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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영성, 영성적 안녕, 직장 내 영성, 영성과 종교 등

영성과관련된개념에대해구체적으로구분하고이를검토하고자한다. 특히, 영성교육의영향을살펴보고자하였다. 조직

에서수행하는 영성 교육의 구성원들의 성과에어떠한영향을 미치는지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학문적 그리고실무적

함의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제안모형을제시함에있어서영성의모든차원을반영하

기위해개인, 집단, 조직적관점을모두반영하였다. 또한본연구에서는직업성격유형과직업환경이론을기반으로제안모

형을구성하고이를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비업무몰입은영성교육의중요성인식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업무적정성과경영진의관심은 영성교육의인식에긍정적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성교육의인식은영성교육의만족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영성교육의중요성인식은영성

교육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영성, 영성적 안녕, 종교, 영성 교육, 학문과 종교의 융합
Abstrac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study,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s related to 
spirituality, spiritual wellbeing, workplace spirituality, spirituality and religion in detail. Furthermor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piritual education.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effects of spiritual education on 
individual performance. To do this, proposed model in this study reflects individual, group, and organizational 
perspectives to reflect all dimensions of spirituality. The proposal model rooted in the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y types and work environments was analyzed empirically. We found that non-work commitment has a 
negative effect on perceived importance of spiritual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he appropriateness of work and 
managers' concern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wareness of spiritual education. In addition, awareness of spiritual 
educa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satisfaction of spiritual education. Finally, perceived importance of spiritual 
edu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spiritual education.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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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21세기 기업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중요한 트렌드 중

에하나는직장내구성원들의영성이다[1]. 한 조사에따

르면미국인들의 90%이상이고귀한힘(higher power)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영적

성장(spiritual growth)을 갈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사람들은대부분의시간을직장에서보내거나업무와관

련된사회적활동및업무관련여가활동에대부분의시

간을 보냄과 동시에 자신의 일의 의미(meaning)를 찾기

를 원한다[3]. 이러한 필요성에 발맞추어 많은 조직들은

자신의 일의 의미(meaning)와 목적성(purpose)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 환경을 창출하는 노력에

심혈을기울이고있다[3]. 학계에서도이러한실무현장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성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해 오

고있는데, Rego and e Cunha(2008)는 이와같은흐름을

“그동안 양립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에 있던 영성

(spirituality)과 조직 과학(organization science)이 드디

어 사랑에 빠졌다”고 표현하였다[4].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주로 영성과 비업무환경에서

의성과(outcomes)간의관계를주로탐구해왔다[2]. 선행

연구에따르면영성은개인의삶의불확실성을다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내면의 강화(inner strength)의 원천으로

작용할뿐만아니라생산성의향상, 직무만족의증가, 성

과의향상, 조직몰입, 조직내심리적적응(psychological

adjustment),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능력의 향상과 같이

다양한업무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긍정적결과에직

접혹은간접적 영향을미쳐왔다[2,3,5]. 또한 직장 내영

성(workplace spirituality)은 환경보호를위한내적동기

를증가시킨다[6]. 이와같이직장내영성은조직의성공

과성과향상을위한새로운기법으로주목받고있다[7].

이처럼 직장 내 영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음에

도불구하고여전히많은한계점이존재한다[1]. 첫째, 여

전히 영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다. 2000년도 이

전까지 학계나 실무현장에서 자아를 넘어서 일의 의미

(meaning)와 목적(purpose),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

성하면서살아가는삶과관련된영성은가시적이거나명

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하였다[8]. Chiu et

al.(2004)은 영성은 일반적인 인간적 현상(human

phenomenon)이지만개념적혼돈, 모호함, 과학적불확실

성등은영성의잠재적영향에대한적절한연구를수행

하는데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주장했다. 영성에

대한지지자들은그동안경영학자들이영성을하찮게여

겨왔다고주장하였다[4]. 또한그들은영성이라는용어에

대한 실질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의 일치도 부

족하다고 주장하였다[9]. 따라서 영성에 대한 개념적 검

토가요구된다. 둘째, 대부분의연구들이직장내개인의

영성경험에대한기술에초점을맞추고있을뿐개인의

업무태도와행동에영향을미치는직장내영성의차원

에 심도 있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1]. Ashmos and

Duchon(2000)은 인간의내면의삶, 의미있는업무, 직장

내공동체가어떻게조직의성과에기여하는지규명하는

것은매우중요하다고주장하였다[8]. 셋째, 직장 내영성

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항상 직장

내 영성이 조직의 다양한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가정하였을 뿐 이를 실증적으로 검정해본 연구는 매

우 부족하다[1]. 여러 이론학자들에 의해 영성이 조직의

성과변수에 기여하는 변수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

고 영성과 업무관련 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10]. 심지어 그동안 수행되었

던 연구 결과간의 일치되지 않은 결과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은 영성과 직무만족 간의 유의한 상

관관계를발견한반면다른연구들에서는이러한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10]. 넷째, 아직 영성에 대한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Sprung et al.(2012)은 영성이

Stressor-Strain 관계에서조절(buffer) 역할을한다고보

았다[2]. Altaf and Awan(2011)도 직장 내 영성이 업무

과부화(work overload)와 직무만족(job satisfaction)간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

다[11]. Kazemipour and Amin(2012)은 직장 내 영성이

조직의 성과(조직 몰입, 조직 시민 행동)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선행변수라는 점을 규명하였다[12]. 마지막으

로그동안직장내영성에대한문헌이다양한식견을제

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영성에 대한 견고한

그리고 비판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

하기위해영성, 영성적안녕, 직장내영성, 영성과종교

등 영성과 관련된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이

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영성교육이 구성원들의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성적 환경의 제공

과 직장 안에서 영성적 행동을 수행하는 것은 구성원들

의만족을유도할뿐만아니라개인의업무생산성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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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기진작, 경쟁심리증가등의다양한조직적성과를

유발할수있다[11]. 이에 따라전 세계의많은기업들은

영성의 인식(awareness)과 성취감(achievement)을 위한

다양한 세션, 교육, 세미나 등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11]. 또한 영성이라는주제는교육(education) 및 인

적자원개발 문헌에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3]. 따라서조직에서수행하는영성교육이구성원들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

요한학문적그리고실무적함의를제공할수있을것으

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Holland(1997)의

직업성격유형과 직업 환경(vocational personality types

and work environments) 이론[14]을 기반으로 제안모형

을 제시함에 있어서 영성의 모든 차원을 반영하기 위해

개인, 집단, 조직적관점을모두반영하였다. 또한교육의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 종단연구(longitudinal

analysis)를 수행하였다.

2. Literature Review
2.1 영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
영성(spirituality)이라는용어는호흡(breath), 삶의 호

흡(breath of life), 신의 호흡(the breath of god)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혼(spirit)이라는 단어의 라틴어인

‘spiritus'에서 기원하였다[9,15,16].

지금까지 영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학계에서 널

리 받아들여지는 일관된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많은학자들은영성에대해정의를내리는것이어

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성

에대한특정한정의를따르기보다는다양한정의를살

펴보고 그 공통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학자들

의 제시한 영성에 대한 정의는 <Table 1>과 같다.

이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키워드는 의미, 목

적, 자아/내면, 초월/신성함, 연결/관계 등이다.

영적 삶이란인간의본질의일부이며이는 Maslow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 ‘초월적 자아실현'(transcendent

self-actualization)이라고 보았다[17]. 따라서 영성은 완

벽한자아, 타인, 그리고전체적우주와연결되어있다는

기본적 느낌(feeling)으로 볼 수 있다[18]. Chandler et

al.(1992)은 영적 건강함(spiritual wellness)이란 삶의 의

미(meaning)와 목적(purpose)에 대한 지속적 탐구, 삶의

깊이에대한평가, 세계관(universe)과 자연적힘(natural

forces)의 확장이자 인간의 신념 체계(personal belief

system)라고 정의하였다[17].

<Table 1> Various Definitions for Spirituality
Definitions Reference

1) the spirit or the soul, 2) or consisting of spirit; not corporeal, 3) religious; sacred Chandler et al.(1992)

the ultimate source and provider of meaning and purpose in our lives / an individual's or community's activities
in which one intentionally engages in order to deepen a relationship to the sacred as one understands it

Gallagher et al.(2003)

an extent of satisfaction, meaning, or direction that can be achieved by performing a particular task, either
religious or societal that results in a betterment of self and others

Altaf and Awan(2011)

a pervasive life force, a connecting and coordinating force, or an expression of our truest self Hammell(2001)

an inner experience an individual has that can be evidenced by his or her behavior / expressing our desires
to find meaning and purpose in our lives and is a process of living out one’s set of deeply held personal values

Moore and Casper(2006)

a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encompassing meaningful life, wholeness, and interconnectedness
with others

Weinberg and Locander(2014)

a broad range of concepts and values such as transcendence, balance, sacredness, altruism, meaning in life,
living with a deep connectedness to the universe, and the awareness of something or someone greater than
oneself

Osman-Gani et al.(2013)

common parlance, is thought to encompass a search for meaning, for unity, for connectedness to nature,
humanity and the transcendent

Tejeda(2015)

the personal quest for understanding answers to ultimate questions about life, about meaning, and about
relationship to the sacred or transcendent, which may (or may not) lead to or arise from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rituals and the formation of community

Lazar(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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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은 규정과 명령보다는 의미, 목적, 공동체의식과

밀접하게관련이된다[8]. 또한 영성은종교적의식의발

전과 공동체 형성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10]. 공동체

(community)란타인과의연결과관련된공유, 상호의무

감, 몰입과 관련된 개념이다[15]. 따라서 영성적 삶은 개

인의의미(meaningfulness)와연결성(결속력, connectedness)

의 경험을 촉진하기 위한 내면의 영성적 자원의 적합성

(fitnes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9]. 이를 기반으로 영성

은 4가지차원으로구성되는데이는삶의의미(meaning)

와 목적(purpose), 초월적신념(transcendent belief)과 경

험(experiences),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s), 공동체

혹은 관계적 측면 등이다[10]. 영성에서 말하는 관계

(relationship)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적

관계(intrapersonal)로 내적자아(inner self)와의 관계를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대인간 관계(interpersonal)로 친

구, 가족, 동료 등과의 관계를 나타내며, 마지막 관계는

초인적 관계(transpersonal)로 신(God)과의 관계를 의미

한다[11]. 이러한 정의는결국개인적자아보다더큰객

체(entity)인 공동체(community), 고귀한 권력자(higher

power), 신성한 존재(the sacred), 초월적 힘

(transcendent energy)과의 연결성 그리고 이 연결 관계

의깊이를더하는행동들과밀접하게관련된다[13]. 여기

서 언급된 신성한 존재(the sacred)란 개인을 넘어서 종

교적 전통(religious tradition)의 범주에서 혹은 이와 분

리된 고귀한 권력(higher power), 공동체(community),

혹은 어떠한다른 객체(entity) 안에 존재하는초월적 존

재(transcendent being)를 의미한다[13]. 따라서 신성함

(sacred)은 하느님(God)이나신(divine)에만국한되는대

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2]. 오히려 인간에게 중요한

무언가(anything)를포괄하는개념이며, 예를들어, 대상

(object), 친밀감(intimacy), 업무(job) 등도 해당된다[2].

2.2 영성적 안녕
영성적 안녕(spiritual well-being)은 영성의 경험의

결과물(consequence)이다[19]. 영성적 안녕(spiritual

well-being)이란개인의내적자원의전체적인건강함을

말하며, 영성적안녕은삶의핵심철학이자, 모든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삶의 핵심적 본질

이된다[19]. 따라서 영성적안녕은 개인의삶의내적만

족을 유도하고 이는 사람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인식

(awareness)을 유발하며, 영성의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차원들이 모두 충족시키기 때문에 영성적 안녕은 직장

내 영성을 위한 업무 환경에서 개인의 영적 안녕이라고

볼 수 있다[11,19].

영성적안녕은공동체의안녕(communal well-being),

초월적 안녕(transcendental well-being), 개인적 안녕

(personal well-being), 환경적 안녕(environmental

well-being) 등으로구분된다[20]. 개인적안녕은자신과

자신의 의미, 목적, 가치와의 관련성을 말한다[20]. 공동

체의 안녕은 자신과 타인간의 인적 관계(예. 사랑, 정의,

희망, 신뢰)의질과양을말한다[20]. 환경적안녕은물질

적(physical) 그리고생물학적(biological) 세계에대한관

심(예, 경외심(a sense of awe), 경이로움(wonder), 환경

과의 일체성)과 발전과 관련된다[20]. 초월적 안녕은 인

간의 수준에서 자신과 물질 혹은 사람간의 관계를 넘어

서우주의힘(a cosmic force), 초월적현실(transcendent

reality), 하느님(God), 우주의 신비의 원천간의 관계와

관련된다[20].

Chiu et al.(2004)은 영성의차원성을실존주의적현실

(existential reality), 초월성(transcendence), 힘(power,

force, energy) 등으로 보았다[9]. 이와 관련하여 영성적

안녕(spiritual well-being)은 두가지차원으로구성되는

데, 하나는 종교적 안녕(religious well-being)이며 이는

종교적 신념 체계 안에서 고귀한 권력자와 개인의 관계

를 반영하고 있다[21]. 다른 하나는 존재론적 안녕

(existential well-being)으로특정한종교적구조와는별

개로 삶의 의미와 목적성과 관련된다[21].

2.3 직장 내 안녕
직장 내 영성(workplace spirituality)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구성원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일과관련되고싶

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 안에서 타인과 연결되고 싶다고

느끼기 때문이다[8]. 직장 내 영성은 예를 들어, 환자와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간호사들은 환자에 대해 공감

하게되고, 연민을갖게되며, 더나아가환자와의감성적

관계를가지게된다[7]. 이와 같은환자에대한간호사들

의 몰입은 간호사들이 더욱더 영성적 보살핌을 위한 기

회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회복과정동안에

이들과의감성적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해준다[7]. 이

처럼 보건 전문가와 영성의 본질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7]. 또한 조직구성원들은직장내에서타인과의상

호작용에 의해 혁신적 행동이 유발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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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영성은 영성과 다소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데, 이는 조직의 업무현장(workplace)에 제한적이라는

점이다[11]. 직장 내 영성은 업무 조건에서 개인의 영적

안녕(spiritual well being)과 관련된다[11]. 그래서

Chawla and Guda(2010)는 직장 내 영성을 ‘개인의 직장

내 영성’(individual spirituality at work)으로 보아야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15]. 따라서

직장내구성원들의개인적영성(personal spirituality)은

조직적영성을정의하고자시도하는많은기업들의공통

적시작점이자개인의내적가치, 신념, 태도혹은감성이

다[16,18].

직장내영성에대한정의는영성에대한정의와마찬

가지로 매우 다양하며, 아직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수용

되는 일관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연구

에서제시한다양한정의를살펴보고공통점을살펴보고

자한다. <Table 2>는선행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직장

내 영성에 대한 정의들이다. 다양한 정의에서 나온 키워

드를 도출해 보면 의미 있는 업무, 내면, 결속력/공동체,

(조직과의) 일관성 등이다.

Ashmos and Duchon(2000)은 직장내영성의핵심요

소가 내면의 삶(inner life), 의미 있는 업무(meaningful

work), 공동체(community)라고주장하였다[8]. Kazemipour

and Amin(2012)은 직장 내 영성이 의미 있는 업무

(meaningful work),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

조직 가치일체성(alignment with organisational values)

등의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7].

내면의 삶이란 직장 안에서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표현(존재의이유)할수있는다양한기회를찾는것이다

[8].

의미 있는 업무(meaningful work, 혹은 일의 의미)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의미와 목적에 깊이 사색하는 것이

다[1]. 즉개인수준에서어떻게매일의일이개인과연관

되는지와 관련된다[1]. 직장에서의 의미(meaning at

work)란 자신의 일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동적 목표

(purpose)와의 조화및전체성(wholeness)을말한다[15].

각자 개인은 자신만의 내적 동기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

며, 자신의 삶에 더 큰 의미를 주는 행위에 동참하고 싶

어 한다[1]. 영성을 행위로 본 것은 영성에 대한 사회적

트렌드가영성의추구(a seeking spirituality)에서영성의

실행(a practicing spirituality)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

이다[13]. 개인은 의미있는일에대한탐구와타인에대

한기여하고자하는내면의욕구를통해더심오한의미

와목적을추구할수있고자신의꿈을실현할수도있다

[1]. 또한영성적구성원들은업무현장에서얻게되는다

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일의 의미와 목적성을 깨닫게

될가능성이높다[7]. 이 경험은구성원들이개인의목표

와조직의가치간의깊고강력한조화를이룰수있도록

유도한다[7].

<Table 2> Definitions for Workplace Spirituality
Definition Sources

the recognition that employees have an inner life that nourishes and is nourished by meaningful work that takes place
in the context of community

Tejeda(2015)

the effort to find one’s ultimate purpose in life, to develop a strong connection to coworkers and other people
associated with work, and to have consistency (or alignment) between one’s core beliefs and the values of their
organization

Kazemipour and
Amin(2012), Kazemipour

et al.(2012)

expressing one’s inner self through meaningful work and belongingness to the community at work Chawla and Guda(2010)

a framework of organizational values evidenced in the culture that promote employees’ experience of transcendence
through the work process, facilitating their sense of being connected to others in a way that provides feelings of
completeness and joy

Rego and e
Cunha(2008)

the effort to find one’s ultimate purpose in life, to develop a strong connection to coworkers and other people
associated with work, and to have consistency (or alignment) between one’s core beliefs and the values of their
organization

Milliman et al.(2003)

employees who understand themselves as spiritual beings whose souls need nourishment at work
Ashmos and
Duchon(2000)

recognition of an inner life that nourishes and is nourished by meaningful work that takes
place in the context of community

Weinberg and
Locander(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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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식(a sense of community)으로표현되는타

인과의 관계 및 견고한 결속력(a deep connection or

esprit de corps)은 집단수준에서발생하며, 자신과동료

와의상호작용에대한관심에서출발한다[1]. 직장 내공

동체는구성원들이그들스스로가타인과연결되어있다

고본다는점과스스로의내적자아와타인의내적자아

간에는어떠한유형의관계가존재한다는믿음을기반으

로 한다[1]. 내적 자아(inner self)란 조직 구성원들이 신

체적, 감성적, 인지적 욕구와 마찬가지로 영적 욕구

(spiritual needs, inner life)를 가지고있다고보는관점을

말한다[15]. 이러한욕구는특정한영역(예. 집)에만존재

하는 것이라 아니라 직장에 와도 이어진다[15]. 따라서

직장 내 공동체의 핵심은 구성원들 간의 견고한 결속력,

지지, 표현의자유, 진심어린관심등을반영하고있다[1].

또한 직장내영성은타인과의연결성과직장내공동체

와의긴밀한연결고리가형성되어있음을경험하는것과

도 관련된다[8]. 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이란 개

인이자신보다더큰무언가의일부라고느끼는것을말

한다[18]. 이러한 느낌을 통해 개인은 타인에게 긍정적

느낌을제공할수있다[18]. 연결성(connectedness)이 증

가한다는 것은 타인의 필요(needs)가 무엇인지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한 타인을

돕는 행위를 강화한다[7].

조직의 가치관과의 일치성(alignment)의 기본 전제는

개인은자신보다더큰개인의목적을가지고있으며, 그

들은 타인 혹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1]. 이러한 개인의 가치관(values)은 조직

의사명과목적과조화를이루어야한다[1]. 또한 조직은

자사의 구성원들이 단지 좋은 기업 시민(a good

corporate citizen)이되는것만을원하는것이아니라윤

리 혹은 정직한 조직, 그리고 자사보다는 구성원, 고객,

사회의안녕에더큰기여를하는것을목표로하는조직

의 구성원이 되고자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1].

Chand and Koul(2012)은 직장내영성이구성원의공

동체의식함양, 개인과조직의가치간의조화, 사회에대

한 기여의식 증가, 업무 수행 즐거움의 증가를 유발한다

고주장하였다[22]. Kazemipour and Amin(2012)은 영성

이 구성원들의 행복과 만족을 유도하는 인간의 완전성

(wholeness)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12].

이처럼 직장 내 영성이 상당히 개인적이고 철학적 차원

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학

문적정의는완전성(a sense of wholeness), 직무와의결

속(connectedness at work), 심오한 가치(deeper values)

를 내포하고 있다[1].

개인적 차원에서 직장 내 영성은 다양한 측면을 포함

하는개념인데, 1) 내적 자아(inner self), 가치관(values),

도덕성(morality), 욕구(needs)간의 밀접한연관성, 2) 업

무 현장에서의 초월적 경험(transcendental experience)

을통한의미(meaning)와 목적(purpose), 3) 집단에기여

할수있다고느끼는가치를느끼는개인의사회적연결

성 욕구(a need for social connection) 등으로 구성된다

고 보았다[23].

Chawla and Guda(2010)는 직장 내 영성이다음의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업무 몰

입(engaging work, meaningful work), 공동체 의식

(sense of community), 영적 결속력(spiritual connection,

inner life as spiritual identity) 등이다[15]. 이처럼 직장

내 영성에 대한 다양한 차원성이 존재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차원성은 개인, 집단/업무단위, 조직 단위 등 3

가지 차원이다. 이를 기반으로 차원성에 대해 구분하면

<Table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ble 3> The Dimensions of Workforce Spirituality
Definition Sources

individual level: conditions for community, meaning at work, inner life, blocks to spirituality, personal responsibility, positive
connections with other individuals, contemplation
work unit level: work unit community, positive work unit values
organizational level: organization values, individual and the organization

Ashmos and
Duchon(2000)

individual level: meaning work
group level: sense of community
organization level: alignment with organization values

Milliman et al.(2003)

individual: sense of enjoyment at work, opportunities for the inner life
group: team's sense of community, sense of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organization: alignment between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values

Rego and e
Cunha(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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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종교와 영성
지금까지 일부 학자들은 영성과 종교 간의 연관성이

낮기에각각의개념을구분하여연구해야한다고주장하

였다[5]. 반면에 영성과 종교(religion)는 상당히 밀접하

게 연관된 개념이기 때문에 영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종교와 완전한 분리는 어렵다는 주장도 존재한다[5]. 이

처럼 종교와 영성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관점은 상반된

다. 하나의관점은영성과종교는구분될수없는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영성을 종교의 파생물 혹은 일

부로 보는 관점이다. 다른 관점은 종교와 영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스펙트럼

내에서종교와영성을바라보는것은오류라고주장한다.

또는종교와영성이상호보완적개념이라는관점도존재

한다. 이러한다양한관점들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이

두관점에대해살펴보기전에우선종교(religion) 및 종

교성(religiousness)에 대한 정의를살펴보면 <Table 4>

와 같다.

종속적 관점(영성은 종교의 일부): 모든위대한종교

적 전통은 명상하는 삶을 독려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탐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타인과의 조화로운 삶

이라는목표를근간으로하고있다[8]. 따라서직장내영

성 운동도 종교적 이미지의 전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8]. 비록 직장 내 영성이 종교적 이미지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개념이 특정한 종

교나개종혹은특정한신념체계(specific belief system)

에 대한수용/개종에관한것은아니다[4,8]. 오히려스스

로 자신을 직장의 테두리 안에서 성장해야 할 영혼

(souls)을 가진 영적 존재(spiritual being)로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된다[8]. 영적 존재(spiritual beings)는 본질적

가치에대한인지와자신의신념, 가치, 목표에대해존경

심을 가진다[24]. 영적 존재(spiritual beings)는 본질

(nature), 삶의 의미, 우주의서 자아의 위치와 목적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24].

이분법적 관점(종교와 영성은 서로 다름): 종교와영

성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3,10].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측정지표가 특정한 종

교와 관련된 요소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적 인간이 반드시 영성적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영

성적 존재가 반드시 종교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10].

[Fig. 1] Four Orientations towards Religiousness 
and Spirituality[10] 

Milliman et al.(2003)은 영성에대한관심이대부분종

교에근간을두고있기때문에직장내영성도종교적함

의(connotation)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1]. 그러

나 그들은오늘날의직장내영성이특정한종교적전통

과의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만의 가치와

철학(values and philosophy)에 근간을두고있다고주장

하였다[1][4]. Chowdhury and Fernando(2013)도 종교성

과영성이관련되어있지만구분되는개념이라고주장하

였다[20]. Sanders III et al.(2003)도 신앙심(faith)이 반드

시 종교적 문제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존재성

(one's existence)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포괄적 방법으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5].

종교와 영성이 많은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하더

라고 종교는 신학적 구조(theological structure)의 측면

에서 추가적인 차원(예. 신조(dogma), 의식(rituals), 격

식(formality))을 가지고 있다[5]. 이러한 신학적 구조는

개인의영성경험의향상에도움이된다[5]. 하지만신학

<Table 4> Definition of Religion and Religiousness
religion

a covenant faith community with teachings and narratives that enhance the search of the scared and encourages
morality

Chowdhury and
Fernando(2013)

associated with formal/organizational membership and beliefs/rituals Sprung et al.(2012)

religiousness

a system of beliefs in a divine or superhuman power, and practices of worship or other rituals directed towards such
a power

Chowdhury and
Fernando(201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1호448

적구조는영성의무경계적(unrestrictive) 특성과는다르

게 한정적(restrictive)이기도 하며, 와해적(destructive)

이기도 하다[5]. 종교는 사람을 자신의 신조(dogma)와

공식적구조(formal structure)로 구분한다[4]. 또한 종교

는다른믿음을가진사람들을배재한다[4]. 반면에영성

은 포괄적이고(inclusive), 개방적이며(open-minded), 관

대(tolerant)하다[4].

종교성은 신 혹은 하느님과 관련된 믿음과 정기적인

예배의참석활동, 또는다른종교적공동체모임에대한

사회적활동에참여하는것등을포함한다[3]. 공동체모

임의 참여의 관점에서 종교성(religiosity)은 두 가지 형

태로구분되는데하나는외적종교성(extrinsic religiosity)

과다른하나는내적종교성(intrinsic religiosity) 등이다

[20]. 외적 종교성은 종교를 사회적 혹은 사업적 가치를

형성하기위한행동을말하며예를들어도움이되는친

구를 만들기 위해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된

다[20]. 내적 종교성은 종교의 본질적 목표와 연관된 행

동을말하며예를들어종교적믿음에따른삶을살기위

해 노력하는 행동을 말한다[20].

상호보완적 관점: 종교성(religiosity)과 영성은 삶의

다른 측면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3]. 예를 들어, 종교적

활동은 영성 성장(spiritual growth)을 촉진하는 반면에

영적활동은종교적참여의한측면이라고볼수있다[3].

2.5 영성교육
그동안 영성은 학습 이론(learning theory)이 아니라

학습자의 특성(learner characteristics)과 교육 실행

(educational practices)의 과점에서논의되어왔었다[13].

또한선행연구에서영성은정의하기용이하지않은용어

로영성과다양한학습이론을효과적으로융합하는것이

쉽지 않다[13].

아직 영성의 학습에 대한 효과가 총체적으로 증명되

지 않았더라도 학습 경험에 영성을 추가함으로써, 조직

은 구성원들의 창의성(creativity), 열정(energy), 유연성

(flexibility), 생산성(productivity) 향상을기대할수있다

[13]. 업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서 지각

(cognition), 행동(behavior), 느낌(feelings)과 영성간의

상호작용은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경력, 업무

관계, 사회적 정의에 대해 설명해준다[13]. 이에 대한 기

반을 제시한 것은 Yang(2004)의 총체적 학습 이론

(Holistic Learning Theory)이다[26]. Yang(2004)은 기존

이론에서 제시하지 않은 학습을 위한 영적 차원(a

spiritual dimension to learning)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13][26]. 따라서 영성을 총체적 학습차원에서 살펴봄으

로 인해 개인의 학습과 사회적 결과(social outcomes,

e.g., social responsibility)간의관계를조망해볼수있다[13].

2.6 직업성격유형과 직업환경 이론
Holland(1997)의 직업성격유형과 직업 환경(vocational

personality types and work environments) 이론에 따르

면개인의직무선호도(vocational preferences)에 따라서

개인을 6가지 유형의 성격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개인의 직업 선택이 자신의 성격 유형과 일치할

경우 개인은 해당 직업에 대한 만족을 느끼게 된다[14].

동일한관점에서, 만약본질적으로영성적인업무환경에

서 근무하는 개인은 더욱더 영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10].

[Fig. 2] Research Framework

3.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견고한연구를수행하기위한첫번째단계는직장내

영성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이다[1].

Ashmos and Duchon(2000)은 주성분분석을 통해 7가지

차원의 직장 내 영성을 추출하였다. 반면에 Milliman et

al.(2003)은 Ashmos and Duchon(2000)의 연구를기반으

로직장내영성이개인, 집단, 조직의 3가지차원으로정

리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8]. 문헌연구에서 제시한

<Table 3>을살펴보면많은선행연구들이직장내영성

을이 3가지차원에서접근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

서본연구에서도영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개인, 집

단, 조직적차원에서정의하고자한다. 반면에본연구에

서는 직장 내 영성의 초월적 측면(transcendent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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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배재하였는데, 이는 영성의 초월적 측면이 개인의 삶

과밀접하게관련이있는반면에개인, 집단, 조직의 3가

지 차원은 구성원들의 업무 태도와 행위에 밀접하게 연

관되기 때문이다[1].

3.1 비업무 몰입(개인적 차원)
직장내영성에대한이해의시작점은모든인간이내

면(inner)과외면(outer)의 삶이있다는것을이해하는것

이다[8]. 내면의 삶(inner life)의 성장은 곧 더욱더 의미

있고 생산적인 외면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8].

영성과 긍정적 직장 내 결과의 산출은 전이 이론

(spillover theory)으로 설명될 수 있다[19]. 전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역할과 태도가 인간의 다양한 삶의 불침

투성 요소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영향이

다른 영역의 결과가(전이) 된다고 본다[19]. 전이 효과

(spillover effects)는 두가지형태가존재하는데이는수

평적(horizontal)과 수직적(vertical) 전이 효과이다[19].

수평적 전이 효과는 어떻게 하나의 삶의 영역의 만족이

이웃한 사람의 영역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설명

해준다[19]. 수직적 전이 효과는 전반적 삶의 만족과 같

은하나의삶의차원이영성적안녕과같은다른삶의차

원에 의해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19].

많은 직장인들은 영성적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음에도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3]. 따라서 구성원들이 자신

이 수행하는 일의 목적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조직이 책

임을지고있음을인식시킬수있는조직환경이구성되

어 있다면, 구성원들은 그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동기가

더욱더 강해질 것이며 자신의 생산성과 조직에 대한 만

족도증가할가능성이높다[1]. 즉직장내영성은구성원

들의 욕구와 욕망의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인해

구성원들의만족수준을높일수있다[11]. 따라서다음의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H1a. 비업무몰입은 영성교육의 인식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b. 비업무몰입은 영성교육의 중요성 인식에 음(-)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c. 비업무몰입은 영성교육의 만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2 업무 공정성(집단/업무 단위적 차원)
영성은 조직 환경에서 조직의 다양한 긍정적 성과를

유발한다. 예를 들어 Sprung et al.(2012)은 영성이 조직

몰입, 퇴사의도, 내적업무만족, 조직관련자신감과밀

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2]. 영적 안녕(spiritual

well-being)은 영성의결과물(an outcome of spirituality)

인 직무 만족뿐만 아니라 부정적 업무 환경(adverse

work conditions)인 직무 불안(job frustration), 업무 강

도(work tension), 직장 내 갈등(workplace conflict), 인

지된 폭력(perceived violence)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

다[19]. 또한 영성적 안녕은 삶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된다[19]. 선행연구에 따르면 영성

은 직장 내 스트레스, 우울함, 합병증후군(merger

syndrome)과 같은부정적요인과부정적연관성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일(work) 자체는 영적 성장과 타인과의 연결을 위한

하나의원천이다[8]. 뿐만 아니라업무자체는조직안에

서발생하는공동체형성프로그램으로연결되기도한다

[8]. 실증연구를 통해업무 강도(work tension)와 영성적

안녕 간에 음(negative)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

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H2a. 업무공정성은 영성교육의 인식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b. 업무공정성은 영성교육의 중요성 인식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c. 업무공정성은 영성교육의 만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3 경영진의 관심(조직적 차원)
영적성장(spiritual development)은초월적발전을위

한 선행요인이며, 이는 영성(spirituality)없이 달성되기

어렵다[25]. 영성적 리더십 이론(spiritual leadership

theory)은 어떻게 리더가 직장 내 영성을 촉진하고 활성

화하는지에대해설명해준다[23]. 본 이론은조직적차원

에서 개인의 성장 및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23]. 본

이론은 발전적 리더 행위보다는 영성의 조직적 문화의

개발에주된초점을두고있다[23]. 만약영성에대한조

직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의 영적

자아를 완벽히 조직에서 실현할 수 없다[18]. 따라서 조

직은구성원들이조직내에서영적요소를실현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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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야 한다[18]. 영

성의 조직적 문화와 같은 영성의 조건(spiritual

condition)은 리더가 구성원들 스스로 나는 누구이며, 무

엇을 하고 있으며, 그 일이 무엇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에대한근본적의미를찾아가도록느끼게만든다[8]. 그

렇기때문에조직수준의영성은개인으로부터시작되어

야 한다[18]. 물론 공동체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그리고

목적성이있는관계는직장내에서성장, 학습, 그리고성

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반면에 직무 소진

(job burnout)과 같은부정적성과가발생할가능성은낮

아진다[1].

조직 문화는 조직의 설립자와 리더가 가진 영적 본질

(spiritual substance)로부터 출발한다[18]. 또한 이러한

영적 요소는 조직의 사명, 비전, 정책, 그리고 절차를 통

해 조직 안에서 확산된다[18]. 직장 내 영성의 조직차원

에서는 개인의 가치관과 조직의 사명 및 목표와의 일치

(alignment)를 중요하게 생각한다[1]. 여기서 말하는 일

치(alignment)란개인이자사의경영진과구성원들이올

바른가치관을가지고있고, 매우양심적이며, 다른구성

원과 공동체의 복지(welfare)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1]. 따라서 이러한 조직문화를 유지

하기위한핵심은조직의리더의철학과가치관이다[18].

이처럼 조직의 리더와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성

원들의 영성에 대한 관심은 구성원들의 내적 자아에 대

한 고찰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

을위한밑거름이된다. 따라서다음의가설을제시할수

있다.

H3a. 경영진의 관심은 영성교육의 인식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3b. 경영진의 관심은 영성교육의 중요성 인식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c. 경영진의 관심은 영성교육의 만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4 인지된 영성교육
인간은 영적 차원(spiritual dimensions) 없이는 완성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성장과 포괄적 인지(awareness)에 대한 이해에

필수적이다[25]. Assagioli(1965)는 영성(spiritual)을 전

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종교(religious)에 대한 경험뿐

만 아니라 총체적 인지 상태(the states of awareness),

평균이상의 가치에 대한 소유라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를 가진 인간의 작용(functions)과 행위

(activities)의 전체라고보았다[27]. 직장 내 영성이조직

의 성과에 미치는 이점 중 하나는 구성원들의 행복

(happiness)과 만족(satisfaction)을 유발하는 인간의 완

전성(human wholeness)의 향상이다[7].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영성은 구성원들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7]. 행복한 구성원은 타인에

대한 이타심이 증가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공손한 태도

를취할가능성도높아진다[7]. 이처럼영성에대한인식

수준(levels of consciousness)은 개인의 인지

(individual's awareness)가 내부 혹은 외부에 얼마나 관

심을 두는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25].

영성적안녕은의미있는삶에대한인식과개인의삶

에 대한 만족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19]. Chand and

Koul(2012)에 따르면자신의조직에서영성에대한인식

수준이높은구성원들은조직을더욱더견고하고향상되

도록 기여한다[22]. 조직에 기반을 둔 영성은 조직 몰입

(organizational commitment)과 같은 조직의 성과의 향

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직무 만족(job satisfaction)의

증가와 직무 스트레스의 감소와 같은 다른 조직적 성과

도야기한다. 따라서다음과같은가설을제시할수있다.

H4a. 영성교육의 인식은 영성교육의 중요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b. 영성교육의 인식은 영성교육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 영성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지
영성이 학습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관계에대해서는많이알려지진않았다[13]. 업무 현장에

서 영성교육 프로그램의 확산은 개인과 조직의 영성적

안녕(spiritual well-being)이라는 이점들(benefits)을 제

공한다[19]. 또한 영성적 개인은 비영성적 개인보다 더

큰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21].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H5. 영성교육의중요성인식은영성교육의만족에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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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earch Model

4. 설문과 데이터 수집
(Questionnaire and Data Collection)
직장내영성에대한측정수준은개인(individual), 작

업 단위(work unit), 조직(organization) 등의 세 가지차

원으로구성되는데첫번째차원은개인의직장내영성

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의미하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지표이다[15]. 영성은개인의행동에영향을미

치는 내적 본질(internal substance)이다[18]. 따라서 영

성의 다양한 수준(different levels)이 존재한다고하더라

고, 영성에대한측정지표(proxy)는 직장내영성의본질

로 인해 종업원의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측정수준(level of analysis)을 개

인(individual)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성교육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특

정한 영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재단을 선정하여 해당

재단에속한기업들에속한구성원들을대상으로설문을

배포하였다. 특정 재단에만 응답자를 제한한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영성적 근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아

님에도불구하고여러재단을응답대상으로선정할경우

추구하는 영성에 대한 차이가 연구결과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성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집

중적 영성교육을 시행하기 전과 시행한 후의 차이를 반

영하고자종단적연구(longitudinal analysis)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4.1 Questionnaire 
본 연구에서는 제안 모형을 검정하기 위해 필요한 데

이터를수집하기위해설문기법을사용하였다. 설문기법

을사용한이유는영성을위한특정한정량적지표가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식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항목들은 내용 타당성

(content validity)을 확보하기위해선행연구에서신뢰성

과 타당성 검정과정을 거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비업무 몰입(non-work commitment)은 직장 안에서

자신의 영성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임명

성(2015a)에서 총 4개의 설문항목을 차용하였다[28].

업무의 적정성(appropriateness of work)은 직장에서

개인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공정하게 할당된 상대적 업

무의양을말하며, 임명성과변현수(2015)의총 4개의항

목을 차용하였다[29].

경영진의관심(managers' concerns)은 구성원들이느

끼는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의 영성에 대한 중

요성 인식 수준을 말하며 임명성(2016)의 연구에서 총 2

개의 항목을 차용하였다[30].

영성교육에 대한 인식(awareness of spirirual

education)은 조직에서 제공하는 영적 교육에 대한 구성

원들의 인식 수준을 말하며, 임명성(2015a)의 연구에서

총 3개의 항목을 차용하였다[28].

영성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perceived importance

of spiritual education)은 구성원들이이가지고있는영성

교육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정태석과 임명성

(2017)의 연구에서 총 2개의 항목을 차용하였다[31].

마지막으로영성교육의만족도(satisfaction of spiritual

education)는 조직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말하며, 임명성과 변현수(2015)의 연

구에서 총 6개의 항목을 차용하였다[29].

4.2 데이터 수집(Data Collection)
본 연구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전언

한바와같이설문항목을선행연구에서차용하여연구모

형에맞게구성하였고, 이를 2016년 4월에한달동안, 그

리고 2017년 3월에 한 달 동안 배포하였다. 2016년에 배

포한 설문은 원인변수들로 구성되며, 2017년 3월에배포

한 설문은 결과변수들로 구성된다.

2016년 4월에 응답자들은 모두 120명이며, 동일한 대

상자들의 응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소

속을 기재하게 하였다. 2017년 4월에는 2016년 응답자들

을 대상으로 동일한 사람들에게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이 중 총 103부가 회수되었다. 17부가 누락된 이유는 계

약만료에 따른 퇴사, 이직, 개인적 사유로 응답거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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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 부서이동 등 다양) 등의 사유 등에 기인한다.

2차에걸친설문에대해응답을완료한응답자들의특성

은 아래의 <Table 5>와 같다. 응답자 중 남성은 62.1%,

여성은 37.9%였다. 연령대로 20대와 30대가 84.5%로 대

부분을차지하였다. 직위로는사원및대리급이 78.6%로

대체로 직원 수준이 많았다. 이는 연구모형에서 영성에

대한관리자의관심을평가하기에적합하다는점을보여

준다. 학력으로 89.3%가 4년제대학졸업혹은석사졸업

으로 높은 수준의 학력을 보이고 있다.

<Table 5> Demographic Information of Respondents
Category Types Freq. Ratio

Gender　
Male 64 62.1

Female 39 37.9

Age Group

The Twenties 7 6.8

The Thirties 41 39.8

The Forties 46 44.7

The Fifties 9 8.7

Position

Employee 44 42.7

Deputy Section Chief 37 35.9

Section Chief 13 12.6

Duty Head 3 2.9

Head of Department 4 3.9

Director 1 1.0

Executive Director 1 1.0

Education
Level　

Associate Degree 8 7.8

College Degree 2 1.9

Bachelor Degree 52 50.5

Master Degree 40 38.8

Doctoral Degree 1 1.0

Total 103 100%

Service Years(Mean) 11.9558 7.62748

5.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
본연구에서는 PLS 모형의분석및해석을위해다음

의 두 단계를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32]. 첫 번째 측정

모형(measurement model)의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

성(validity)을 평가하였다[33]. 둘째, 구조 모형

(structural model)을 평가하였다[33]. 이러한 노력은 잠

재변수들간의본질에관한결론을도출하는시도를하

기전에잠재개념들의측정지표들의신뢰성과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33]. 또한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성(adequacy)도 확인할 수 있다[33].

5.1 분석기법(Analysis Techniques)
본 연구에서는 제안 모형을 검정을 위해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구조방정식) 기법을 사

용하였다. SEM은관측변수(observable variables)와 잠

재변수(unmeasured latent variables) 간에 존재하는둘

이상의관계를동시에측정할수있는선형방정식(linear

equations)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34]. 즉, SEM은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종속 관계(dependence relationships, 독립

변수와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동시에검정할수있는고

유한 능력이 있다[34]. Hulland(1999)는 SEM이 1) 이론

상에 존재하는 잠재 개념과 잠재 개념간의 가설화된 관

계가명시한다는점, 2) 잠재개념에대한명확한정의와

조직적 정의(operationalizations)가 포함되고, 함수 관계

(functional relationships)가 모형에포함된다는점, 3) 복

잡한이론의좀더가능하다는점, 4) 이론과측정지표모

두를 개념화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공식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33].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제안 모형을 검정하는데 있어서 SEM

기법을 사용하였다.

5.2 공통방법분산(Common Method Variance 
Bias)

조사(surveys), 설문지(questionnaires), 인터뷰(interviews)

등을 통한 참여자의 자기 보고식(self-report) 기법으로

연구에필요한데이터를모으는방법은사회과학분야에

서 매우 흔하다[35].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는 경

우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 계산된 상관관계 계수로

(correlation coefficient)인해 표현되는 실제 관계(true

relationship)에 의문이 발생할수 있다[35]. 왜냐하면, 일

부 상관관계 계수의 경우 허위 상관(spurious

relationship)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35]. 예를 들어,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 사람은 내

재적 감정 변수(common third variable)에 의해 자연스

럽게직무만족도가낮다고평가한다는것이다[35]. 따라서

사회과학자들은 이러한 공통방법분산(CMV, Common

Method Variance)의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35]. 이처

럼 설문 조사(survey research)는 이론적 관계를 검증하

는데주도적역할을수행해온반면여러가지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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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있는데이중결론에가장크게영향을미칠수있

는 문제는 CMV이다[36].

CMV란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사용된 공통 방법(the

common method)으로인해변수간에포함되는허위공

분산(spurious covariance)의 양을말한다[37]. 다시말해

CMV는잠재변수간의관계안에서독립변수와종속변

수를측정하기위한동일한방법(the same method)를 사

용함으로인해유발되는허위상관(spurious correlation)

을말한다[36]. 이러한문제는주로응답자에게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욕망(social desirability), 질문지의 모호한

문장(ambiguous wording), 측정항목들의 길이(scale

length)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37].

CMV가단일방법연구(single-method study)의 결과에

잠재적인영향을미쳐서잘못된결론을도출하는원인이

되기때문에 CMV를기술하지않은연구설계는문제가

될 수 있다[36][37]. 하지만 문제는 common method

biases의 심각성(seriousness)에 관해서는 아직 의견일

이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37].

CMV를어떻게다루어야하는지가장처음으로폭널

게 논의한 연구자는 Campbell and Fiske(1959)이다. 그

들은 다특성-다기법 접근법(multitrait-multimethod

approach)을 활용하여, 관심 대상이 되는 잠재변수(the

construct) 보다는 측정 도구(the measurement

instrument)에 의한검정값(test scores) 간에체계적분

산(systematic variance)을 측정하였다[38].

CMV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사후 측정 방

법(post hoc analysis)은 지배적 요인(a general factor)

평가, 요인통제, 측정항목분리등이다[39]. 지배적요인

이란관심있는변수들간의관계를검정하기전에분산

의많은부분을차지하여 CMV의증거가되는지배적요

인(the general factor)을통제(partialing out)하는것이다

[39]. 요인 통제는 모든 관심변수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

되는 변수(예. 사회적 욕망, social desirability)의 영향을

관심변수간의관계를살펴보기전에통제(partial out)하

는 것이다[39]. 다음으로 측정 항목 분리는 명백히 중복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들은 분리하여 측정(separate

measures)하는것이다[39]. 이와관련하여 Rindfleisch et

al.(2008)은 횡단적 설문(cross-sectional)보다 종단적 설

문(longitudinal)이더많은시간과비용을필요로하지만

공통방법오류를감소시키고, 인과적추론을향상시킨다

고 주장하였다[40]. Podsakoff et al.(2003)도 원인변수와

결과변수간의시간차를두고응답하도록하는것이공통

방법분산의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41]. 본 연구에서는원인변수인, 비업무몰입,

업무공정성, 경영진의관심, 영성교육에대한인식등은

2016년에데이터를수집하였고, 결과변수인영성교육의

중요성에대한인식과영성교육에대한만족은 2017년에

수집하였다. 즉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충분한시간차를두고수집하였기때문에공통방

법오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5.3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속에 숨겨진 잠재적 요인 구조

를 식별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기술적으로 EFA는 측

정항목의 집합(a set of measurement items) 안에서 상

관관계의패턴을설명해주는 기저잠재개념(underlying

latent variables=factors)을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42].

본절차를수행해야하는이유는첫째, 본 연구에서영

성교육이라는 정황(context)에 처음으로 적용하여 탐색

적특성을가지고있다는점이다. 둘째, 기존연구에서사

용한측정지표를사용했다하더라도아직관련연구가많

이 진행되거나 혹은 본 연구에서 차용된 지표가 다양한

연구에서 널리 사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행 연구와

다른요인구조가도출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셋째,

선행연구와동일한구조가도출된다하더라도이는곧선

행 항목들의 또 다른 신뢰성 확인절차이기 때문이다.

Gefen and Straub(2005)은 EFA가 완벽히 탐색적 특성

(exploratory)에서 시작되었지만확인적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유사하게예상되는 요

인의수(the expected number of factors)를 식별할수있

도록 해준다고 주장하였다[42].

일반적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수행한다고

하였을 경우 EFA를 말하기는 하나 이를 위해 사용하는

기법에 있어서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많은 경우

Statistical tools의 default인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엄밀히 말해

EFA가아니다[43]. PCA의목적은관측변수마다대량항

목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수를 축소하기 위해(data

reduction) 사용하는기법이다. 본 기법은행렬(matrix)의

대각선값에공통분산(common variance)가 아닌총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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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variance(1)=common variance+specific variance+error

variance))을 둔다[43]. 반면에, EFA는 공통분산 값만을

행렬의 대각선 값으로 취한다. 따라서 도출되는 값이 다

르다[43]. 또한 PCA는변수간의무상관(uncorrelated)을

가정한다[43]. 반면에 요인분석은 기본적으로 변수들 간

의상관관계를가정한다[43]. 일반적으로 CMV를검정하

는데 있어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잠재개념들과 이론적으

로관련이낮은개념을방법요인(method factor)으로사

용하는 것도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즉 연구모형

에 제시된 모형들의 인과관계를 검정하는데 있어서

overarching theory를 중심으로세부요인들이결정되는

데, 각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가정되지 않는다면,

spurious relationship이 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제안하

는 연구모형에서 잠재변수들은 기본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요인분석이 적합한 기법이다. 물

론두기법이유사한결과를도출하는경우도있다. 예를

들어 관측변수의 수가 30개 이상이고 각 관측변수의 공

통성(communalities)이 모두 0.6이상의값을가지면유사

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44]. 하지만 모든 경우에 동

일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

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정한 요인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PCA가아닌 PAF(Principal Axis Factoring)기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요인분석을위해사용하는기법

은 ML(Maximum Likelihood)과 PAF가 주로 사용되는

데ML은수집된데이터의정규성(nomality)이존재해야

한다는조건이있다[43]. 반면에 PAF는데이터의정규성

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수집된

데이터의정규성여부에따라서두기법중하나를선택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EFA를 수행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EFA에 적합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정량적기준과정성적기준에따라그적합성을분

석하였다. 정량적기준은요인분석을수행하는데있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것으로절대적기준과상대적기준으로나뉜다

[43]. 절대적 기준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요인 적재값

(loading) 기준이 0.6이상일경우 100개 미만이어도무관

하다고 보며, 적재값 기준이 0.5이상일 경우 최소 100개

의 표본이 필요하다고 본다[43]. 본 연구에서는 103개의

표본을 사용하였기에 본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상대적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

되는 기준은 측정항목 대비 5:1 이다[43]. 본 연구에서는

총 21개의 측정항목이 사용되었기에 필요한 표본 수는

105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 수는 103개이기 때

문에 본 수의 근사하여 상대적 기준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정성적 기준은 수집된 데이터로

도출한측정항목간의상관관계의특성을판단하는것으

로 KMO(Kaiser-Meyer-Olkin)의 the measure of

sampling adequacy(MSA)와 Bartlett's test를 이용해평

가한다. 일반적으로 KMO는 0.6이상의 값을 가지고

Bartlett's test는 유의할경우수집된데이터가정성적으

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43].

<Table 6>을 보면 KMO가 0.788이고 Bartlett's test는

0.000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본 기준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결론을 기반으로본연구에서는 EFA를수

행하였다. 요인 도출 기준은 아직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유일하고절대적인기준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아래와

같은 다양한 기준을 기반으로 요인을 도출하였다.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은

측정 항목들의 무상관 선형 조합(uncorrelated linear

combinations)을 가정하고요인을추출한다[42]. 또한 주

성분분석은자신의요인(parent factor)이외에외부요인

(foreign factors)에 대한 적재값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직

교회전(orthogonal rotation) 방법인 Varimax rotation기

법을 사용한다[42]. 반면에 Direct Oblimin Method는 비

직교(nonorthogonal) 혹은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을

수행한다[42]. 비직교회전은간결한적재값패턴을산출

할 수 있으며 요인에 대한 해석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42]. 반면에 직교성(orthogonality)의 상실로 인해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42].

따라서본연구에서는 PAF를기반으로 Varimax, Direct

Oblimin method를 사용하여 요인회전(rotation)을 수행

하였다.

요인도출기준으로첫째, 요인적재값 0.5이상이며교

차요인(cross-loading)이 0.4이상인 요인을 선별하였다.

1세대 회귀 모형의 유형 중 하나인 탐색적 요인 분석

(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은 개념 타당성

(construct validity)을평가하기위해사용할수있다[42].

이를 위해서다음과같은결과가발견되어야한다. 첫째,

모든 측정 항목은 적절한 수의 이론적 요인(theoretical

factors)으로 수렴되어야 한다[42]. 둘째, 각각의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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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하나의 요인에 높은 값(0.6 이상)의 계수(loading

coefficient = loading)로 적재되어야 한다[42]. 반면에 다

른 개념에는 0.4이상의 적재값(cross loadings)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42,44].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모든 요인이

최소적재값은 0.517이며최대교차요인은 0.336으로본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 요인의 공통성은 최

소 0.5(extraction 기준)이거나 혹은 0.5에 근사한값들을

도출하였다.

Gefen and Straub(2005)은 EFA에서요인을도출하기

위한기준으로고유치(an eigenvalue) 1이상과 scree test

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42]. 따라서각각의고유요인은고유치가 1이상인값을

도출기준으로선정하였다[44]. 본 연구에서도출된요인

의 최소 고유치는 1.238이다.

다음으로 스크리 차트를 사용하였다. 본 기준을 사용

하여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그 구분 선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

다는 문제점이 있는데[43], 본 연구에서는 [Fig. 4]와 같

이요인간의구분이명확하기때문에본차트를요인선

정 기준 중 하나로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요인의 총 분산을

요인 선정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총 분산

<Table 6>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actor Communality

1 2 3 4 5 6 Initial Extraction

Aware1 .025 .049 .063 .089 -.726 .015 .594 .633

Aware2 .017 -.036 -.001 .152 -.784 -.017 .599 .678

Aware3 -.011 .091 .149 -.099 -.805 -.027 .641 .751

NonWork01 .055 .827 .005 -.115 -.121 -.007 .672 .716

NonWork02 -.081 .862 .011 -.064 .035 .101 .650 .687

NonWork05 -.010 .619 .018 .336 -.003 -.056 .632 .623

NonWork06 .075 .517 -.075 .260 -.034 -.166 .559 .472

Manager14 -.048 -.047 .083 .818 -.016 .043 .609 .687

Manager15 .037 .134 .023 .726 -.193 .001 .639 .723

Appropriat1 .019 -.038 .822 .149 .129 -.006 .543 .672

Appropriat2 .020 .002 .694 -.128 -.195 -.084 .523 .573

Appropriat3 -.032 -.100 .721 .057 -.058 .031 .528 .571

Appropriat4 -.006 .140 .636 -.018 -.083 .117 .477 .500

Perceived1 .032 -.022 -.071 -.014 -.141 .764 .500 .645

Perceived2 .051 .025 .113 .036 .138 .655 .416 .458

Satisfact1 .602 .007 -.069 .041 -.096 .285 .632 .601

Satisfact2 .700 -.163 .010 .000 -.052 .266 .718 .744

Satisfact3 .667 -.041 -.090 .048 -.162 .213 .651 .670

Satisfact4 .857 -.081 -.076 .012 -.063 -.039 .717 .748

Satisfact5 .951 .053 .086 .040 .144 -.163 .732 .800

Satisfact6 .806 .100 .047 -.114 .026 -.035 .634 .634

Eigenvalue 4.911 4.140 2.607 1.406 1.380 1.238

Extraction Method: Principal

Axis Factoring.

Rotation Method: Oblimin with
Kaiser Normalization.

% of Variance 23.387 19.714 12.413 6.695 6.570 5.894

Cumulative % 23.387 43.101 55.514 62.210 68.780 74.674

KMO and Bartlett's Test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788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1158.049

Degree of Freedom 210

Significance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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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0%이상되어야적절하게도출된요인으로본다[44].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요인의 총 분산이 74.674로 본 기

준을 만족하고 있다.

[Fig. 4] Scree Plot Derived from EFA

5.4 신뢰성(Reliability)
항목신뢰성(item reliability)은각각의잠재개념의관

측변수의적재값(loadings or correlations)을평가하면서

확보된다[33]. 경험적규칙에따르면각각의적재값은 0.7

이상(0.7 or more) 될것을추천한다[33]. 이는 오차분산

(error variance) 보다는 잠재개념과해당 개념의측정지

표간의 공유분산(shared variance)에 의해 더 많은 부분

이설명된다는것을의미한다[33]. 즉, 잠재개념으로인해

관측변수의 분산의 약 50%이상이 설명된다는 것이다

[33]. 반면에, 0.4 혹은 0.5이하의적재값을가지는관측변

수는 제거되는 것이 적절하다[33]. <Table 7>을 살펴보

면 최소 적재값이 0.768로 본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Cronbach's alpha 계수(coefficient alpha)는 측정항목

들의신뢰성을측정하기위한가장일반적지표이다[34].

하지만 본 지표는 모든 측정항목이 균등하게 신뢰성에

기여한다고있다는잘못된가정을하고있다[34]. 따라서

신뢰성 평가를 위한 더 나은 지표는 복합 신뢰성(CR,

composite reliability)이다[34]. 본 지표는각측정항목의

표준화된 적재값(standardized loadings)과 측정 오차

(measurement error)에서 유도된다[34]. 물론 견고한 내

<Table 7> Crossloading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erceived
Importance

Awareness
Managers'
Concerns

Non-Work
Commitment

Satisfaction
of Spiritual
Education

Appropriat
eness

t value p value

Aware1 0.134 0.884 0.374 0.290 0.191 0.349 33.159*** 0.000

Aware2 0.105 0.876 0.390 0.262 0.207 0.310 24.807*** 0.000

Aware3 0.081 0.885 0.277 0.285 0.149 0.423 33.117*** 0.000

NonWork01 -0.085 0.322 0.231 0.835 0.023 0.099 8.477*** 0.000

NonWork02 -0.071 0.200 0.230 0.791 -0.095 0.061 6.994*** 0.000

NonWork05 -0.135 0.265 0.454 0.845 -0.043 0.130 11.933*** 0.000

NonWork06 -0.197 0.225 0.343 0.789 -0.009 0.015 9.362*** 0.000

Manager14 0.032 0.251 0.874 0.242 0.011 0.201 10.311*** 0.000

Manager15 0.030 0.432 0.961 0.431 0.095 0.216 38.964*** 0.000

Appropriat1 0.050 0.210 0.251 0.045 -0.028 0.783 11.004*** 0.000

Appropriat2 0.029 0.388 0.116 0.079 -0.009 0.831 19.293*** 0.000

Appropriat3 0.119 0.309 0.191 -0.007 -0.028 0.800 10.139*** 0.000

Appropriat4 0.146 0.360 0.204 0.166 0.038 0.807 13.229*** 0.000

Perceived1 0.912 0.173 0.038 -0.142 0.436 0.069 20.891*** 0.000

Perceived2 0.815 0.011 0.016 -0.118 0.327 0.135 10.284*** 0.000

Satisfact1 0.457 0.196 0.077 0.023 0.839 0.006 25.943*** 0.000

Satisfact2 0.481 0.161 0.005 -0.172 0.874 0.032 33.877*** 0.000

Satisfact3 0.413 0.250 0.112 -0.006 0.865 -0.005 32.696*** 0.000

Satisfact4 0.277 0.149 0.053 -0.028 0.846 -0.077 21.502*** 0.000

Satisfact5 0.155 0.066 0.103 0.072 0.789 0.006 12.559*** 0.000

Satisfact6 0.225 0.116 0.003 0.067 0.768 0.005 13.849*** 0.00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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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확인하기위해서는하

나의 지표만 보기기보다는 두 지표를 모두 살펴보는 것

이중요하다[43]. 두 지표들에대한 수용가능한기준값

(acceptable threshold)은 탐색적연구인경우 0.6이상, 그

리고확인적연구인경우 0.7 이상이다[34]. <Table 8>을

보면 최소 alpha계수가 0.672이고, 최소 CR이 0.856으로

신뢰성에문제가될만한수준은아닌것으로판단할수

있다.

5.5 타당성(Validity)
Gefen and Straub(2005)은 PLS(Partial Least

Squares)을 검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요인 타당성

(factorial validity=construct validity(개념 타당성))을 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42]. 요인 타당성의 두

가지구성요소는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

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등이다[42]. 요인 타당

성은 측정 모형(the measurement model)의 적합도(the

goodness of fit)를 반영하고 있다[42]. 집중 타당성은 각

각의 측정항목(measurement item)이 이론적 잠재개념

(theoretical construct)과 얼마나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

고있는가를나타낸다[42]. 판별타당성은각각의측정항

목이 이론적으로 연관된 잠재 개념을 제외하고 다른 잠

재개념들과얼마나약한상관관계를가지는지와관련된

다[42].

집중 타당성에 대한 측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검증할

수있다. Cronbach's alpha와 Composite Reliability 등이

다[33]. CR은 구성 타당성(nomological network or

causal model) 내에서얻게되는항목적재값을사용으로

인해 Cronbach's alpha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3]. 그러나 두지표에서나온값에 대한해석은유사하

다[33]. 전언하였듯이 최소 alpha계수가 0.672이고, 최소

CR이 0.856으로충분하지는않지만문제가될수준은아

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외에도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가지고 집중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본 지표는 EFA의 고유치(eigenvalue)에 상응하는

지표이다[34]. AVE값은 0.5이상되어야한다[45]. Fornell

and Larcker(1981)에 따르면 AVE가 0.5이상 될 경우 집

중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45]. <Table 8>에 보면 AVE의 최소값은 0.649로 본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판별 타당성이란 동일한 모형 안에서 주어진 잠재 개

념에대한지표와다른개념의지표가어느정도차이가

존재하는가를나타낸다[33]. 즉판별타당성의확보를위

해서는 하나의 잠재 개념은 주어진 모델의 다른 잠재개

념과 공유하는 분산보다 하나의 잠재 개념이 자신의 측

정지표와더많은분산을공유해야한다[33]. 따라서 판

별타당성은측정항목의잠재변수값(the latent variable

scores)의 상관관계가 적절한 요인 적재값 패턴을 나타

낼경우존재한다고볼수있다[42]. 적재값은자신의요

인에는 0.7이상의값을가지고다른요인에는최소 0.6이

하의 값을 가져야 한다[42](<Table 7> 참고). 또한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을가지고판별타

당성을살펴볼수있는데, 만약모든 AVE의제곱근값이

각각의 잠재 변수간의 상관관계 계수보다 클 경우 판별

타당성이존재한다고볼수있다[42][33]. 더엄격한기준

에 따르면 AVE의 제곱근 값보다는 AVE값과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 계수간의 차이를 비교하기를 추천한다

[42]. 여기서 AVE는 측정항목으로 인해 야기되는 측정

오차(measurement error) 대비잠재개념에의해추출된

측정항목의 분산의 합의 비율을 나타낸다[42]. <Table

8>을보면대각선의굵은숫자는 AVE의제곱근값으로

다른잠재개념의상관관계계수와의비교에서해당값들

<Table 8> Discriminant Analysis with Reliability Indexes
Mean Std.Dev 1 2 3 4 5 6

1. Non-Work Commitment 3.104 0.919 0.815 　 　 　 　 　
2. Appropriateness of Work 3.097 0.652 0.087 0.806 　 　 　 　
3. Managers' Concerns 3.621 0.933 0.361** 0.236* 0.919 　 　 　
4. Awareness of Spiritual Education 3.434 0.906 0.311** 0.391** 0.376** 0.882 　 　
5. Perceived Importance 3.223 0.834 -0.146 0.113 0.031 0.104 0.865 　
6. Satisfaction of Spiritual Education 2.885 0.748 -0.016 -0.010 0.058 0.188 0.394** 0.831
Average Variance Extracted(AVE) 0.665 0.649 0.844 0.777 0.748 0.690
Composite Reliability(CR) 0.888 0.881 0.915 0.913 0.856 0.930
Cronbach's Alpha(α) 0.832 0.823 0.828 0.857 0.672 0.914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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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판별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PLS에서 확인적 요인 분석(CFA)을 수행할 수 있다

[42]. PLS에서는 미리 정의된 모형의 적합도(the fit of

pre-specified model)가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의 결정을 통해 검

증된다[42]. 본 분석에서집중타당성은자신의잠재변수

에 유의한 t-value를 가진 측정항목의 적재값을 가진 경

우존재한다고볼수있다[42]. 또한 t-value의 p-value는

최소 0.05 alpha값의 수준에서 유의해야 한다[42].

<Table 7>을 보면 모든 지표가 본 기준을 만족하고 있

어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측정항목들의 문제가 존재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구조모형(Structural Model)
SEM에서는수집된데이터가추정접근법의분포가정

에부합되어야한다[34]. SEM은측정변수들이(indicator

variables) 다변량 정규 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s)를 가진다고 가정한다[34]. 따라서 SEM에

서비정규데이터(non-normal data)를 사용할경우적합

도의오류(inflated goodness-of-fit)와 비추정표준오차

(underestimated standard errors)를 유발하여결국부적

합한결과(inaccurate findings)가 유도될수있다[34]. 물

론 SEM에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비정규 데이터를 정

규성을 가지는 데이터로 변환(data transformation)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34]. 하지만 데이터의 변환

이부정확한추정(incorrect specification)을 유발할수도

있다[34]. 따라서연구자는데이터의변환과정에내재된

본질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34].

PLS(Partial Least Squares)는ML(Maximum Likelihood)

기법의 기저에 있는 다양한 제한적 가정(restrictive

assumptions)에서 자유로우며, 부적절한 결론(improper

solutions)과 요인 비결정성(factor indeterminacy)을 해

결하기위한대안으로활용될수있다[46]. 예를들어, 공

분산 기반 SEM(covariance based SEM)은 작은 데이터

표본(small data samples)을 사용할 경우 부적합한 해

(improper solutions)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33]. 반면

에 PLS의 공분산 기반 SEM에서 존재하는 한계점에서

다소 자유롭다[33].

본 연구에서는 <Table 9>와같이데이터정규성검정

을 수행하였다. Kolmogorov-Smirnov는 데이터가 50개

초과일 경우 사용한다. Shapiro-Wilk는 데이터는 50개

미만일 경우 사용하지만 데이터 수가 이보다 클 경우에

도 사용하기도 한다. 물론 다른 학자는 표본의 수가

3-2000개 일경우 ShapiroWilk를 사용하고, 2000개초과

일 경우 Kolmogorov-Smirnov를 사용할 것을 추천하기

도한다. 해석은유의수준(significance)을 보고판단하는

데만약유의수준이 0.05보다클경우데이터가정규성이

존재한다고본다. 반면에유의수준이 0.05이하일경우정

규성(normality)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영성교육 만족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이 모두

정규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ML기반의 SEM을 쓰기에

는적절하지않다고판단된다. 또한표본의수도 103개로

일반적으로 ML을 위해 필요한 200개 되지 않는다는 점

도 PLS-SEM의 사용을 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R2와 non-parametric Stone-Geisser Q2를

활용하여제안모형의예측타당성(predictive validity)을

평가하였다. 공분산구조분석모형(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modeling)은 모수 추정 절차(parameter

estimation procedures)를 통해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의 재생산을 추구한다[33]. 반대로 PLS의 주된

목적은 모든 내생 변수(endogenous constructs)의 오차

최소화(the minimization of error)하는 것이다[33]. PLS

모형의목적은종속(내생) 변수의 R2값을검증하면서결

<Table 9> Tests of Normality
　

Kolmogorov-Smirnova Shapiro-Wilk
Statistic df Sig. Statistic df Sig.

1. Non-Work Commitment .103 103 .009 .967 103 .011
2. Appropriateness of Work .140 103 .000 .964 103 .007
3. Managers' Concerns .240 103 .000 .880 103 .000
4. Awareness of Spiritual Education .145 103 .000 .940 103 .000
5. Perceived Importance .154 103 .000 .947 103 .000
6. Satisfaction of Spiritual Education .104 103 .009 .980 103 .117
a. Lilliefors Significance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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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33]. 따라서 R2를기반으로예측타당성을평가하

는것은필요한절차이다. Sosik et al.(2009)은 R2이 10%

이상이 최소 기준이라고 주장하였다[47]. 본 연구에서는

영성교육의 중요성 인식(0.60)을 제외한 영성 교육의 인

식(0.293), 영성교육의만족(0.241)로 본 기준을만족하고

있다.

다음으로 모형의 예측 적합성(predictive relevance =

predictive validity)을 평가하기 위해 Blindfolding

Algorithm(cross-validated redundancy) Stone- Geisser

Q21)를평가하였다. 본지표는얼마나관측모수(observed

parameters)가 측정 모수(estimated parameters)에 의해

예측되는가를 살펴보는 도구이다[48]. 본 값이 0보다 작

을 경우 예측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에

0보다 클 경우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이 충분한

예측연관성이존재한다는의미로해석된다[49]. 본 연구

에서는 본 값이 0.126으로 기준값을 상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제안모형의적합성을 GoF(Global of Fit)

Index를통해평가하였다[50]. 만약본값이 0.1이상일경

우미흡한 수준, 0.25 이상일경우 보통, 0.36이상일경우

우수하다고 본다[50]. 본 연구에서는 본 값이 0.380으로

우수한 적합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LS에서 t-value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bootstrap과 Tukey's jackknife 기법이 존재한다[42]. 본

연구에서는 bootstrap 기법을 활용하였고 resample수는

500개로 설정하였다.

1) 본 지표는 내생 잠재 변수(endogenous latent variable)가 예
측력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뿐 예측의 품질(the quality of
the prediction)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51].

[Fig. 5] Results of Structural Model Analysis

최종적으로 제안한 모형에 대한 구조모형 평가 결과

는 [Fig. 5]와 <Table 10>과 같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비업무 몰입

은 영성교육의 인지된 중요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β=-0.223, p<0.1), 영성교육의 인식(β=0.189)과 영

성교육의 만족(β=-0.024)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1b는 채택된 반면

에, H1a와 H1c는 기각되었다.

둘째, 업무 적정성은 영성교육의 인식에 유의한 영향

을미치는반면(β=0.335, p<0.001), 영성교육의중요성인

식(β=0.060)과 영성교육의 만족(β=-0.140)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2a는

지지된 반면, H2b와 H2c는 기각되었다.

셋째, 경영진의 관심은 영성교육의 인식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 반면(β=0.224, p<0.05), 영성교육의 중요성 인

식(β=0.048)과 영성교육의 만족(β=0.012)에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3a는 채

택된 반면, H3b와 H3c는 기각되었다.

<Table 10> Hypotheses Tests
Hypotheses

Path

Coefficients
t value

p

value
Results

H1a. Non-Work Commitment→Awareness of Spiritual Education 0.189 1.434 0.155 Not Support
H1b. Non-Work Commitment→Perceived Importance of Spiritual Education -0.223 -1.886 0.062 Support
H1c. Non-Work Commitment→Satisfaction of Spiritual Education -0.024 -0.233 0.816 Not Support
H2a. Appropriateness of Work→Awareness of Spiritual Education 0.335 4.584 0.000 Support
H2b. Appropriateness of Work→Perceived Importance of Spiritual Education 0.060 0.553 0.582 Not Support
H2c. Appropriateness of Work→Satisfaction of Spiritual Education -0.140 -1.297 0.198 Not Support
H3b. Managers' Concerns→Awareness of Spiritual Education 0.244 2.614 0.010 Support
H3a. Managers' Concerns→Perceived Importance of Spiritual Education 0.048 0.432 0.667 Not Support
H3c. Managers' Concerns→Satisfaction of Spiritual Education 0.012 0.135 0.893 Not Support
H4a. Awareness of Spiritual Education→Perceived Importance of Spiritual Education 0.148 1.156 0.250 Not Support
H4b. Awareness of Spiritual Education→Satisfaction of Spiritual Education 0.215 2.273 0.025 Support
H5. Perceived Importance of Spiritual Education→Satisfaction of Spiritual Education 0.434 5.873 0.000 Support
§ p≤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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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영성교육의인식은영성교육의중요성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β=0.148), 영성교육의

만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215, p<0.05). 따라서 H4a는 기각된반면, H4b는채택

되었다.

마지막으로영성교육의중요성인식은영성교육의만

족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H5

는 채택되었다(β=0.434, p<0.001).

7. 결론 및 함의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영성교육의 인식의 선행요인과 영

성교육의만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규명하는것이다.

영성교육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조직 내 교육은 구성원

들에게 영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자, 가장빨리영성을고취시킬수있는방법이기때문이

다. 따라서 조직에서 영성을 모든 구성원들에게 널리 퍼

지게 하고 그들의 영성의 개발하고자 한다면 영성 교육

이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영성교육제대로활용되기위해서는영성교육

의 선행 요인과 결과요인을 제시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

성교육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직업성격유형과 직업

환경 이론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영성교육의 선

행요인은영성의차원(dimensions)인 개인, 집단/업무단

위, 조직의차원에서비업무몰입, 업무적절성, 경영진의

관심 등을 도출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영성교육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업무의 적정성, 경영진의 관심으로 나타났

다. 영성교육의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

업무 몰입이었다. 또한 영성교육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요인은영성교육의인식과영성교육의중요성인식

등이었다.

흥미로운점은영성교육의만족에영성교육의중요성

인식과영성교육의인식이영향을미침에도불구하고영

성교육의인지와영성교육의중요성인식간에는통계적

으로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영

성교육에 대해 안다고 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아니라는점을알수있다. 본 결과가주는또다른함의

는인식과중요성인식간에는다른매개변수가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인지와 중요성 인식 간의 관계가

직접효과는없었지만어떠한매개변수를통해이관계

가형성될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규명이향후연구에

서 이루어지면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업무 몰입은 영성교육의 중요성 인식에 유의한 영

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났는데, 이 관계는 역(negative)

관계이다. 이는직장내에서자신의순수영성에대한시

간을보내는것이아니라다른종교적직위에따른행위

에도 몰입하게 만든다면 결국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구성원들의 영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실패할 수 있다

는것을암시한다. 즉순수하게자신의일의목적과의미

를생각하는시간이아니라영적직분에따른또다른일

이 부과됨으로 인식할 경우 영성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

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영성교육의인지는업무의적정성과경영진

의 관심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러한 결과는 조직 안에서 제공하는 영성교육에 대해 인

지시키기위해서는우선지나치게많은업무를개인에게

부여하거나, 혹은 배분된 업무가 불공정하게 느끼지 않

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진도 영성에 대한

충분한관심을보여주어야구성원들의영성인지가촉진

될수있다는점을알려준다. 정리하면조직안에서제공

하는 영성 교육에 대해 인지시키기 위해 경영진들은 관

심을표명함과동시에영성교육을인식할수있는여유

를직장내에서찾을수있도록공정하고적정한업무배

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실무적 함의 외에도 이론적으로

그동안시도되지않았던영성을위한기반이론으로직업

성격유형과 직업환경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영성에 활용

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다른 영역의 이론을 영성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가능성을보여준연구라고도볼수있다. 이와같

은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

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본연구는하나의정해진재단에속한여러기업

들을대상으로설문을수행하고여기서수집된데이터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특정한 종교적 그

리고 영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적 그리고

영성적기반에그대로적용하는데는한계가있을수있

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표본이 충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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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점도 있다. 연구의 일반화를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없다. 그래서 연구

의 일반화를 위해서 얼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연구자들 간에 공감하는 의견이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103개의 데이터가 최소한의 데이터이지 충분한 데

이터는 아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많아질 경우 더 견고한

혹은본연구에서도출한결과와는다소다른결과를도

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많은

조직 안에서 존재하는 영성은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 하

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종교적 특성에 따라서도 영성의

특성이달라질수있다. 그리고연구결과도달라질수있

다. 이러한 점도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성의 확산의 시작점에서 수행된 연구라

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영성에 대한 연구는 충분치 않았

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

야하는것은사실이다. 그래서본연구가영성이라는새

로운개념이경영분야에서적용될때조금이나마도움이

될수있는연구가되고향후연구를위한작지만참고할

만한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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