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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와 조직몰입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분석

박 근 수1)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 조직에서의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대

한 경로분석을 통하여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멘

토링의 실효성과 질적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

이와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있어 직무만족이 매개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가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고

멘토링 전이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이 조

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고,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가 직무만족이라는 매개

변인을 통해 조직몰입에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멘토링 전

이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핵심 되는 말 : 멘토링,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멘토링은 사회나 조직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멘토가 멘티에게 조직문화 적응이

나 대인관계, 직무처리능력 등에 관한 후원과 피드백을 한다. 그리고 새로운 사고와 변화에

대한 관련정보와 지식을 가진 멘티는 멘토와 정보, 지식을 공유하고 직․간접적으로 상호작

용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한다. 멘토링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멘토가 일방적으로 멘

티에게 그동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는 일방적인 전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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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멘티를 통하여 신세대들의 감성과 성향을 파악하고 멘토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활

력소가 된다. 기업조직이든 공공조직이든 멘토링은 필요한 실행적 장치임에는 틀림없다. 미

국의 경우 100대 기업의 77%가 공식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부터 멘토링을 기업에서 활성화하고 있다(박경열, 2006). 국내의 경우 삼성 등 대기

업에서 2002년 이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2005년부터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강정애, 2006). 이런 맥락에서 멘토링은 우리나라의 공무원 조직

에도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잠재력과 가능성이 기대된다. 공무원 조

직과 관련된 멘토링의 최근 연구를 보면 주로 멘토링 도입의 당위성, 운영방법론, 직업만족

에 미치는 결과 등 단편적으로 검토,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다(김주섭, 2009). 그러나 공무원

조직에서의 공식적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와 직무만족, 그리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공무원 조직에서의 공식적 멘토링 관

계를 주도하는 성인학습자인 공무원의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의

직․간접적인 영향요인 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공무원 조직에서의 멘토링 기획, 프로그

램 설계, 공식적 멘토링 운영, 멘토링 제도의 개선방안 등 실무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본 연구는 공무원 조직에서의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대한 경로

분석을 통하여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멘토링의

실효성과 질적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공식적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에서의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

해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경로분석

을 실시한다. 먼저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멘토링의 개념,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개념, 멘토

링 인지와 직무만족 관계, 멘토링 전이와 직무만족 관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관계를 중심

으로 국내외의 연구문헌 중 관련 변인과 관련된 이론을 종합 정리한다. 분석방법 부분에서

는 각 변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경로분석, 가설검증을 위한 적합도 및 유의성 검

증을 실시한다. 확인적 분석 부분에서는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와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있어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로모형의 가설검증과 간접효과

의 유의성 검증을 하고 결론에서는 결론 요약과 논의, 시사점,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

다.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의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 직무만족, 조직몰입과의 경로분석을 위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① 가설1(H1): ‘멘토링 인지’는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② 가설2(H2): ‘멘토링 전이’는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③ 가설3(H3): ‘멘토링 인지’는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④ 가설4(H4): ‘멘토링 전이’는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⑤ 가설5(H5):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는 ‘직무만족’을 매개로 하여, ‘조직몰입’에 간접

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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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의 경로분석 모형에 제시된 변인의 조작적 정의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용어를 기

초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다.

첫째, “멘토링 인지”는 Wong(2004), Clark(1984), 장정훈(2008) 등의 정의를 채택하였고,

멘토링 인지란 멘토와 멘티가 멘토링의 개념, 기능, 역할 등을 지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저장

하고 앎을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적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둘째, “멘토링 전이”는 Tannenbaum(1992), 오인경(2000), 서은숙(2004) 등의 정의를 채택

하여 멘토링 전이란 멘토․멘티 관계에 있어서의 멘토의 경험과 조직문화, 업무지식 등을,

그리고 멘티의 새로운 정보, 창의성 등을 효과적으로 서로 학습하고 교환하는 일련의 상호

작용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셋째, “직무만족”은 Riley와 Wrench(1985), 정양미(1993), 최윤정(2007) 등의 정의를 채택

하여 직무만족이란 멘토․멘티의 태도와 가치관, 성취감, 신뢰감, 업무협조 등이 본인의 직

무와 관련하여 갖게 되는 정서적인 감정 상태라고 정의한다.

넷째, “조직몰입”은 Kram(1985), Allen(2004), Payne와 Huffman(2005), 윤종록(1998), 용현

주(1994), 최윤정(2007) 등의 정의를 채택하여 조직몰입이란 멘토․멘티 관계가 조직에의 소

속감, 애착심, 계속근무의욕 등을 가지고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며 몰두하는 정도라고 정

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멘토링의 개념

조직 내에서의 멘토 관계의 형성은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한 멘토링은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정보를 조직에 제공

하여 줌으로서 잠재되어 있는 개인과 조직차원의 인적자원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생산한

다. 멘토링은 학자들의 연구목적과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되고 또한 멘토링의 연구대상

과 방법도 다르다. 기업이나 공공조직에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HRD)을 위해

멘토링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멘토링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Allen과 Finkelstein

(2003)은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식의 공유, 조직문화 전

이, 학습과 직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통합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하였고, Kram(1985)은 멘

토링은 특정업무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멘토가 되어 상대적으로 전문성

이 부족한 멘티의 개인적, 전문적인 성장과 개발을 지원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Scandura

와 Williams(2004)는 멘토링은 조직의 구조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멘토)과 경험이 적은 사

람 또는 신규직원(멘티)과의 일대일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Wanberg(2003)은 멘토링을 운영

주체에 따라 비공식적 멘토링과 공식적 멘토링으로 구분하였으며 비공식적 멘토링은 멘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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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티 간의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관계를 의미하고 공식적 멘토링은 조직

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멘토와 멘티를 매칭시켜 조직차원에서 지원

하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주로 멘토링은 멘티의 역량과 성장에 중점을 두었다.

Darwin(2003)은 종전의 기능주의적 멘티 중심의 멘토링에 대한 관점이 멘토와 멘티 간의

수평적, 상호의존적, 상호호혜적인 인본주의의 관점으로의 멘토링으로 재조명해야 한다고 역

설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멘토링의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리하면

<표 Ⅱ-1>과 같다.

구분 과거의 전통적 관점 최근의 관점

멘토링의 목적 ․ 멘티의 역량개발, 학습에 주안점
․ 멘토와 멘티 양자 모두의 역량 강화와 

발전에 초점

멘토링의 수혜자 ․ 주로 멘티가 멘토링의 수혜자
․ 멘토와 멘티 양자 모두가 멘토링의 공동 

수혜자

멘토링 관계의 

특징

․ 전문가와 초보자간의 위계적 프

로세스

․ 멘티 지향적인 일방적 프로세스

․ 멘토와 멘티 간 협력적, 상호의존적, 수

평적인 학습프로세스

․ 멘토와 멘티 쌍방에게 호혜적인 파트너십

멘토와 멘티의 

역할
․ 멘토는 교사, 멘티는 학습자 ․ 멘토와 멘티는 공동학습자이자 학습촉진자

출처 : 장정훈. (2008). 기업의 공식적 멘토링에서 멘토의 오너십과 몰입의 인과요인 규명. 박사학

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표 Ⅱ-1> 멘토링 개념의 패러다임 변화

공무원 조직과 관련한 멘토링 선행연구로는 멘토 관계 형성이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미치

는 영향분석(윤종갑, 2000), 여성공무원의 멘토링 제도 활성화 방안(이시연, 2006), 공무원 조

직의 멘토링 관계 효과 인식에 기초한 멘토 역량 요구분석(김주섭, 2009) 등이 있다. 공무원

조직의 멘토링 연구는 주로 멘토링 방법이나 멘토링 직무태도, 멘토링 제도 활성화 방안, 멘

토링 역량 등 부분적인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멘토링 관계는 멘토링 개념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멘토와 멘티의 성장과

역량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공무원 조직의 멘토링을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협력적, 상호의존적, 상호호혜적, 상호포괄적인 개

념을 가진 공동학습자이자 프로세스 촉진자를 멘토(mentor)라는 용어로 사용하였고 멘토로

부터 서로 가르침, 후원과 피드백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상호학습 상대방을 멘티(mentee)

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2.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개념

공무원 조직에서든 기업 조직이든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구성원이 있는가 하면 불만이

많거나 무관심한 구성원도 있다. 직무만족을 느끼는 구성원은 조직의 직무환경에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가지는 반면, 직무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구성원은 개인과 조직의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바뀌도록 조직구성원에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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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여와 직무만족을 주어야만 한다.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와 영역은 다양하다. 직무만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Cranny(1992)는 직무만족이란 그들이 기대하는 바와 실제 직무결과의 비교

를 통해 얻어지는 직무에 관한 긍정적인 감정과 정서적인 태도라고 하였고, Titus

Oshagbemi(1997)는 직무만족은 특정 직무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감정적 반응이라고 하였

다. Albanes와 Van Fleet(1983)는 직무만족이란 직무나 작업조건에 대한 태도 또는 그러한

태도들의 집합이며 직무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태도들의 집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직무만

족은 조직구성원의 멘토링 태도, 가치관 등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감정 상태

로, 개인과 조직의 목표달성과 조직유효성을 위한 중요한 개념이다.

조직에서의 직무만족뿐 아니라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 학자들 사이

에서의 조직몰입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다양하고 용어는 혼용되고 있다. 조직몰입에 대한 학

자들의 견해를 보면 Steers(1977)는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와 몰입의 상대

적인 정도라고 하였고 Mowday, Porter와 Steers(1982)는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조직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와 같은 것으로 그들이 속해있는 조직과 자신

을 자기동일화 하는 것과 몰입의 상대적인 정도라고 하였다. 윤종록(1998)은 조직몰입은 개

인이 특정한 조직 그 자체나 그 조직의 목표, 조직구성원에게 바라는 기대 등에 얼마나 일

체감을 가지고 몰두하느냐 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조직몰입은 멘토링 조직에서

의 소속감, 애착심 등을 가지고 조직목표 달성에 몰입하는 상대적인 정도로서, 조직의 목표

와 조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다.

3.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 직무만족, 조직몰입과의 관계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 그리고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관한 경로분석에 관한 연구문헌을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관련요인은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변인을 추출하였다.

1) 멘토링 인지와 직무만족 관계

멘토링 인지와 직무만족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멘토링의 핵심은 멘토와 멘

티의 관계이다. 김주섭(2009)은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의 멘토링 관계가 멘토와 멘티 모두에

게 유익하지 않다고 인식한다면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멘토링은 지속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신뢰할 수 있는 멘토링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인식과 지속여부가 핵심요소라고 하면

서 멘토링 인식이 멘토링 지속과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최윤정

(2007)은 멘토관계의 존재여부 및 멘토기능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 정도는 멘티의 조직적응과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박진수(2000)는 직무특성을 인지할수록 직무만

족은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Burke(1993)와 Wanberg et al.(2003)은 멘토

링 인지는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립변인의 유의미함을 주장하였다.

멘토링 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나 이러한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멘토링 인

지에 대한 변인과 직무만족에 대한 변인 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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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멘토링 전이와 직무만족 관계

멘토링 전이는 지식의 전이, 훈련의 전이, 동기전이, 학습전이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의미도 다르다. 멘토링 전이와 직무만족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은숙

(2004)은 조직이 전이지원의 환경을 제공하면 전이와 개인의 직무몰입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곽인정(2003)은 멘토의 성격인 지각성, 외향성 등이 멘토 기능과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멘토의 기능인 지도기능, 수용기능, 역할모형기능 등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전이 지원환경과 기능들이 전이되면 직무만족을 높이거나

정적 영향관계가 존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Noe(1988)는 조직환경에 대한 지각이 학습동

기에 영향을 주고 전이동기에도 영향을 주어 전이를 일으켜 만족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

다. Kirkpatrick(1994)은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피훈련자의 특성요인(전이동기,

직무몰입, 자기유능감 등), 조직환경요인(조직풍토, 상사의 지원 등), 교육내용요인(직무관련

성, 교육방법 등)이 있다고 하면서 학습전이는 행동의 변화와 일맥상통한다고 하였다. 이는

조직환경, 전이동기, 학습전이가 직무만족이라는 행동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Baldwin과 Ford(1988)는 전이는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최상전(2008)은 조직에서의 전이가 직무만족을 높인다고 하였다. 이는 전이가 직무만족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멘토링 전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

나 이러한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멘토링 전이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관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멘토관

계 연구로는 멘토관계 형성이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분석(윤종갑, 2000), 공직 내

에서의 멘토관계가 공무원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엄창용, 2003)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멘토관계가 공무원의 직무태도,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이나 민간조직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김한얼

(1993)와 용현주(1994)는 멘토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고 하였다. Zey(1984)는 멘토관계를 통해 멘티의 조직몰입도가 증가될 수 있다고 하

였고 Levinson(1986)과 Ornstein(1988)은 멘토와 멘티 간의 공식적 멘토링에 만족하면 멘티

들은 더욱 더 조직에 몰입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고 멘토관계에 의한 직무만족이 조직몰입

에 유용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근래 연구에서는 Wanberg et al.(2003)과 최윤정(2007)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관계는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이러한 관련선행연구를 고찰하면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관련변인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

으나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가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직무만족을 매개로

조직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구조방정식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

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조직에서의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는 직무

만족, 조직몰입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관계에

있음을 가설로 설정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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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를 통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관련변인들을 근거로

연구모형을 설계하면 다음의 [그림 Ⅲ-1]과 같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A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 멘토링에 관련된 연구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정

된 멘토 121명, 멘티 121명으로 총 24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멘티로 지정되었다

사직 등으로 인한 해제된 멘티 8명과 이에 따른 멘토 지정이 해제된 8명은 연구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그래서 멘토 113명, 멘티 113명, 총 22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회

수는 멘토 108명, 멘티 110명으로 총 218명(회수율 95.1%)이 응답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

불확실하여 결측 처리한 응답자 3명은 제외하고 멘토 106명, 멘티 109명으로 총 215명을 연

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Boomsma(1982),

Chou와 Bentler(1991)의 경우 표본의 수가 200개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Ding,

Velicer와 Harlow(1995)는 최대우도법(ML)에 적절한 최소한의 표본크기는 일반적으로 10

0～150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였다. Joreskog와 Sorbom(1989)는 표본크기에 관해 표본

크기는 q<12 (q는 관찰변수의 수)이면 적어도 200은 되어야 하고, q>12이면 적어도

1.5q(q+1)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학식과 임지훈(2009)은 모든 communalities가 .6이상이

면 100∼150정도로 추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모형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

는데 필요한 표본의 수를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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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단 빈도 백분율

성별

남

여

계

96

119

215

44.7

55.3

100.0

연령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 이상

계

61

61

86

7

215

28.4

28.4

40.0

3.3

100.0

최종학력

고졸

대학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계

14

69

128

4

215

6.5

32.1

59.5

1.9

100.0

직급

7급 이상

9급

계

106

109

215

49.3

50.7

100.0

<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3. 관련변인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관련변인과 측정도구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다. 관련변인

은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는 독립변인으로, 직무만족은 종속변인

이며 매개변인으로, 조직몰입은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멘

토링 인지에 대한 문항은 인지척도(Swanson, 1990; 박진수, 2000; 장정훈, 2008)에서 인지에

대한 측정문항 5개를 추출하여 예비조사와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 보완한 3개 문항

(멘토링 개념, 기능, 역할)을 사용하였다. 둘째, 멘토링 전이에 대한 문항은 학습전이척도

(Baldwin & Ford, 1988; 김진모, 1997; 서은숙, 2004)에서 학습전이에 대한 7개 측정문항을

추출하여 예비조사와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 보완한 4개(경험전수, 조직문화, 문제해

결, 업무지식)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셋째, 직무만족에 대한 문항은 직무만족척도(Smith,

Kandall, & Hulin, 1969; Cooper, 1974; 문승렬, 1998; 최윤정, 2007)에서 직무만족에 대한 측

정문항 5개를 추출하여 예비조사와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 보완한 3개의 문항(성취

감, 업무협조, 신뢰감)을 사용하였다. 넷째, 조직몰입에 대한 문항은 조직몰입척도(Allen &

Poteet, 1999; 김원형, 1993; 문승렬, 1998; 곽인정, 2003; 최윤정, 2007)에서 조직몰입에 대한

측정문항 6개를 추출하여 예비조사와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 보완한 4개의 문항(조

직기여, 애착심, 소속감, 계속근무)을 사용하였다. 측정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하였다.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이론적 연구에서 추출한 23개 문항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중복적이거나 유사한 내용이 있

는 9개 문항은 제외하고 14개 문항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설문문항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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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인사실무담당 2명과 교수 2명의 재검증을 받은 다음, 문항을 수정, 보완 후 본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 응답이 불확실하여 결측 처리한 응답자 3명은 제외

하고 멘토 106명, 멘티 109명으로 총 215명의 응답 자료만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은 SPSS 12.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요인별로 개별 변수들을 단일합성수치화하여 구조방

정식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경로분석은 Amos 7.0을 이용하였다.

5.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의 측정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700에서 .830의 신뢰도를

보였다. 각각의 개념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표 Ⅲ-2>와 같다. Cronbach's alpha가 0.7 이

상이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개념 신뢰도(Cronbach's alpha)

멘토링 인지(M_cognition) .830

멘토링 전이(M_transfer) .727

직무만족(J_satisfaction) .700

조직몰입(O_commitment) .863

<표 Ⅲ-2> 신뢰도 분석

KMO와 Bartlett의 검정은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통

계적인 과정이다. 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는 <표 Ⅲ-3>과 같다. KMO의 MSA

(Measure of Sampling Adequacy)는 .657>a=0.5이므로 요인분석을 계속 진행하였다.

Bartlett의 검정은 Sig.(p)=0.000<a=0.05에서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계속 진행하였다. 공통성은 추출된 요인이 각 변수를 설명해주는 정도를

나타낸다. 4개의 요인에 의해서 변수의 분산을 설명해주는 공통성은 .615∼.813이다. 요인부

하량의 절대값이 0.4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고 0.5를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Ⅲ-4>와 같이 요인이 잘 추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측정의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들이 연구자가 원하는 요

인에 다 묶였기 때문에 타당도가 있다고 본다.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0.65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551.378

자유도 91

유의확률 0.000

<표 Ⅲ-3> KMO와 Bartlett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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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조직

몰입

O_comm  9 0.883 0.025 0.065 0.094

O_comm  7 0.818 0.118 0.038 0.156

O_comm 10 0.796 0.034 -0.163 0.198

O_comm  8 0.782 -0.036 0.351 -0.111

멘토링

인지

M_cogn 3 0.154 0.885 0.055 0.058

M_cogn 2 -0.033 0.880 0.050 0.037

M_cogn 1 -0.011 0.771 -0.235 0.313

멘토링

전이

M_tran 13 -0.127 -0.148 0.765 0.219

M_tran 12 0.404 0.182 0.726 -0.108

M_tran 11 0.454 -0.012 0.691 0.152

M_tran 14 -0.291 -0.067 0.620 0.376

직무

만족

J_sati 5 0.025 0.080 0.158 0.874

J_sati 6 0.376 0.188 0.089 0.603

J_sati 4 0.225 0.338 0.391 0.550

<표 Ⅲ-4> 회전된 성분행렬(a)

Ⅳ. 연구결과

1.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은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가 직무만족을 매개로 조직몰입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인간의 인과관계구조에 대한 분석을 다양한 경로로 실시

한 결과 [그림 Ⅳ-1]과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로와 영향이 거의 없는 경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 연구가설 기본모형

이렇게 선정한 연구가설 기본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가설

기본모형 외에 대안적 설명을 해주는 다른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적합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경쟁적 대안 모형인 연구가설 최종모형은 [그림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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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연구가설 최종모형

연구가설 기본모형과 연구가설 최종모형의 평가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해 χ2
검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CFI, TLI, CFI, RMSEA 등을 통해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가설 기본모형과 최종모형

은 <표 Ⅳ-1>과 같이 좋은 적합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 기본모형과 최

종모형은 서로 포함관계에 있으므로 χ2
검정을 통해서 모형을 비교하였다. 두 모형 모두 유

의수준(p<0.05)범위를 벗어남으로 연구모형과 자료가 일치할 것이라는 귀무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가설 기본모형의 가설 3(H3)은 CR값이 .115로 95% 신뢰수준(p<.05)일

때 1.96을 초과하는 임계치에 해당하지 않고 유의확률 p=.908 (p<.05)이므로 귀무가설을 기

각하였다. 따라서 더 간명한 모형, 즉 자유도가 더 큰 모형인 연구가설 최종모형을 본 연구

의 연구모형으로 선정하였다.

χ2[df] p GFI AGFI TLI CFI RMR RMSEA

연구가설 기본모형  .036[1] .850 1.000 .999 1.056 1.000 .002 .000

연구가설 최종모형  .049[2] .976 1,000 .999 1.018 1.000 .002 .000

차이  .013[1]

기준값 p>.05 .90이상 .90이상 .90이상 .90이상 .05이하 .05이하

<표 Ⅳ-1> 연구가설 기본모형과 연구가설 최종모형 적합도

모형식별을 통해 선정된 본 연구가설 최종모형이 적합한 것인지를 진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과 수치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수정지수는 “4” 이상으로2) 나타나지 않아 모

수를 제거하거나 추가시킬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성 점검결과, 왜도지수 ± 2,

첨도지수 ± 4을 기준으로 볼 때(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모형에서 사용한 변인들

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적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규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준오차의 수치(S.E : 직무만족←멘토링 인지 .047, 직무만족←멘토링 전이 .051, 조직

몰입←직무만족 .098, 조직몰입←멘토링 전이 .088)를 보면 ± 2.5을 초과하는 수치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음오차분산(negative error variables)과 같은 負(-)의 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Correlation of estimates)은 상관계수가 0.8 또는 0.9 이상일

때 두 변수 간의 일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본 모형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된 잔차 공분산행렬(standardized residual

2) 수정지수를 “4”로 설정한 이유 : 자유도 1일 때, 5% 유의수준에 해당하는 χ2 ＝ 3.84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김석용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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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ariances) 결과는 잔차의 공분산 행렬이 2.0을 초과하는 지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모형식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정된 연구가설 최종모형이 공분산구조모형 분석에 적합한지를 진단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결과 수치로 확인하였다. 본 모형은 모수추정을 위한 방법으로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연구모형이 표본공분산행렬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가를 측정하는 절대적합지수, 연구모형이 독립모형보다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증분적합지수, 모형의 적합수준에 필요한 추정모수의 수를 간명하는 간명적합지수를 종합

평가하였다. 왜냐하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이

기 때문이다(안성수 외, 2009). χ2
값은 표본공분산행렬과 모집단공분산 행렬 사이의 불일치

에 의해 발생하는 잔차가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Chi-square값은

.049, 자유도는 2, 유의확률은 .976으로 나타나 유의수준(p<.05) 범위를 벗어남으로 본 경로

모형과 자료가 일치한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C.R.값은 95% 신뢰수준(p<.05)일때 1.96을

초과하는 임계치를 사용했다. 멘토링 인지가 직무만족에, 멘토링 전이가 직무만족에, 멘토링

전이가 조직몰입에,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C.R.값(p)은 각각 6.286(***), 7.515(***),

1,980(.048), 4.101(***)로서 유의수준 p<.05에서 1.96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RMR=.002, GFI=1.000, AGFI=.999,

TLI=.1.018, CFI=1.000, RMSEA=.000으로, AIC값=16.049로 전반적으로 적합도가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

었기 때문에 추정된 경로계수를 통해 본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2. 연구 가설 검증 및 해석

1)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본 연구가설 최종모형의 가설검증 결과, 가설 1(H1) ‘멘토링 인지’는 ‘직무만족’에 직접적으

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H2) ‘멘토링 전이’는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H3) ‘멘토링 인지’는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H4) ‘멘토링 전이’는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

설5(H5)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는 ‘직무만족’을 매개로 하여, ‘조직몰입’에 간접적으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중 가설 3을 제외한 가설 1, 가설 2, 가설 4, 가설 5는

<표 Ⅳ-2>와 같이 모두 채택되었다. 본 연구가설에서 채택된 모형은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이 직․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회귀분석의 설명력 R
2
를 보면 이 모델은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가 직무만족의 분산을

31%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의 분산을 14%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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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및 방향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S.E. C.R. 결과

H1(+) 멘토링 인지→직무만족 .295 .357 .047 6.286 채택

H2(+) 멘토링 전이→직무만족 .386 .427 .051 7.515 채택

H3(+) 멘토링 인지→조직몰입 .009 .008 .079 .115 기각

H4(+) 멘토링 전이→조직몰입 .329 .262 .088 1.980 채택

H5(+) 직무만족→조직몰입 .482 .288 .098 4.108 채택

직무만족의 R2 .310

조직몰입의 R2 .120

<표 Ⅳ-2> 경로모형 가설검증 결과

2)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이 모델에서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중요한 매개변인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을 실행한 결과인 표준화된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정리하면 <표 Ⅳ-3>과 같다.

멘토링인지→

직무만족

멘토링인지→

조직몰입

멘토링전이→

직무만족

멘토링전이→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몰입

총  효과 .295 .142 .386 .330 .400

직접효과 .295 .386 .175 .400

간접효과 .142 .155

<표 Ⅳ-3> 표준화된 총 효과(Standardized Total Effects)

간접효과의 유의확률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한 결과 조직몰입

에 대한 멘토링 인지의 간접효과 크기는 .142이다. 이는 멘토링 인지 1단위가 증가하면 조직

몰입이 .142단위 증가함을 나타낸다. 조직몰입에 대한 멘토링 전이의 간접효과크기는 .155

이다. 이는 멘토링 전이 1단위가 증가하면 조직몰입이 .155 단위 증가함을 나타낸다.

Estimate/Bootstrap → Bootstrap Confidence → Percentile Method → Two tailed

Significance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결과 <표 Ⅳ-4>와 같은 유의확률을 얻었다.

전이 인지 만족

만족 ... ... ...

몰입 0.004 0.005 ...

<표 Ⅳ-4> 표준화된 간접효과의 유의성[Standardized Indirect Effects-Two Tailed Significance(BC)]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H0 : 멘토링 전이, 멘토링 인지의 간접효과(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H1 : 멘토링 전이, 멘토링 인지의 간접효과(매개효과)는 유의하다.

유의확률이 p=0.005 < ɑ=.05이기 때문에 멘토링 전이, 멘토링 인지의 간접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결과,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는 각각 직무만족을 매

개로 하여 조직몰입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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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무원 조직에서의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대한 경로

분석을 통하여 멘토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멘토링의

실효성과 질적 전문성을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와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있어 직무만족이 매개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가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한 멘토링 전이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멘토링 인지, 멘토

링 전이가 직무만족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조직몰입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멘토와 멘티

는 멘토링 인지로 직무만족을 느끼고 직무만족을 통해 조직에 몰입한다. 공무원 조직에서

공식적 멘토와 멘티를 지정할 때는 멘토링 개념, 멘토링 기능, 멘토링 역할에 대한 사전 인

지교육과 공식적 멘토링 기간 동안 해야 할 일, 의사전달 매체활용방법 등을 이용하도록 지

정된 멘토와 멘티 간의 인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멘토와 멘티는 멘토링

전이로 직무만족을 느끼고 직무만족을 통해 조직에 몰입한다. 멘토의 경험과 멘티의 새로운

지식정보 상호교환, 조직문화 전수, 부여된 당면문제 해결방안, 업무처리절차 등 관련 지식

과 정보를 멘토와 멘티 간 지속적인 경험전이, 동기전이, 학습전이가 지속되어야만 성취감과

같은 직무만족을 느끼고 조직에 몰입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유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모형

에 적합한 표본의 수를 충족하였으나 A지자체 공무원 중 공식적으로 지정된 멘토와 멘티

가운데 1년간의 공식적 멘토링 기간이 종료된 멘토와 멘티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분석은 개별 변

수들을 단일합성수치화하여 분석하였다. 멘토링에서 직․간접적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

구인 공분산분석과 질적분석에 대한 논의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가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적용가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 등에 대한 공공조직(공

무원 조직)과 민간조직(사조직)의 인식 차이, 그리고 다른 점을 비교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공무원 조직의 공식적 멘토링과 관련하여 연구대상과 범위를 공무원 직종에 따라, 공

무원 직급에 따라, 공무원 성별에 따라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의의와 실무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고찰하지

않았던 연구가설 4와 연구가설 5의 연구결과, 연구가설 4 ‘멘토링 전이’는 ‘조직몰입’에 직접

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가설 5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는

‘직무만족’을 매개로 하여, ‘조직몰입’에 간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연구결과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 둘째, 공무원의 공식

적 멘토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공무원 조직에서의 멘

토링 운영 시 변인에 따라 행동변화의 고려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민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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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공공조직의 성인학습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 멘토링에 관련한 보다 가치

있는 이론적 연구영역, 연구방향, 연구과제를 다수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넷째, 멘토링을 형

식적, 선택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공식적 멘토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차원에

서의 멘토링 인지, 멘토링 전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 관련변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상호호혜적인 지원이 중요함을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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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ating Effects of Job Satisfaction Related to Mentoring Cognition,

Mentoring Transfe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Geun-soo Park

Companies, universities and public organizations are introducing mentoring system for

new employees's devotion to organizations, adaptation to organization, transferring

experience, job-satisfaction, and career development. etc. This research aimed for

enhancements of mentoring effectiveness and professional quality with suggesting direct

and indirect effects which affected mentoring effects through the path analysis of the

mentoring cognition and mentering transfer, job-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public organization.

For this, analysis is done to confirm that job-satisfaction works as an intermediation

in relation between mentoring cognition, mentoring transfe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a result of analysis, mentoring cognition and mentoring transfer affect

to job-satisfaction and affect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indirectly through

job-satisfaction as a mediating variable, which supports the existing research.

Key Words : Mentoring, Mentoring cognition, Mentoring transfer, Job-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