것으로 나타

났다[34]. 모든 측정항목들의 요인부하량은 .530 이상이

었으며, 변수들간의평균분산추출(AVE)은 기준치인 .50

보다 크고, 구성개념신뢰도(CCR)도 모두 .70을 넘는 것



Effects of Informal Learning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9

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중공선성문제(multicollinearity problem)를 확인하기위

해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계산

한결과 10보다 작게나타나문제가없는것으로확인되

었다.

Variables C.R.
Standard
factor
loading

CCR AVE

Informal
Learning

IL_01
IL_02
IL_03
IL_04
IL_05
IL_06
IL_07

-
10.02
13.35
11.38
8.92
7.12
8.51

.873

.703

.853

.769

.650

.543

.623

.946 .74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
Efficacy

- .660

.864 .618Hope .7.99 .760

Optimism .5.91 .800

Resilience 5.49 .567

Job Satisfaction

JS_01
JS_02
JS_03
JS_04
JS_05

-
7.64
7.12
7.00
6.72

.550

.530

.880

.834

.767

.896 .643

Customer
Orientation

CO_01
CO_02
CO_03
CO_04
CO_05
CO_06
CO_07

-
10.00
7.01
7.29
7.62
6.73
7.71

.696

.786

.655

.702

.729

.629

.734

.941 .695

<Table 2> The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3.4 가설검증 결과
가설검증을 위해 모형 전체에 대한 구조모형을 실시

하였으며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χ²=376.228,

df=214, RMR=.078, GFI=.903, AGFI=.912, TLI=.907

CFI=.921, RMSEA=.069로 나타나일반적인적합도판단

기준을 만족시켰다[35]. 첫째, 무형식학습은 긍정심리자

본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경로계수=.363, t=6.240, p<.01)

가 있는것으로나타나 <가설 1>은채택되었다. 둘째, 긍

정심리자본은 직무만족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경로계수

=.741, t=4.145, p<.01)가 있는것으로나타나 <가설 2>도

지지되었다. 셋째, 긍정심리자본은고객지향성과정적관

계(경로계수=1.104, t=5.522,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긍정심리자본은 무형식 학

습과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 간의 관계에 대하여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형식 학습은 직무

만족및고객지향성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침과동시에

‘긍정심리자본’이라는매개를통해간접적으로영향을미

치고 있다. 무형식 학습은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에 정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가설 4>와 <가설 5>도

채택되었다. 무형식 학습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200(p<.05), 고객지향성에대한표준화경로

계수는 .315(p<.01)로 나타났다. <Table 4>에서볼수있

듯이,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ias-corrected 방법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표본 5,000개를 추출하여 검증한 결과, Percentile과

Bias-corrected 방법모두 95%신뢰구간에 0이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α=.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가정한

<가설 6>과 <가설 7>은 모두 채택되었다.

Path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s Result

H 1
Informal Learning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363 6.240** Supported

H 2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Job Satisfaction

.741 4.145** Supported

H 3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Customer
Orientation

1.104 5.522** Supported

H 4
Informal Learning →
Job Satisfaction

.200 2.202* Supported

H 5
Informal Learning →
Customer Orientation

.315 3.663** Supported

H 6

Informal Learning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Job Satisfaction

.251 1.919* Supported

H 7

Informal Learning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Customer
Orientation

.376 2.697** Supported

** p < .01, * p < .05

<Table 3> Estimates of Path Coefficients in the 
Structural Model



무형식 학습과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 및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20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Dec; 15(12): 195-202

Path

Bootstrap 95% Confidence
Interval

Percentile Bias-corrected

Informal Learning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Job

Satisfaction
(.105, .197) (.110, .467)

Informal Learning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Customer Orientation

(.198, .294) (.227, .579)

<Table 4> Bootstrapping Tests for Indirect Effect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IT 영업사원의 무형식 학습과 긍정심

리자본이직무만족및고객지향성에미치는영향에대하

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식학습은긍정심리자본에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형식 학습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예: 조직에서의

차별화된 무형식 학습 과정인 전문가 활용, 멘토링과 코

칭 등을 통해 조직성과를 향상시킨 터키의 가란티 은행

(Garanti Bank), 독자적인차량설계및평가능력을배양

시키는 S-OJ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기아자

동차그룹)도 기존의 형식학습 위주로 설계돼 있던 조직

학습방식에서소셜러닝, S-OJT와같은무형식학습으로

조직학습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

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은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긍정심리자본은 직무성과와 관련 있는 다양한 태도

및 행위변수들인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에도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자신의 긍정심리자본을

높게 인지하는 IT 영업사원일수록 더 높은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적으로 몰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긍정심리자본

은 조직에 대한 이직의도, 냉소주의 및 스트레스의 수준

을 낮추는 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결과

와도 비슷한 맥락이다[13]. 이러한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심리상태의 복합체로서 긍정심리자본은 구성원뿐만 아

니라 조직차원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무적 측면에서도 서비스 직무

를수행하는영업사원이업무를보다올바르게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해줌으로써 영업사원을 관리하는

데 다양한 지침들을 제공할 수있다. 첫째, 영업 역량 강

화를 위한 영업 마인드 혁신, 영업 스킬 향상을 위한 교

육프로그램개발등관리자의업무방식변화를시작으

로영업수행방식도전환시켜야할것이다. 둘째, 서비스

접점에있는영업사원의영업수행능력을향상시켜직무

만족 및 고객지향성을 높이는 긍정심리 습득을 위한 훈

련이 필요하다. 이는 당면한 상황의 긍정적 측면에 집중

하여부정적감정을완화시키는방법등이있을수있다.

셋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무형식 교육의 비중과 선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형

식학습과 무형식 학습을 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긍정심리학을 기

반으로한개인및조직개발프로세스를설계하여기업

에서 응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먼저 수집된 자료가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영업사원들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미국

의조직을대상으로실시되었기때문에우리나라의조직

에적용하기위해서는측정도구의타당도를다시검증하

는 과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단결의식이나 유대감과

같은 한국인 특유의 정서를 반영하여 하위요인을 재 개

념화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각 변인들을 자기보고

형태로 측정함으로써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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