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청구논문
2014학년도

시간관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효과:
긍정 정서의 매개효과와 코칭리더십의
조절효과

The Effect of Time Perspective on Work Engagement:
The Mediating Effect of Job-Related Positive Affect and
The Moderating Role of Coaching Leadership

광운대학교 대학원
산업심리학과
남 동 엽

시간관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효과:
긍정 정서의 매개효과와 코칭리더십의
조절효과

The Effect of Time Perspective on Work Engagement:
The Mediating Effect of Job-Related Positive Affect and
The Moderating Role of Coaching Leadership

광운대학교 대학원
산업심리학과
남 동 엽

시간관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효과:
긍정 정서의 매개효과와 코칭리더십의
조절효과
The Effect of Time Perspective on Work Engagement:
The Mediating Effect of Job-Related Positive Affect
and The Moderating Role of Coaching Leadership

지도 탁 진 국 교수
이 논문을 심리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일
광운대학교 대학원
산업심리학과
남 동 엽

남동엽의 심리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유 태 용 인
탁 진 국 인
한 태 영 인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4년 12월 일

국문요약
시간관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효과:
긍정 정서의 매개효과와 코칭리더십의 조절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간관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에 따
라 5개의 시간관점과 직무열의와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시간관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해 직장생활에서의 긍정 정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끝으로 긍정 정서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코칭리더십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 기업의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경험이 1년 이상이며, 현재 직속 상사와
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직장인 35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하
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시간관점 중에서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 과
거 부정적 시간관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긍정 정서가 완전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긍정 정서
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과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은 긍
정 정서와 직무열의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그리고 코칭리더십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코칭리더십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긍정
정서와 직무열의 간의 관계는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코칭리더십이 조절효과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와 실무적 시사
점, 그리고 제한점과 미래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시간관점, 직무열의, 긍정 정서, 코칭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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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ime Perspective on Work Engagement:
The Mediating Effect of Job-Related Positive Affect and
The Moderating Role of Coaching Leadership
Nam, Dong Yup
Dept.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Kwa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ime
perspective on work engagement. Thus, this study investigated not only the
influence of time perspective on job-related positive affect and work
engagement that is mediated by job-related positive affect but also the
moderating role of coaching leadership on effectiveness of positive affect on
work engagement. Data were obtained from 350 employees who have been
employed for more than 1 years, and working with supervisors for more than
6 months in various organizations. Structural equ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mediating effect. Results showed that positive affect is complete
mediation on effectiveness of past positive time perspective and past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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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erspective on work engagement, and positive affect is partial mediation
on effectiveness of future time perspective on work engagement. Present
hedonistic time perspective and present fatalistic time perspective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effect on positive affect and work engagement. The
results of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coaching leadership has
moderating role on n effectiveness of positive affect on work engagement.
Finally, implication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key word: time perspective, work engagement, positive affect, coaching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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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문제 제기
오늘날 심리학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다.
특히 Cemereon, Dutton과 Quinn(2003)은 조직 현상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긍정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조직 맥락의 많은
연구들은 종업원들의 문제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Luthans, 2002; Stajkovic, 2006). 이는 이직, 직무탈진, 스트레스, 혹은 부정적
정서 등과 같은 주제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심리학의 요구는 직무열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직무열의는 조직 내 긍정적인 행동 및 태도이며, 조직원의 심리적 웰빙에 대한
관심과 긍정 심리적 관점을 반영한 변인이다. 이는 과거 조직원의 직무 탈진과
같은 조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전통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할 수 있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Luthans, 2002). 이러한 직무열의는 특정한 사건, 사물,
혹은 사람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두지 않으며, 전반적인 마음 상태라는 특징을 지
니며, 직무성과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심리적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Schaufeli
et al., 2002). 따라서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에 대한 연구는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과 직무성과를 동시에 높이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러한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개인의 주관적 웰빙, 행복, 그리고 다양한 행동
을 예측하는 개인특성으로써 시간 관점(time perspective)이 관심을 받고 있다.
시간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요소이다. 웹 포털 사이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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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야후!(YAHOO!)에서 시간(time)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약 70억 개가 넘는 결
과가 나타나며, 이러한 결과는 돈(money)이나 섹스(sex)보다 몇 배나 많은 결과
이다(Zimbardo & Boyd, 2008). 이와 같이 우리는 시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하루를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24시간의 기준 내에서 시간을 배분하고 조
정하여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개인이 서로 느끼는 시간은 물리적 시간과 동일하
지는 않다.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시간
은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에 대한 해석과 관점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다. 즉,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는 것이다. 시간관점이 행복이나 정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는 다양하게 연구된 바 있다(Boniwell, Osin, Alex & Ivanchenko, 2010; Dunkel
& Weber, 2010; Zhang & Howell, 2011; 김범준, 2014). 그리고 학습 장면에서는
시간관점이 개인의 행동 및 태도 차이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Shell & Husman. 2001; 정은지, 한유진, 2014; 조한익, 2011), 산업 및
조직 장면에서는 노년 준비와 같은 미래 대비 혹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가지는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진 바 있다(Petkoska & Earl, 2009; 오은혜, 탁진국,
2012; 이주일, 2013; 박인조, 이주일, 2014). 하지만 산업 및 조직 장면에서의 성
과 혹은 관련 변인에 대한 시간관점의 직접적인 효과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며, 많은 연구가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관점이 갖는 조직 내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며, 이
를 직무열의와의 관계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시간관점과 직무열의 간의 모호한 관계 속에서 교두보로써 작용할 수 있
는 변인으로 긍정 정서를 다루고자 한다. 직무열의에 영향을 주는 특성 중 하나
인 긍정 정서는 다양한 행동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긍정 정서가 직무열의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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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변인임을 확인된 바 있으며(Christian, Garza &
Slaughter, 2011). 이러한 긍정 정서는 시간관점과 관련성을 보인다. 이는 시간관
점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긍정 정서를 통해 좀 더 구체화 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코칭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코칭은 개인이 스스로 성장하고 보다 더 효과
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기회 및 수단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긍정심리학의 행복과 심리적 안녕 그리고 자아실현에 대
한 관심과 연관될 수 있다. 특히 리더가 부하직원에서 보이는 코칭행동인 코칭리
더십은 부하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강점에 대해 자각 및 개발이 가능
하도록 하며, 이러한 코칭리더십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직무성과 및 크게는 조직
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며 촉진시킨다(조은현, 탁진국, 2011). Cohen,
Chang와 Ledford(1997)는 리더가 보이는 코칭 행동은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업
무수행 및 성과에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하며, 자율적인 수행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자발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상사의 코칭리
더십 행동이 긍정 정서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서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이
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직이 개입 방법를 고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관점이 산업 및 조직 장면에서 가질 수 있는 의
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관점이 갖는 조직
내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며, 시간관점의 효과성에 대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지 정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끝으로 정서와 직무열의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리더의 특성으로 코칭리더십의 효과성
을 확인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조직에서의 직무열의를 높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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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논문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시간관점이 산업 및 조직 장면에서 갖는 효과성에 대해 직무열
의와의 관계성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시간관점에 대해 일상에서의 행복이나
학습장면 외의 직무 환경에서 갖는 효과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며,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 뿐만이 아닌 과거와 현재의 시간관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
자 한다.
둘째, 시간관점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대해 긍정 정서를 통해 확인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긍정 정서가 직무열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시간관점 또한 긍정 정서에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간관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떠한 과정을 거
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직무열의를 높일 수 있는 개입방법으로써 상사의 코칭리더십 행동이 갖
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상사의 코칭리더십은 부하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조직 내에서 성과를 높이도록 지원한다. 이는 정서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강화시킬 것이라 기대 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
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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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1. 시간관점(Time Perspective)
우리의 삶은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구성되며, 우리는 시간에 대해 심리적인 해
석과 의미를 부여한다. Frank(1939)는 시간관에 대해 현재에서 미래를 전망하는
것과 함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구조의 체계라고 이야기하였으며, 개인
이 속한 사회적 규범과 태도에 이러한 시간관점이 반영되고, 따라서 시간에 대한
관점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Lewin(1942)은 개인의 과거와 미
래에 대한 심리적 관점의 종합안에서 시간관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개인
의 행동, 정서, 기운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Wallace(1956)는 시간관에
대해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시간적 차원에 대해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고, 사건
들의 순서를 개인적으로 구분하여 배치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여기에는
개인의 전반적인 성격과 과거 사건의 주관적 기억, 미래 사건에 대한 기대, 포부
등을 포함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최근 Zimbardo와 Boyd(1999)는 시간관점에 대해 각 개인이 시간에 대해 가지
고 있는 개인적이고 무의식적인 태도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간에 대한 자
신만의 관점을 구성하고, 논리를 펼치며, 사건에 대해 의견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즉, 시간관점은 시간과 관련된 태도, 믿음,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각, 감정,
행동과 같이, 다양한 삶의 측면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Zimbardo와
Boyd(1999)는 이러한 시간관점에 대해 크게 과거 지향적 시간관점, 현재 지향적
시간관점,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세부적으로는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 현재 운명적 시
간관점,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각 시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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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간관점으로,
과거를 온화하게 여기며, 향수를 느끼는 태도를 말한다.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은
과거에 발생했던 긍정적 사건이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만들어낸 긍정적인 태도
로 구성된다.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은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혹은 비판적인 태도를 말한다.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은 과거에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였거나, 과거에 경험한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야기되는 태도이다.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은 현재의 순간에 초점을 주고 살아가며, 현재의 쾌락,
즐거움, 흥미를 지향하는 태도이다.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은 미래의 결과에 대한
고려가 적으며, 쾌활하고 충동적인 태도이며, 현재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는 경
향을 보이는 태도이다.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은 특별히 선호하는 시간대가 없는 태도로, 과거의 일이
나 미래에 일어날 일,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운명으로 정해진 것이라 여기는 태도이다. 따라서 일을 시작
하거나, 새로운 결과를 얻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이며, 미래나 삶에 대한 희망이
적은 태도이다.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은 현재보다 미래에 관심이 많은 태도이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은 미래의 성취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며, 미래의
성취를 위해 목표를 계획하고, 지금의 행동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관
심을 갖는 태도이다.
시간관점이 행동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습 현장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Zimbardo와 Boyd(1999)는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이 높은 학생들이
학업 성적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Shell과 Husman(2001)의 연구에서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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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적 시간관점을 갖은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 학습 투자 시간, 노력에 있어서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한익(2011)의 연구에서는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은 자기조절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나, 반면 미래 지향적 시간관
점은 자기조절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부정
시간관점과 현재운명 시간관점은 자기 통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미래지
향 시간관점은 자기 통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
은지와 한유진(2014)의 연구에 따르면,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은 학업적 지연행동
에 영향과 부적인 관계성을 보였으나, 반면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과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은 학업지연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정, 전보
라, 정상훈, 김회용(2013)의 연구에서는 5개 시간관점에 따른 학습플레너 사용도
를 살펴보았으며,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을 제외한 4개 시간관점이 모두 유의미한
효과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시간관점이 다양한 행동의 예측변인으로 사용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간관점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국가와 같은 문화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날 수 있다. Schneiderman(1964)와 Wilson(1996)은 빈곤지역의 청소년들이 현
재 지향적 시간관점을 지닌다고 하였으며, 이는 빈곤계층의 생활양식에서 비롯된
다고 보았다. 김외숙(2003)의 연구에서도 시간관점이 국가, 성별, 사회경제적 지
위 등과 같은 변인에 따라서 시간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
의 교육수준도 시간관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Kerpelman과 Mosher(2004)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미래 지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
귀연과 이성기(2006)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현재지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시간관점의 문화차이는 시간 관점이 갖는 효과성의 차이로도 나타난다.
김범준(2014)의 연구에서는, 국내의 사례에서는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과 과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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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시간관점 간의 관계성이 항상 유의하지는 않음과 함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시간관점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고하였으며, 원소정과 김정섭
(2012)은 이러한 문화차이를 반영하여 Zimbardo 시간관점 척도를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였다.
반면 시간관점과 관련하여 산업 및 조직 장면에서 진행된 연구는 그 수가 많
지는 않다. Petkoska와 Earl(2009)는 금융, 대인, 여가의 영역에서 은퇴계획의 양
을 확인하는데 시간관점이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주일(2013)의 연구
에 따르면, 미래 지향성이 생산적 노년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
으며, 박인조와 이주일(2014)의 연구에서도 미래 시간관점이 자기 효능감을 매개
하여 주관적 경력성공을 예측함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오은혜와 탁진국(2012)은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이 낮을 때, 경력계획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성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시간관점에 대한 연구들은 특정한 대상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행동을 예측하는 개인특성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시간관점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개인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직무열의(Work Engagement)
긍정심리학의 출현과 함께 직무열의에 중요성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Kahm(1990)은 조직 몰입, 직무 몰입, 내적 동기 유발과 같은 변인이 자신의 일
과 관련하여 조직구성원의 경험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으며, 이
에 대한 대안으로 열의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직무열의는 직무 탈진(job
burnout)의 반대개념이기도 하다(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즉 직무열
의는 직무탈진과 달리, 직무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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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태도를 의미한다.
Schaufeli 등(2002)은 직무열의에 대해 ‘업무에 대한 긍정적이고, 열정을 가지
고, 헌신하며, 몰두하는 마음가짐’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무열의가 활력
(vigor), 헌신(dedication), 몰두(adsorption)의 3개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활력은 일하는 동안 높은 에너지 수준과 정신적인 회복력,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려 하는 것,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의 인내력을 의미한다.
헌신은 일에 대한 의미성, 열정, 자부심, 도전을 뜻한다. 이러한 헌신은 직무관
여(job involvement)와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헌신은 직무관여보다 더 넓
은 요소를 포함한다. 즉, 직무관여는 조직원들이 보이는 직무에 대한 심리적 중
요도에 집중하는 반면, 헌신은 열정, 영감, 자부심, 도전 등과 같은 개념을 포함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몰두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완전한 집중, 깊게 몰두된 상태, 일과 자신을 분리
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몰입(flow)와 유사하다.
직무열의의 예측 변인에 대해 Bakker와 Demerouti(2007)는 직무 요구-자원 모
델(job demand-resource model)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사람들이 일하는 업무
환경에 대해 크게 직무 요구와 직무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직무 요구는 스트레스나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원은 목표
달성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에서 성과 달성 혹은 실패를 경험하도록 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직무열의는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달라지며, 자원이 부족하거나
직무 요구가 높을 경우에는 직무 탈진이 일어날 수 있다. 즉, 직무 요구-자원 모
델은 직무 자원이 직무요구와 상호작용하여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직무가 가지는 특성 외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직무열의
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직무열의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직무 자원과 개인적 자원 외에도 리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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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있다. Macey와 Schneider(2008)는 직무 특성(job characteristics), 리더십
(Leadership), 성향적 특성(dispositional characteristics)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
치며, 이러한 직무열의의 결과로 직무 성과(job performance)가 나타난다고 보았
다(그림 1). Christian, Garz와 Slaughter(2011)는 이러한 모델을 기초로 하여 메
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변혁적 리더십과 리더-구성원 교환(leader–
member exchange; LMX)이 직무열의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함을 확인하
였으며, 직무열의가 직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과업 성과와 맥락 수행에
대한 관계성이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Sonnentag(2003)은 긍정 정서가 직
무열의의 선행변인이자 종속변인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으며, 직무열의가 가

그림 1 Macey와 Schneider(2008)의 직무열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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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효과에 대해 직무열의 그 자체가 긍정적인 경험이며, 조직원들로 하여금 긍
정적인 정서를 높이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직무열의는 직무로부터 긍정
적인 요소를 찾도록 하며, 조직 몰입과 정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조직원의 성과를 높인다고 예측하였다.
3. 긍정 정서(Positive Affect)
우리는 매순간 기쁨이나 슬픔, 즐거움 등 다양한 정서를 느끼면서 살고 있다.
박인조, 민경환(2005)이 정리한 한국어 감정단어 목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은 434개의 감정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Seligman(2000)
은 이러한 정서의 효과성에 대해 행복감, 만족감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공포나 회피, 분노와 같은 부정 정서는 대상을 몰
아내려는 행동경향과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행동 경향성은 선택 가능한 행동에
대한 생각을 좁게 하여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수행을 어렵게 한다. 긍정심
리학에서는 부정 정서 중심의 기존 심리학에서의 연구편향성을 지적하였고, 긍정
정서, 정서자원, 긍정조직 등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
고 있다.
Fredrickson(1998)은 확장 및 구축 이론(broaden and build theory)을 통해 긍
정 정서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창의적, 통합적,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도
우며, 개인의 사고와 행동 양식을 확장시켜 심리적 자원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Staw, Sutton과 Pellod(1994)의 연구에서 긍정 정서와 다양한 직무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긍정 정서가 높은 조직원의 경우 급여수준의 향상이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감독자들의 평가도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긍정 정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으로 대처하는데도 도움이 된다(Folk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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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kowitz, 2000).
조직 장면에서도 이러한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Kafetsios와 Zampetakis(2008)은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직무만족, 조직
몰입,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Thoresen 등(2003)은 정서 경험과
직무 태도에 대한 메타 분석을 통해 정서 경험과 직무 태도가 유의미한 관계성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과와 관련해서는 Staw와 Barsade(1993)는 긍정 정서가
조직원의 높은 성과와 관련됨을 확인하였고, Thereson 등(2003)은 긍정 정서가
개인적 성취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주일과 민경환(1996)의 연
구에서도 긍정 정서가 창의적 문제해결을 높여주며,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줌을 확인하였다.
4. 시간관점과 직무열의
Zimdardo의 5개 시간관점의 조직 내 효과성, 특히 직무열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Bullock와 Theiler(2013)가 직무열의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변환한 학업열의(academic engagement)를 통해 시간관점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5개 시간관점과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은 학
업열의의 활력, 헌신, 몰입 3개 하위 차원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효과성을 보였
으며,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은 몰입 차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미한 부적 효과
성을 보였다.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과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의 학업
열의와의 관계성은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Nurmi(1991)는 시간관점에 대해 아동기부터 시작되는 사회화의 산물
로 약 11세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20세 전후에 안정적으로 구성된다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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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는 나이에 따라 시간관점에 근거가 되는 경험이 증가하고, 나이를 먹
음에 따라 시간관점이 안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기에 직장인을 대상으
로 한 시간관점의 효과성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와 달라질 수 있다. 따라
서 성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시간관점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시간
관점이 갖는 효과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시간관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이 높
은 사람은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지니며, 이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과 난관의 극복으로 인해 야기된다. 따라서 이
러한 시간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성공적
인 경험을 생각해 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직무열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이 높은 사람은 과거 경험에 있어서 부정적 사건의
경험과 해석으로 인해 야기되며, 이는 행동의 적극성과 자존감을 낮추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직무열의를 낮출 것이다.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을 지닌 사람은 현재에 초점을 두며, 이를 위해 모험을
감수하고, 쾌활한 행동양식을 보인다. Zimbardo와 Boyd(2008)에 따르면 현재 쾌
락적 시간관점의 경우, 낮은 경우보다 중상 수준의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을 가지
는 것이 균형 잡힌 시간관점을 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Zimbardo와
Boyd(1999)에서는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과 에너지 수준 간의 정적인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열의에 있어서 활력과 같은 일부 특성을 통해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였다.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기대가 적으며, 새로운 결과를 추
구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다. 이는 직무환경에서의 무기력과 소극적인 태도로 나
타날 것이며, 이는 낮은 직무열의와 관련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 13 -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이 높은 사람일수록, 미래에 다가올 보상에 떠올리며, 이
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성은 자신의 직무가 가지는 미래 가치를 추구하도
록 할 것이며, 당장의 욕구를 지연시켜 직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
리고 이는 높은 직무열의와 관련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시간관점은 직무열의와 유의하게 관련될 것이다.
가설 1-1.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직무열의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1-2.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직무열의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1-3.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직무열의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1-4.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직무열의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1-5.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직무열의는 높아질 것이다.
5. 시간관점과 긍정 정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시간관점은 심리적 웰빙, 행복, 그리고 긍정 정서 및 부
정 정서와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niwell et al., 2010; Dunkel &
Weber, 2010; Zhang & Howell, 2011; Orkibi, 2014).
시간관점과 긍정 정서와의 관계는 연구마다 일부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정리
하면 표 1과 같다.
Zhang, Howell과 Bowerman(2013)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4개의 집단에 걸쳐
시간관점과 긍정, 부정 정서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4개 집단 모두에서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 미래 지향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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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관점이 긍정 정서와 관련성이 있었다.
Zhang, Howell과 Stolarski(2013)의 연구에서는 3개 집단에 걸쳐 시간관점과
긍정 정서, 부정 정서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는데, 긍정 정서와 과거 긍정적 시
간관점,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이 3개 집단에서 공통적으
로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였다.
반면 Orkibi(2014)의 연구에서는 긍정 정서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만 유의미 하였다. 그리고 Sirois(2014)의 메타 분석에서는 높은 스트레
스가 낮은 긍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미래 지향적 시간 조명이 유의미
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간관점과 긍정 정서와의 관계성은 선행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가장 높
은 관련성을 보이는 시간관점 또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관점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유의미성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고, 방향성은 유사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통해 긍정 정서 대한 시간관점과의 관
표 1. 선행연구에서의 시간관점과 긍정 정서 간의 상관관계

Zhang, Howell
Zhang, Howell
& Bowerman
& Stolarski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집단 1 집단 2 집단 3
PP
.17*** .30*** .27*** .28*** .19*** .30*** .30***
PN -.10*** -.19*** -.19*** -.20*** -.11*** -.21*** -.24***
PH .11*** .27*** .24*** .23*** .14*** .27*** .26***
PF -.12*** -.03*** -.08*** -.23*** -.09*** -05*** -.19***
F
.21*** .28*** .32*** .21*** .21*** .27*** .24***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
대상자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 (온라인)
(온라인)
N
641 279 143 360 562 200 481
주1. PP: 과거긍정, PN: 과거부정, PH: 현재쾌락, PF: 현재운명, F: 미래지향
주2.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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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kibi Sirois(2014)
(2014)
집단 1 집단 1 집단 2
.15***
***
-.04
.31***
***
-.01
***
***
***
.13 .20 .43
대학생 성인 성인
112 210 140

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긍정 정서는 사회적 활동, 만족감, 빈번한 즐거운 사건과 관련되며, 부정 정서
는 스트레스와 비약한 대처, 건강에 대한 불평, 빈번한 불쾌한 사건 등과 관련된
다(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따라서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이 높을 경우, 지
각된 즐거운 사건이 많을 것이며, 이는 만족감과 평안과 같은 긍정 정서와 관련
될 것이다.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이 높은 경우, 과거 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
향성을 지니며, 이는 생각하는 불쾌한 사건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과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은 상호 독립적이나, 반대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이 높은 사람의 경우, 긍정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이 낮을 것이다.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삶에 있어서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
하며, 따라서 현재를 즐기는 과정에서 긍정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
다.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이 높은 경우, 미래에 대해 대비하지 않으며, 이는 회피
나 좌절과 같은 부정 정서와 관련된다. 따라서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만족감이나 즐거운 사건에 대한 경험이 낮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이 높은 경우, 현재의 만족을 지연하며, 미래에 있을 것
으로 예상되는 더 큰 만족감을 현재로 가져오는 특징을 지녔다. 이를 통해 긍정
정서를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를 더 경험할 것이라 예상하
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시간관점은 긍정 정서와 유의하게 관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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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1.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2.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2-3.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4.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2-5.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는 높아질 것이다.
6. 긍정 정서와 직무열의
정서와 직무열의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Bosman, Rothmann과 Buitendach(2005)
는 고용 불안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 정서가 조절효과를 보임을 확인
하였다. 긍정 정서가 높을 경우, 고용불안과 직무열의 간의 영향력은 약화되었으
며, 부정 정서가 높을 경우, 고용 불안과 직무열의 간의 영향력은 강화되었다.
Avey, Wernsing과 Luthans(2008)의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열의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이는 긍정 정서를 통해 완전 매개됨을 확인하였다. 또
한 Macey와 Schneider(2008)의 모델을 기초로 한 Christian, Garza와
Slaughter(2011)의 메타 분석에서도, 성향적 특성 중 하나인 긍정 정서가 직무열
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미한 효과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 본 연구에서도 Macey와 Schneider(2008)의 모델에 기초하여 긍정 정
서가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아질 것이라 가정하였다.
가설 3. 긍정 정서가 높을수록 직무열의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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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긍정 정서의 매개효과
앞선 가설들을 종합하면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시간관점에 따라 경험하는 긍정
정서와 직무열의가 달라지며, 또한 직무열의는 긍정 정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는 높은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 그리고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은 긍정 정서를 높일 것이며, 높은 긍정 정서는 직무열의를 높일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높은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과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은 긍
정 정서를 낮출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직무열의를 낮출 것이라 추론할 수 있
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시간관점과 직무열의에 미치는 과정에 대해 정서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4. 긍정 정서는 시간관점과 직무열의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1. 긍정 정서는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과 직무열의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가설 4-2. 긍정 정서는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과 직무열의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가설 4-3. 긍정 정서는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과 직무열의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가설 4-4. 긍정 정서는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과 직무열의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가설 4-5. 긍정 정서는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과 직무열의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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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코칭리더십(Coaching Leadership)의 조절효과
코칭은 개인이 성장하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회 및 수단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Peterson & Hicks, 1996). 코칭리더
십은 이러한 코칭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리더가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회
및 수단을 제공해 주는 과정이다.
조은현과 탁진국(2011)은 코칭리더십에 대해 긍정심리학의 강점 개념을 추가하
여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조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강점을 자각하고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리더십’이라 정의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코칭리더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코칭리더십은
존중(respect), 목표제시와 피드백(goal-setting and feedback), 관점 변화
(changing the view point), 부하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믿음(belief of growth
potential of subordinates)의 4개 차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존중은 리더가 부하를 업무 담당자 및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심리적으로
지지하며 돕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청과 관련된다. 경청은 코칭의 핵심 특성
이며(Ellinger, Ellinger & Keller, 2003), 이러한 존중과 경청은 배려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의 구성요인이기도 하다. 즉, 부하의 잠재력을 파악하는 기본이 된
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목표제시와 피드백은 리더가 부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목표를 제
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속
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피드백 하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코칭리더
십의 목표 제시는 리더가 일방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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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목표를 선택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최종 목표 수립은 부하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타 리더십과의 차이가 있다. 목표제시와 피드백은
별개의 요인이 아닌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이는 목표제시와 함께 부
하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수시
로 제공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관점변화 촉진은 부하로 하여금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사고하고 스스
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리더가 질문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러한 질문은 경청과 함께 코칭의 핵심 특성 중 하나이다(Ellinger et al., 2003).
코칭리더십의 관점변화는 리더가 질문을 통해 부하의 기존 사고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여타 리더십
과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하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믿음은 리더가 부하에 대해 성장 가능
성과 잠재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리더십 개념과 가장 차별화 되는 요인이며,
코칭의 철학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이다. Deci와 Ryan(2000)이 긍정 심리학의
인간관에 대해서, 인간은 최적의 기능을 지향하도록 내재적으로 동기화되는 존재
라고 보는 것과 관련된다.
리더의 코칭 행동은 부하의 업무 및 성과에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하며, 자율
적인 수행에 큰 영향을 주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높인다(Cohen et al., 1997). 이
러한 코칭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과 유사성을 지나고 있다. 코칭리더십의 존중,
목표제시와 피드백, 관점변화, 부하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믿음의 4개 하위요인
중 목표제시와 피드백 요인은 변혁적 리더십 구성 요인 중 부하에게 목표를 제
시하고 목표달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이상적 영향력과 유사하며, 변혁적 리
더십과 코칭리더십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조은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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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rickson(1998)의 확장 및 구축 이론에 따르면, 높은 긍정 정서는 개인의 사
고와 행동 양식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심리적 자원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긍정
정서가 높을수록 외부의 정보나 받아들이고 처리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이에 코
칭리더십은 외부의 정보와 목표를 제공하며, 부하 직원에게 동기를 자극하는 방
향으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상사의 코칭리더십 행동은 부하 직원의 긍정 정서가
가지는 직무에서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결과적으로
상사의 코칭리더십이 높을 때 긍정 정서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5. 상사의 코칭리더십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긍정 정서와 직무열의 간의
관계는 더 강할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종합적인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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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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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 변인들 또한 근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년 이
상인 직장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코칭리더십의 경우 자신의 직속
상사에 대해 응답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상사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상사와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상사와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내 직장인 400명의
응답의 수집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장훈장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패널인사이
트”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 중 불성실응답이 의심되는 50명의 사례를 제외하였으
며, 분석에는 35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350명 중 남성이 209명(59.7%), 여성이 141명(4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8.8세(SD =10.2)였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93명(26.6%),
30대가 97명(27.7%), 40대가 89명(25.4%), 50대가 71명(20.3%)이었다. 직종은 일
반사무/관리직이 313명(89.4%), 영업직이 13명(3.7%), 생산/노무직이 3명(0.9%),
서비스직이 11명(3.1%), 전문직이 10명(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35명(10.0%), 3년 이상 5년 미만이 53명(15.1%), 5년 이상 10년
미만이 77명(22%),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73명(20.9%), 15년 이상이 112명
(32.0%)이었으며, 현재 직속상사와의 근무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49명
(14.0%), 1년 이상 2년 미만이 83명(23.7), 2년 이상 3년 미만이 60명(17.1%), 3년
이상 5년 미만이 64명(18.3%), 5년 이상 10년 미만이 61명(17.4%), 10년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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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9.4%)이었다. 학력으로는 고졸 이하가 39명(11.1%), 전문대 졸업이 63명
(18.0%), 4년제 대학교 졸업이 221명(63.1%), 대학원 졸업이 27명(7.7%)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규모는 50인 미만이 149명(42.6%),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 48명
(13.7%),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이 57명(16.3%), 300인 이상 500인 미만이 35명
(10.0%), 500인 이상 1,000인 미만이 21명(6.0%), 1,000인 이상 3,000인 미만이 19
명(5.4%), 3,000인 이상이 21명(6.0%)이었으며, 현재 직급으로는 사원급이 101명
(28.9%), 대리급이 80명(22.9%), 과장급 61명(17.4%), 차장급 41명(11.7%), 부장급
50명(14.3%), 임원 이상이 17명(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고용형태는 정
규직이 330명(94.3%), 비정규직이 20명(5.7%)이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변인
구분
남성
성별
여성
연령
범위 21 ~ 59세
20대
30대
연령대
40대
50대
일반사무/관리직
영업직
직종
생산/노무직
서비스직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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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명)
백분율(%)
209
59.7
141
40.3
평균 38.8세 표준편차 10.2세
93
26.6
97
27.7
89
25.4
71
20.3
313
89.4
13
3.7
3
.9
11
3.1
10
2.9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근무기간
5년 ~ 10년 미만
10년 ~ 15년 미만
15년 이상
6개월 ~ 1년 미만
1년 ~ 2년 미만
2년 ~ 3년 미만
직속상사와의
근무기간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 졸
학력
4년대 졸
대학원 졸
50인 미만
50~ 100인 미만
100 ~ 300인 미만
회사규모(종업원수) 300 ~ 500인 미만
500 ~ 1000인 미만
1000 ~ 3000인 미만
30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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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3
77
73
112
49
83
60
64
61
33
39
63
221
27
149
48
57
35
21
19
21

10.0
15.1
22.0
20.9
32.0
14.0
23.7
17.1
18.3
17.4
9.4
11.1
18.0
63.1
7.7
42.6
13.7
16.3
10.0
6.0
5.4
6.0

직급

고용형태
N=350

사원급
대리급
과장급
차장급
부장급
임원 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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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80
61
41
50
17
330
20

28.9
22.9
17.4
11.7
14.3
4.9
94.3
5.7

2. 측정도구
가. 직장인 시간관점
직장인의 시간관점을 측정하기 위해 Zimbardo와 Boyd(1999)가 개발하고, 탁진
국 등(2014)이 국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시간관점 척도(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ZTPI)의 2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 6개 문항(예문: 나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즐겁다), 과거 부정적 시간
관점 3개 문항(예문: 과거에 한 행동을 자주 후회한다),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 4
개 문항(예문: 목표에 집착하는 것보다 인행의 여정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 5개 문항(예문: 미래를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 7개 문항(예
문: 꾸준히 일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마무리한다)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들은 리커트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시간관점은 독립적인 요소이며,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개별의
시간관점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이 .81,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이 .72,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이
.77,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이 .78,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이 .76이었다.
나. 직장생활에서의 긍정 정서
직장생활에서의 긍정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업무관련 정서적 안녕 척도
(Job-Related Affective Well-Being Scale; JAW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박지연, 손영화(2014)가 번안하여 사용한 Van Katwyk 등(2000)의 20개 문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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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긍정 정서 10개 문항(예문: 직장생활(업무, 동료, 상사, 고객, 보수)을 하
면서 편안하다)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평소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정서 경험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리커트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
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긍정 정서
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이었다.
다. 직무열의
직무열의를 측정하기 위해 Schaufeli 등(2002)이 개발하고, 이랑 등(2006)이 번
안하여 사용한 1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활력 6개 문항(예문: 일을 할
때 나는 넘치는 힘을 느낀다), 헌신 5개 문항(예문: 내 일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몰두 6개 문항(예문: 나는 집중해서 일을 할 때면 행복감을 느낀
다)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들은 리커트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문항이 .93이었으며,
각 요인별로는 활력이 .83, 헌신이 .88, 몰두가 .85이었다.
라. 코칭리더십
부하가 지각하는 상사의 코칭리더십 발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은현과
탁진국(2011)이 개발한 코칭리더십 척도를 사용하였다. 존중, 목표 제시와 피드
백, 관점변화, 부하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믿음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4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나의 상사는~’으로 시작하며, 하위 요
인별로는 존중 10개 문항(예문: 나를 인간으로서 존중한다), 목표제시와 피드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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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문항(예문: 내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한다), 관점변화 3개 문
항(예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부하의 성장과 발
전에 대한 믿음 5개 문항(예문: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
이라고 믿는다)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며,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상사의 코칭리더십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문항이 .97이었
으며, 요인별로는 존중이 .93, 목표 제시와 피드백이 .91, 관점변화가 .85, 부하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믿음이 .92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변인과 문항번호, 출처,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1과 AMOS 21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가설 1, 가설 2,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 간
의 상호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가설 4의 긍정 정서가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였으며, 각 변인의 관측변수를 구
성하는데 있어서 하위요인과 요인부하량을 고려하여 문항결합(item parceling)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적합도 평가를 위한 적합도 지수로는 절대적합지수인 RMSEA, 증분적
합지수인 CFI, TLI, IFI를 사용하였다. RMSEA가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를
가졌다고 해석되며, .08이하면 보통의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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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석된다(Hu & Bentler, 1999). CFI, TLI, I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다(배병렬, 2011).
마지막으로, 가설 5의 코칭리더십이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측정도구 요약
변인
문항번호
출처
신뢰도
과거긍정적
Q1. 1-6
.81
과거부정적
Q1. 7-9
.72
& Boyd(1999) .77
시간관점
현재쾌락적 Q1. 10-13 Zimbardo
; 탁진국 등(2014)
현재운명적 Q1. 14-18
.78
미래 지향적 Q1. 19-25
.76
Katwyk 등(2000) .87
직장생활에서의 긍정 정서 Q2. 1-10 ;Van
박지연, 손영화(2014)
활력
Q3. 1-6
.83
등(2002) .88 .93
직무열의
헌신
Q3. 7-11 Schaufeli
; 이랑 등(2006)
몰두
Q3. 12-17
.85
존중
Q4. 1-10
.93
목표제시와 Q4. 11-16
.91
피드백
코칭리더십
조은현, 탁진국(2011)
.97
관점변화
Q4. 17-19
.85
믿음
Q4. 20-24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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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가. 타당도 검증
연구에 사용되는 변인들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들인지,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식으로는 주성분 요인 추출을 사용하
였으며, 직각회전(Varimax)를 실시하였다. 고유값(eigenvalue=1)이상인 요인의 수
가 14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8개 요인으로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 직장생활에서의 긍정 정서 문항 중 다른 요인으로 분류된 긍정 정
서 6번, 7번, 8번 문항을 삭제하였다. 최종적으로 실시한 요인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해당 8개 요인은 총 분산의 56.5%를 설명하고 있으며, 5개의 시간관
점과 직장생활에서의 긍정 정서, 직무열의, 코칭리더십은 통계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표 5).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연구변인과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미
래 지향적 시간관점(r=-.15, p<.01), 긍정 정서(r=-.20, p<.001), 직무열의(r=-.24,
p<.001)와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였으며, 연령은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r=-.11,
p<.05),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r=.25, p<.001), 긍정 정서(r=.31, p<.001), 직무열의
(r=.42, p<.001)와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였다. 근무기간은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
- 31 -

(r=.19, p<.001), 긍정 정서(r=.23, p<.001), 직무열의(r=.34, p<.001)가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였으며, 직속상사와의 근무기간과 직무열의(r=.13, p<.05)가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였다. 학력은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r=.11, p<.05), 미래 지향적 시간
관점(r=.14, p<.05), 긍정 정서(r=.11, p<.05)와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였다. 종업원
수는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r=-.12, p<.05),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r=.11, p<.05),
긍정 정서(r=.17, p<.11), 직무열의(r=.14, p<.01)가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였다. 직
급은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r=.20, p<.001), 긍정 정서(r=.26 , p<.001), 직무열의
(r=.35, p<.001)와 관련성을 보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종속변인인 직무열의
와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인 변인은 성별, 나이, 근무기간, 상사와의 근무기간, 종
업원 수, 직급이었으며, 따라서 이를 향후 분석에서 통제하였다.
시간관점과 직무열의와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r=.29,
p<.001)과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r=.45, p<.001)이 유의미한 정적 관계성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r=-.13, p<.05)이 유의미한 부적 관
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 지지되었다. 세부적으로
는 가설 1-1, 가설 1-4, 가설 1-5가 지지되었으며, 가설 1-2, 가설 1-3은 기각되
었다.
시간관점과 긍정 정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r=.27,
p<.001),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r=.28, p<.001)이 유의미한 정적 관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r=-.13, p<.05)은 유의미한 부적 관계
성을 보였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 지지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가설 2-1, 가설
2-2, 가설 2-5가 지지되었으며, 가설 2-3, 가설 2-4는 기각되었다.
긍정 정서와 직무열의(r=.67, p<.001)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나타났으며,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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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요인분석 결과
문항
내게 심리적으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준다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같이 수습하고 격려한다.
나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
나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을 듣는다.
나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 같이 기뻐하고 흐뭇해한다.
나의 업무 내용과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피드백 한다.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내가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다.
나의 생각이나 관점을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한다.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나의 역량수준과 동기수준을 파악하고 목표를 제시한다.
나의 잠재능력과 성장가능성을 믿는다.
내가 업무 중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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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 직무 긍정 과거 현재 미래 현재 과거
리더십 열의 정서 긍정 운명 지향 쾌락 부정
.79
.77
.77
.76
.76
.76
.76
.76
.75
.74
.74
.74
.74
.73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내가 언젠가는 내 능력을 잘 발휘할 것이라고 믿는다.
나 스스로 변화하고 나를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한다.
내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한다.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자발적으로 동기 부여되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나의 강점과 우수성을 인정한다.
나의 업무방식을 존중한다.
나를 인간으로서 존중한다.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내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한다.
나는 나의 직무에 푹 빠져 있다.
나의 일은 나를 열심히 일하도록 만든다.
직무를 수행할 때 나는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나는 열정적이다.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일은 도전적이다.
직무를 수행할 때 나는 일에 매우 몰입해서 한다.
나는 내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73
.73
.72
.70
.70
.69
.68
.68
.66
.6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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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3
.73
.72
.69
.69
.68

나는 집중해서 일을 할 때면 행복감을 느낀다.
나 자신을 직무와 분리시켜 생각하기 어렵다.
나는 일을 하면서 원기 왕성함을 느낀다.
내 일은 매우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이다.
일을 할 때 나는 넘치는 힘을 느낀다.
직무를 수행할 때 나는 직무 이외의 주변의 모든 것을 잊는다.
나는 한번에 장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쉽게 원기를 회복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회사에 가고 싶다.
일을 할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언제나 인내심을 갖는다.
여유롭다.
편안하다.
만족스럽다.
불평이 없다.
기운이 난다.
침착하다.
황홀하다.

.31

.34
.34

.67
.66
.63
.62
.60
.56
.52
.47
.45
.40
.31
.46
.36

- 35 -

.33
.36
.42
.44
.72
.62
.59
.58
.52
.52
.46

나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즐겁다.
어린 시절 친숙했던 관경을 떠올리거나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게 되면 멋진
기억들로 꽉 채워진다.
과거의 행복한 기억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곤 한다.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향수에 젖게 된다.
예전에 좋았던 시절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좋지 않은 추억보다 좋은 추억이 더
많다.
어차피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가는 별로 중
요하지 않다.
운명이 내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
미래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
목표, 결과 및 산출물 같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경우, 내가 하는 활동의 과
정이나 흐름에서 더 이상 즐거움을 찾기 어렵게 된다.
내 삶의 행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친구들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정시에 완수한다.
내가 무언가를 달성하고 싶을 때, 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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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2
.71
.71
.68
.58
.73
.66
.60
.60
.59
.31

.68
.63

.33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맡은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해나가면서 정시에 끝낸다.
완수해야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유혹들을 잘 견뎌낼 수 있다.
오늘 밤 노는 것보다 내일 마감시간을 맞추고 다른 필요한 업무들을 하는 것을
우선시 한다.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매일 아침 미리 계획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편이다.
충동적으로 일을 하는 편이다.
머리보다 가슴을 따르는 경우가 자주 있다.
순간의 즐거움에 휩쓸리곤 한다.
내 삶에서 달리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과거에 한 실수들을 돌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삶에서 놓친 좋은 것들에 대해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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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1
.59
.52
.52
.40

.69
.68
.68
.63

.75
.71
.69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성, 회전방법: 베리맥스, N=350

표 5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
변인
1 2 3
1. 성별
2. 연령
-.48*** 3. 근무기간
-.45*** .79*** 4. 상사근무기간 -.11*** .19*** .23***
5. 학력
-.23*** .13*** .08***
6. 종업원수
-.21*** .14*** .14***
7. 직급
-.58*** .68*** .73***
8. 고용형태
.17*** -.06*** -.13***
9. 과거긍정
-.03*** .06*** .06***
10. 과거부정
.05*** -.01*** -.07***
11. 현재쾌락
.04*** -.11*** -.08***
12. 현재운명 -.01*** .06*** .03***
13. 미래지향 -.15*** .25*** .19***
14. 긍정 정서 -.20*** .31*** .23***
15. 직무열의 -.24*** .41*** .34***
16. 코칭리더십 -.06*** .12*** .10***
평균(M) 1.40 38.79 3.39
표준편차(SD)
.49 *** 10.22 1.09
*
**
주1. p<.05, p<.01, p<.001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02***
-.11***
.20***
-.08***
.08***
-.05***
-.04***
.00***
.07***
.09***
.13***
.09***
4.50
1.34

.14***
.16***
-.04***
.11***
-.07***
-.06***
-.10***
.14***
.11***
.03***
.06***
4.30
1.56

.04***
.05***
.04***
-.11***
.11***
.07***
.05***
.17***
.14***
.02***
2.67
.77

-.20***
.07***
-.08***
-.06***
-.00***
.20***
.26***
.35***
.12***
2.63
1.87

.01***
.09***
.04***
.02***
.02***
.04***
-.02***
.04***
2.74
1.57

.10***
.16***
.03***
.23***
.27***
.29***
.23***
1.06
.23

.20***
.18***
-.01***
-.13***
-.09***
-.01***
3.45
.59

.46***
-.14***
.06***
-.08***
.07***
3.63
.67

-.11***
.03***
-.13***
-.01***
3.07
.66

.28***
.45***
.21***
2.86
.62

.67***
.51***
3.51
.78

.45*** 3.08 3.10
.61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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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개효과 검증
앞서 도출한 가설에 따르면 시간관점은 긍정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 정서
는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긍정 정서가 매개하는 가설 3
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
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시간관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
수추정에 10,000개의 표본을 설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가. 연구모델 검증
그림 3은 가설 3의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이다. 모델의 적합도는
x2=403.59(df=173), CFI=.904, TLI=.884, IFI=.905, RMSEA=.069로 나타났다. TLI
를 제외한 CFI와 IFI가 .90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RMSEA 또한 보통
의 적합도를 보였다.
이후 각 시간관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간접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
과,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β=.16, p<.01)과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β=-.17, p<.01),
미래지향적 시간관점(β=.23, p<.001)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과거 긍정적, 과거 부정적, 미래지향적 시간관점이 긍정 정서를 통해 직무열
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연구모형의 모델 적합도 지수에 있어서 TLI가 .90이하로 나타났으며, 이
에 따라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를 통한 모형수정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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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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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정된 모델
연구모델의 결과에 따라 수정지수를 살펴보았다.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이 직무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를 자유화할 때, 수정지수가 42.26으로 가장 높았
으며, 모수변화(parameter chamge; Par Change) 또한 .429로 높게 나타났다. 따
라서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를 추가하여
수정된 모델을 검증하였다(그림 4).
분석 결과,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의 직접효과(β=.39, p<.001)가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간접 효과의 경우,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β=.13, p<.01), 과거 부
정적 시간관점(β=-.14, p<.01),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β=.15, p<.01)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이는 과거 긍정적, 과거 부정적,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이 긍정 정
서를 통해 직무열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은 긍정 정서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 외에도 직접적으로 직무열의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모델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x2=406.17(df=172), CFI=.922, TLI=.905,
IFI=.923, RMSEA=.062로 나타났다. CFI, TLI, IFI 모두 .90이상으로 좋은 적합도
를 보였으며, RMSEA 또한 보통의 적합도를 보였다. x2차이에 따른 적합도 개선
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연구모델과 수정된 모델의 x2값이 3.84이상으로 변화량
이 유의미하였다. 이는 연구모델에 비해 수정된 모델의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증
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각 매개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경로계수의 유의미성과 모델 적합도, 그리고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정된 모
델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으며, 따라서 가설 4는 부분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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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정된 모델

표 6. 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연구모델
수정된 모델

x2
462.69
406.17

df
173
172

적합도 지수
CFI
TLI
.904
.884
.922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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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I
.905
.923

RMSEA
.069
.062

3. 조절효과 검증
가설 5에서는 긍정 정서와 직무열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사의 코칭리더십이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직무열의와 연관성을 보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투입하여
통제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긍정 정서와 코칭리더십을 투입하였다. 마지막 3단계
에서는 긍정 정서와 코칭리더십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은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긍정 정서(β=.49, p<.001)와 코칭리더십(β
=.20, p<.001) 모두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항이 투입되
었을 때의 설명량 증가(ΔR2=.01, p<.01) 또한 유의미하였다. 이는 긍정 정서와 직
무열의 간의 관계를 코칭리더십이 조절함을 의미한다.
코칭리더십의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방식에 따라
독립변인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긍정 정서, 직무열의, 코칭리더십의 관계를
회귀선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코칭리더십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긍정 정서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강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5
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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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코칭리더십 조절효과
1
2

인구통계학적 변인
긍정 정서(A)
코칭리더십(B)
긍정 정서(A)
3
코칭리더십(B)
AxB
**
***
주1. p<.01, p<.001

β

.508***
.157***
.490***
.201***
.112**

직무열의
R2***
.192
.515***

.323***

.526***

.011**

그림 5. 코칭리더십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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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Δ 2

이상의 가설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가설 검증 결과 종합
가설
내 용
가설 1 시간관점은 직무열의와 유의하게 관련될 것이다.
가설 1-1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직무열의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1-2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직무열의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1-3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직무열의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1-4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직무열의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1-5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직무열의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시간관점은 긍정 정서와 유의하게 관련될 것이다.
가설 2-1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2-2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2-3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2-4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는 낮아질 것이다.
가설 2-5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는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긍정 정서가 높을수록 직무열의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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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부분지지
지지
기각
기각
지지
지지
부분지지
지지
지지
기각
기각
지지
지지

가설 4
가설 4-1
가설 4-2
가설 4-3
가설 4-4
가설 4-5
가설 5

긍정 정서는 시간관점과 직무열의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긍정 정서는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과 직무열의와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긍정 정서는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과 직무열의와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긍정 정서는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과 직무열의와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긍정 정서는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과 직무열의와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긍정 정서는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과 직무열의와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상사의 코칭리더십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긍정 정서와 직무열
의간의 관계는 더 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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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지지
지지
지지
기각
기각
부분지지
지지

V.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시간관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시간관
점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대해 긍정 정서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써 상사의 코칭리더십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직장인의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이 긍정 정
서를 매개하여 직무열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 지향적 시간관
점은 긍정 정서가 부분 매개하여 직무열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의 경우 자신의 과거에 대해 생각할 때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거나, 자신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에 있어서
긍정 정서를 더 자주 느끼며, 이를 통해 직무열의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 놓친 것들을 아쉬워하거나 자신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에 있어서 긍정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직무열의를 낮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성은 Zhang 등
(2013a; 2013b)의 연구에서 보고된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과 과거 부정적 시간관
점과 긍정 정서 간의 관계성과 동일하다. 또한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과 과거 부
정적 시간관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은 행복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성을 보였으며,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은 유의미한 부적 관계
성을 보인 김범준(2014)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은 직무열의와 긍정 정서 모두에 영향을 주었으며, 긍정
정서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Bullock와 Theiler(2013)의 연구에서도 미래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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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간관점은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시간관점이었다. 이와 같
이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은 미래에 오는 성취에 초점을 두며, 이를 통해 긍정적
으로 활동하는 것과 같은 일부 특성이 긍정 정서를 통해 직무 열의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중 일부는 긍
정 정서 외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 지향적 시간관
점의 행동적 특성 중 정서와 무관하게 자신이 해야 할 행동에 대해 집중하고, 목
표를 계획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Zimbardo & Boyd, 1999), 주위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의 행동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Peetsma, 2000).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은 직무열의 및 긍정 정서에 영향
을 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의 경우 긍정 정서 및 직
무열의와 정적인 관계를 보인 것이라 가정하였으나, 직무열의와 긍정 정서에 유
의미한 관계성을 보이진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당장의 즐거움을 찾는데 집중
하여 약물 중독이나 도박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음과 관련되
며, 어느 정도의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이 필요하나 너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다(Zimbardo & Boyd, 2008). 또한 김범준
(2014)의 연구에서도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이 행복과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바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직무열의에 대
한 효과성에 있어서도 활력과 같은 일부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가
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은 장애물로도 작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직무로
부터 느낄 수 있는 당장의 즐거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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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명적 시간관점의 경우, 직무열의와 부적인 관계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
나,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한 분석 과정에서는 그 효과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
는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이 갖는 독자적인 효과성이 마땅히 없음을 의미한다. 현
재 운명적 시간관점은 자신 주변의 일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으며, 운명으로
정해진 것이라 여기는 성향으로, 이러한 특성이 직무 장면에서 특별히 열의를 갖
고 행동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직무에 있어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수행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Bullock와 Theiler(2013)의 연구에서도 현재 운명적 시간관
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그 효과성이 유의미하지 않은 바 있다.
긍정 정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과거 연구들(Zhang et al., 2013a;
2013b; Orkibi, 2014)에서도 부정적인 관계성이 있음을 보이긴 하였으나, 이는 사
례에 따라 유의성이 달라졌으며, 이는 현재에 불만족하며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
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지만, 만족하며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쇄되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긍정 정서가 직무 열의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상사의 코칭리더십 행동을 살펴보았다. 긍정 정서와 직무 열의
와의 정적인 관계에 있어서 코칭리더십이 조절효과를 보이며,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redrickson(1998)의 확장 및 구축 이론에 따라, 상사의 코칭리
더십 수준이 높고 부하가 긍정적 정서를 느낄 때, 상사의 코칭 행동을 더 잘 받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긍정 정서와 상사의 코칭리더십 행동이 상호작용
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긍정 정서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켰다
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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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가. 학문적 의의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관점이 가지는 효과성에 대
해 직장인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시간관점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인 특성이며, Boniwell과 Zimbardo(2003)은 이러한 시간관점에 대한 연구가 일중
독 혹은 일과 삶에 있어서의 균형 등에 있어서 가치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조직 내 직무 환경에서의 시간 관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시간관점이 직장 내에서 어떠한 효과성을 가
질 수 있는지를 직무열의에 대한 효과성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문적 영역을 넓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시간관점이 갖는 직장 내 효과성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였다. 시간
관점의 효과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5개 시간관점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통합적으로 접근하
였으며, 이는 시간관점의 구성적 특징을 반영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시간관점이 직무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탐색하였다. 시간관
점이 직무 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긍정 정서의 매개효과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이는 시간관점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정을 탐색
하고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넷째, 긍정 정서가 직무 열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써
상사의 코칭리더십 행동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상사의 코칭리더십
행동이 부하 직원의 잠재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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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긍정적 시간관점, 과거 부
정적 시간관점,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이 긍정 정서와 직무열의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과거 시간관점 연구들은 정서적 웰빙이나 스트레스 관리에 초점
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관점이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시간관점은 변화가능한 개인 특성
이다.
Zimbardo, Sword와 Sword(2012)는 시간관점 치료(Time Perspective
Therapy;TPT)를 제안한 바 있다. 시간관점 치료는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을 과
거 긍정적 시간관점으로 전환시키고,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과 현재 운명적 시간
관점을 선택적인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으로 전화시키며,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시간관점이 변화 가능한 요소임을 나타내
며, 또한 시간관점에 대한 개입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Boniwell, Osin와 Sircova(2014)는 시간관점 코칭(Time Perspective Coaching)
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코치가 지니고 있는 시간관점에 따른 효과적인 코
칭 방법 및 개입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과거 부정적 시간관점과 과거 긍정적 시
간관점에는 긍정적인 포트폴리오와 후회스러운 과거에 대한 재조명 혹은 긍정적
인 기억 회상의 강화와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현재 운명적 시간관점의
경우에는 수동적 활동 줄이기나 동기부여와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쾌락적 시간관점의 경우, 감소시켜야 할 경우와 증가시켜야 할 경우로 구분
하여 제안하고 있으며, 각각 목표 설정 혹은 현재를 만끽하기와 같은 방법을 제
안하고 있다. 끝으로 미래 지향적 시간관점을 지니고 있는 경우엔 목표를 명확하
게 하거나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걱정 줄이기와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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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각 시간관점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한 보완 및 강화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시간관점에 대한 상담이나 코칭 지원
과 같은 개입을 통해 올바른 시간관점을 조성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는 업무
효율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상사의 코칭리더십이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잠재력을 이
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윤미 등(2009)의 연구에서와 같이 기업 구성원
의 코칭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코칭 행동
을 상사가 잘 발휘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해 경험적으로 확인하
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기업 내 상사들은 부하 직원에게 긍정적으로 다가
가고, 상사의 코칭리더십을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조직에서
는 인적 자원 개발의 측면으로써 상사에게 코칭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코칭 행동을 익히도록 하는 것을 통해 조직 내 긍정적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 과제
본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5개 시간관점에 대해 함께 살
펴보았으나, 개별적인 검증에 그쳤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Zimbardo(2008)는 5개
시간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건강한 시간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시간관점 개별의 효과성에서 나아가 시간관점의 조화가
어떠한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변인을 단일요인 수준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위 요
인 간의 차별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았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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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반영하여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겠다.
셋째, 시간관점의 조직 내 효과성에 있어서 하나의 종속변인에 대해서만 연구
를 진행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이어 향후에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시간관점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상 환경과 직장 환경에서의 시간관점이 동일한가에 관한 추가적인 연
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 환경에서의 시간관점을 가지고, 조직 내 효
과성을 살펴보았다.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시간관점과 조직 내 활동에 있어
서 가지고 있는 시간관점이 다르게 구성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직장 환경에 대해
별도의 시간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시간관점과 상사의 코칭리더십 변화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해 볼 필요
가 있다. 시간관점과 코칭리더십 모두 변화 및 습득 가능한 특성이며, 이에 대한
변화 개입이 조직 내 효과성을 갖는가에 대한 종단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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