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선, 이동식

20

Vol. 29, No. 1, Mar. 2021

https://doi.org/10.12985/ksaa.2021.29.1.020

Original Article

ISSN 1225-9705(print) ISSN 2466-1791(online)

조절초점과 적응수행의 관계에서 조직유효성의 영향
- 조직몰입의 조절효과 유병선*, 이동식**

The Relationship between Flight Crew’s Regulatory Focus
and Adaptive Performance
-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a Moderator Byeong-Seon Yoo*, Dong-sik Lee**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regulatory focus on adaptative performance for pilots and
co-pilots engaged in domestic civil airlines, and verified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focus on adaptative performance. For
study, the scale developed by Lockwood Penelope and others validated and developed to
measure the regulatory focus was adapted to suit the aviation scene and examined through
this. As a result of the study, among the sub-variables of the regulatory focus scale, the
promotion focu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the adaptative performance. and derived that the prevention focu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adaptative performance. In order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ory focus and adaptative performance,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after controlling the rank, background, and career. Organizational commitmen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of adaptative performance.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prevention focus and
adaptative performanc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when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high.
Key Words : Regulatory Focus(조절초점), Promotion Focus(향상초점), Prevention Focus(예방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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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공학적 첨단 기술과 함께 시스템이 다중적이고
자동화 구조로 구성된 현대의 민간 항공기는 조종실
환경이 더욱더 복잡해짐에 따라, 항공기를 운용하는 민
간항공 조종사는 더욱 유기적이며 분업과 협업이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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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환경에 놓여 있다(Lee, Kim,

tory focus theory)이 주목을 받고 있다. 조절초점 이

and Sohn, 2017). 부연하면, 현대의 민간 항공기는

론은 이전에 그에 의해 제안되었던 자기 불일치 이론

시스템과 자동화 기능이 급속히 향상되어 항공기에 대

(self-discrepancy theory)을 개선한 것이다. 그는 인

한 운용능력(operating skill)뿐만 아니라, 관리능력

간이 어떤 대상에 대한 갈망이나 상황에 대한 행동결

(management skill)에 따라 조종사의 업무성과가 달

과로 나타나는 결과를 얻거나 얻지 못하는 조건, 잃거

라지게 되었다(Moon and Kim, 2001). 이러한 운용

나 잃지 않는 조건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향상이나

능력과 관리능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민간항공사

예방이라는 자기조절의 초점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

에는 승무원자원관리(crew resource management:

은 사람의 동기, 정서 및 행동전략에 영향을 준다고 주

CRM) 형태의 적응수행(adaptive performance) 기법

장하였다.

을 도입하여 조종사교육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전 세계

이와 같은 조절초점 이론은 기쁨과 고통을 조절하는

민간항공사에서는 조종기술(technical skills)과 CRM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이라는 두 가지 양상을 기본 전제

수행(non-technical skills)을 동일한 비중으로 혹은

로 한다. 기쁨과 고통을 조절하게 되는 이 같은 두 부

CRM 수행을 더 강조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류의 상이한 양상은 사람의 감정, 사고, 그리고 행동에

(Lee, Kim, and Sohn, 2017). 따라서 민간 항공분야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또한 전략적 동기에 상당한 영

에서 강조되고 있는 CRM과 유사한 개념을 갖는 산업

향을 미칠 수 있다.

심리분야의 적응수행을 항공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시행

Higgins(1999)의 자기 조절초점 이론(self-regula-

하기 위해 민간항공 조종사 개인의 심리적 측면과 적

tory focus theory)에 의하면, 원초적 생존과 사회적

응수행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안전추구처럼 기본적으로 다른 갈망이 작동한다는 기

기대한다.

쁨의 원리를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생존과 관련된 조
절은 향상초점과 관련이 있는 데 반해, 안전과 관련된
조절은 예방초점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한다.

1.1 연구목적
지난 수십 년 동안 민간 항공분야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기술적 향상과 인적요인 개선을 통하여 1,000,000
비행편 당 항공기 전손사고가 0.32건으로 높은 안전성
을 확보하게 되었다(IATA, 2016). 그러나 전 세계의
민간항공 운항 횟수와 대비하여 사고에 대한 비율은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항공안전 분야에 대
한 보다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요구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항공 조종사들의 동기와
정서를 나타내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조절초점 특성이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갈망과 성취를 얻을 수 있는 향상초점이나 책임과 안
전이 보장될 수 있는 예방초점에 동기화된다. 이때 원
하는 목표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에 있어서 조절
초점은 각각에 접근전략이나 회피전략 선호를 자극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향상초점은 긍정적인 결과물에
연관되고 접근전략이 선호되며, 예방초점은 부정적인
결과물에 연관되기 때문에 회피전략을 선호한다.

2.2 적응수행(Adaptive Performance)

민간항공 조종사들의 업무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적응수행의 구성개념은 Allworth와 Hesketh에 의

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조절초점과 적응수행의

해 최초로 논의되었으며(Allworth and Hesketh,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조직유효성이 조절하는지를 확

1999), Borman and Motowildo(1997)의 ‘과업수행

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적응수행을 할 수

및 맥락수행’ 이론을 확장시켜 이 두 개념과 명확히 구

있는 조종사 훈련의 지침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별되는 ‘적응수행’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적응수행의
개념적 정의에 대해 Allworth와 Hesketh는 변화하는

Ⅱ. 이론적 배경

직무환경의 요구에 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변화를 극복
하고 이를 통해 학습하는 능력이라고 하였고, Mumford

2.1 조절초점(Regulatory Focus)

등(1993)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새
로운 과제를 처리하도록 학습을 통하여 새로운 틀을 만

인간의 동기와 정서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적용하
는 이론으로 Higgins(2000)의 조절초점 이론(regula-

들어내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Mumford, M.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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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akos 등(2000)은 학습과의 관련성을 상대적으
로 줄이면서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조직 관련
변수들 즉, 신기술 · 새로운 문화 · 새로운 동료와 팀 ·
생소하고 설명이 불분명한 문제 · 물리적 난관 등을 폭
넓게 아우르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 적절히 대
응하는 행동과 능력(Pulakos, E. D. et al., 2000)이
라고 적응수행의 개념을 보다 더 확대하였다.
적응수행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표현상에 부분적 차

Fig. 1. Research model

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발생
하는 변화와 불확실한 상황을 해석하고, 이 같은 상황

고통을 조절하는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이라는 두 가지

에 대하여 적절하게 적응하는 행동, 능력이나 속성 등

양상을 기본 전제로 한다. 기쁨과 고통을 조절하게 되

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는 이 같은 두 부류의 상이한 양상은 사람의 감정, 사
고, 그리고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또한 전략적

2.3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감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
의되는 조직몰입은 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일체감과 소
속감, 애착을 느끼는 감정을 말하며, 그 속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연구되고 있다. 조직몰입의 하위변인
에 대한 구성요소로는 Meyer and Allen(1991)의 정
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지속적 몰입 세 가지 변인이
주요 요소로 연구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동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조절초점과 조직문화의 관계 연구에서 방은주
(2009), 오홍석과 하정희(2010)는 향상초점 문화와 예
방초점 문화가 구성원의 조직몰입 및 직무수행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구성원이 자신의 조절초점 전략
에 합치되는 정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의
조절초점에 합치되는 전략에 동기화됨으로써 직무수행
이 향상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 세 가지 하위변인 중에 정서적 몰

적응수행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변화

입으로 한정하여 조직몰입을 분석하였다. 이 같은 이유

와 불확실한 상황을 해석하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하여

는 개인적인 손익 관계에 입각하는 지속적 몰입보다

적절하게 적응하는 행동, 능력이나 속성 등을 포함하는

조직에 대한 일체감과 애착을 느끼는 정서적 몰입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Allworth, E. and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변화와 불확실한 상

Hesketh, B., 1999; Mumford, M. D., et al., 1993).

황을 해석하고, 이 같은 상황에 대하여 적절하게 적응

이러한 적응수행은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구

하는 행동, 능력이나 속성 등을 나타내는 적응수행과

성원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 불확실성을 감

연관되는 요인으로 판단되어 정서적 몰입으로 한정하

내하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행동을 요구한다(Burke, C.,

였다.

Pierce, L., and Salas, E., 2006; Hesketh, B. and
Neal, A., 1999; Ilgen, D. R. and Pulakos, E.,

Ⅲ. 연구가설
3.1 조절초점과 적응수행
본 연구는 민간항공에 종사하는 조종사를 대상으로

1999). 또한, 조직 내에서 높은 수준의 적응행동을 보이
는 구성원들은 업무성과, 근무태도,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 등에서도 탁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iessen,
C., Swarowsky, C., and Leiz, M., 2010; Pulakos,
E. D. et al., 2000).

조절초점이 적응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서, 정서와 사고, 행동에 영향을 주고 전략적 동

대한 조직몰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

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조절초점은 불확실한 상황을

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적응하는 능력인 적

결과에서 제안된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바탕으로 본

응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이에

연구의 모형을 Fig. 1과 같이 구성하였다.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인간의 동기와 정서를 설명하는 Higgins(2000)의
조절초점 이론(regulatory focus theory)은 기쁨과

H1: 조절초점은 적응수행에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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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초점의 하위변인 중 향상초점은 진보, 성장 그

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에서 과제수행을 적극적으로

리고 성취와 관련된다. 이와 같은 향상초점은 향상의

처리하게 되고, 예방초점이 높은 사람에게 과제가 부여

목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상과 희망, 성취와 같은 긍

되면 바라는 바를 잃지 않고 지키려는 생각에서 과제

정적인 결과에 조절초점을 두고 얻음(gain)에 접근하

수행을 소극적으로 처리하게 된다고 주장한 것에 반해,

려는 자기조절 유형이다.

오홍석과 하정희(2010)는 향상초점 자체는 직무수행

Crewe and Higgins의 연구에서는 향상초점이 높

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업무 동기와 자기 효능

은 사람들이 예방초점이 높은 사람들보다 난이도가 높

감을 매개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준다고 제안한 바 있

은 과제에서 더 높은 수행을 보인다고 하였고(Crowe,

다. 또한, 방은주(2009)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 대

E. and Higgins, E., 1997), 하형란과 강혜자(2012)

한 연구 결과에서도 향상초점의 조직 문화가 상대적으

의 연구에서도 향상초점인 사람들이 보다 도전적 분위

로 높게 나타날수록 조직몰입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

기에서 업무동기가 극대화되고 과업수행이 증가된다고

에서 볼 때, 조절초점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 조직

하였다.

효과성 변인과도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둔 향상초점은 불확

된다. 이와 같이 조직몰입이 직무 특성, 조직적 지원

실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적응하

등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높아지면 목표 달성

는 능력인 적응수행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에 있다고

노력을 높이게 되고, 결근율, 이직의도와 같은 부정적

가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결과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제안되고 있다

하였다.

(Mathieu, J. E. and Zajac, D. M., 1990; Meyer, J.
P., et al., 2002; Oʼ Reilly and Chatman, C. J.,

H1-1. 향상초점은 적응수행에 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1986). Allen and Meyer의 연구에서도 조직몰입 수
준이 높을수록 성과 달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Allen,
N. and Meyer, J., 1990), 유태용 등(2002)의 연구에

조절초점의 하위변인 중 예방초점은 보호, 안전 그

서도 구성원의 조직몰입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

리고 책임과 관련된다. 이와 같은 예방초점은 예방의

와 호의적인 행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Yoo, Kim, and

목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책임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

Hyun, 2002).

도록 하기 위해 개인이 잃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따라서, 정서와 사고,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회피하는데 초점을 두고, 고통을 미리 막아서 손실

조절초점과 불확실한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히 적응하

(loss)을 회피하려는 자기조절 유형이다.

는 능력인 적응수행의 관계에 조직몰입이 영향을 줄

따라서 부정적인 결과와 손실 회피에 초점을 둔 예
방초점은 불확실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게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적절히 적응하는 능력인 적응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조직몰입은 조절초점과 적응수행의 관계를 조
절할 것이다.
H2-1: 조직몰입은 향상초점과 적응수행의 관계를

H1-2. 예방초점은 적응수행에 부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조절할 것이다.
H2-2: 조직몰입은 예방초점과 적응수행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2 조직몰입의 조절효과

Ⅳ. 연구결과

선행 연구에서 조절초점은 사람의 동기, 정서 및 행
동전략에 영향을 준다고 제안되어 성취과제, 창의성,
정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나,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

4.1 연구대상

효과성을 나타내는 변인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본 연구는 국내 A항공사의 기장과 부기장 326명을

선행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Higgins(1999)는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

향상초점이 높은 사람에게 과제가 부여되면 바라는 바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직급은 기장 137명, 부기장

유병선,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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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경력은 평균 9.7년으로

여 측정하였다. 김진희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나타났다.

.885 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표
본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되어진 척도의 내적 일

4.2 측정도구
4.2.1 조절초점
조절초점은 Lockwood, P., Christian, H., and
Ziva, K.(2002)가 개발하여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을 측
정하는 조절초점 척도를 본 연구와 부합하게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향상척도(10문항)와 예방척도(9
문항)의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1이었다.

4.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SPSS 24.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료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진
행하였고, 둘째, 구성개념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적용한 신뢰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절초점 척도 하위요인 중, 향상초

셋째,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조절초점의 하위변

점 7문항(‘나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한다’ 등), 예방

인과 적응수행의 관계와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초점 8문항(‘나는 대체로 새로운 일에 대해 시도하려고

넷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조절초점의 하위

하지 않는다’ 등)의 총 1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변인과 적응수행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효과를 분석

의 표본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척도 하위요인

하였다.

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향상초점
요인은 .792, 예방초점 요인은 .735이었다.
4.2.2 적응수행

4.4 연구결과
4.4.1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적응수행 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Charbonnier-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

Voirin 등(2010)이 제안한 적응수행 측정도구를 활용

하였다. 분석결과, 적응수행은 직급(r = -.18, p<.01),

하였다(Charbonnier-Voirin, A., Akremi, A., and

예방초점(r = -.20, p<.01) 변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Vandenberghe, C., 2010). Pulakos 등(2000)이 적

하게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경력(r = .17, p<.01),

응수행 측정을 위해 8가지 차원의 요인으로 구성된 총

향상초점(r = .54, p<.01), 조직몰입(r = .37, p<.01)과

36문항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Pulakos, E. D.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et al., 2000), Charbonnier-Voirin 등(2010)은 이

반면에, 적응수행과 출신(r = -.04, p = .46)은 통계

에 대한 타당성 등을 다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5가지
하위차원의 요인으로 구성된 총 19개 항목의 적응수행
측정 도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harbonnier-Voirin 등의 19개 문
항을 번안하여 척도타당성분석 후 1개 문항을 제외하고
18개 문항을 적용한 김병호(2014)의 번안척도를 인용
하였으며(Kim, 2014), 김병호의 연구에서 Cronbach’s

Table 1.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mean, standard deviation
변인

M(SD)

1. 직급 1.58( .50)

1

2

2. 출신 1.37( .49) .37**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되어진 척도의 내적 일관성

4. 향상
3.62( .46) .06
초점

본 연구에서는 Meyer and Allen(1991)의 연구에
서 사용되었던 조직몰입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정서적

5

6

7

-

3. 경력 9.67(7.18) -.84** -.37**

4.2.3 조직몰입

4

-

α = .91의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표본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07이었다.

3

-

.12* -.09

-

5. 예방
3.05( .49) -.03 -.02 .03 -.10
초점
6. 조직
3.34( .74) .11
몰입

.14** -.13*

-

.34** -.14*

-

몰입에 대한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정서적 몰입 5개의

7. 적응
3.62( .43) -.18** -.04 .17** .54** -.20** .37**
수행

설문문항을 활용한 김진희(2011)의 번안척도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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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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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적응수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

직급과 출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으로 나타났다(∆R 2 = .363, p<.001).

.37, p<.01)을 보였으며, 직급과 경력(r = -.84, p<.01),

한편,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해 회귀분

출신과 경력(r = -.37,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석 시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향상초점과 출신(r = .12,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VIF가 10 이상일 경우 다중공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

선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분석결과, 향상초점은 1.143,

였다.

예방초점은 1.023, 조직몰입은 1.165로 분석되어 다

조절초점과 적응수행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조직몰입과 출신(r = .14, p<.01),

중공선성이 우려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가설 H1은 지지됨을 알 수 있다.

조직몰입과 향상초점(r = .34, p<.01) 상관은 정적으로

하위요인별로 보면, 향상초점은 적응수행에 통계적으

유의미하였고, 조직몰입과 경력(r = -.13, p<.05), 조

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β = .52, p<.001)을 주었다. 이

직몰입과 예방초점(r = -.14, p<.05)상관은 부적으로

에 따라 가설 H1-1은 지지되었다. 예방초점은 적응수행

유의미하였으며, 직급(r = .11, p = .057)과 상관은 통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β = -.14, p<.001)을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주었으며, 이에 따라 가설 H1-2는 지지됨을 알 수 있다.

4.4.2 적응수행에 대한 조절초점의 영향

4.4.3 조절초점과 적응수행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조
절효과

적응수행에 대한 조절초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직급, 출신, 경력을 통제변인으로 하고, 향상초점과 예

적응수행에 대한 조절초점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방초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통

하였다. Table 2에서 제시한 분석결과와 같이 1단계에

제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서

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적응수행에 대해 통계적으

제시한 분석결과와 같이 향상초점과 적응수행의 관계

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 2 = .035,

에서 조직몰입의 조절효과(β = .06, p = .22) 없이 향상

p<.01).

초점의 주 효과(β = .46, p<.001)만을 보였다. 이에 따

2단계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조절초
점 하위요인과 적응수행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조절초
Table 2. Regression analysis for relationship
between flight crew’s regulatory focus
and adaptive performance
단계

적응수행

R2

β

라 가설 H2-1은 기각되었다.
예방초점과 적응수행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은 Table 4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flight crew’s promotion focus and adaptive perform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a moderator

∆R 2

단계

**

1단계

.035
직급

-.11

출신

.03

경력

.005

적응수행
β

2단계

.372

***

.363

직급

-.11

출신

.03

경력

.005

직급

-.07

2단계

출신

-.02

향상초점

.46***

경력

.01

조직몰입

.14***

향상초점

.52***

예방초점

***

-.14

* p<.05, ** p<.01, *** p<.001.

∆R 2

.035*

1단계

***

R2

3단계
향상초점×조직몰입

.06

* p<.05, ** p<.01, *** p<.001.

.396***

.361***

.399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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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onship between flight crew’s prevention focus and adaptive perform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as a moderator
단계

R2

∆R 2

.035*

1단계
직급

-.11

출신

.03

경력

.005

2단계
예방초점
조직몰입

b

SE

t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저
-.0603 .0602 -1.001 -.1788 .0582
조직 (-0.7422)
몰입
고
-3.072*
-.1398 .0455 *
-.2293 -.0503
(+0.7422)
* p<.05, ** p<.01.

.211***

.176***

.222*

.011*

**

-.14

.22***

3단계
예방초점×조직몰입

Table 5. Simple slope verifica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수준

적응수행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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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p<.05, ** p<.01, *** p<.001.

에서 제시한 분석결과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
절효과(β = -.12, p<.05)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가
설 H2-2는 지지되었고, 가설 H2는 부분적으로 지지
되었다.
예방초점과 조직몰입의 상호작용효과는 단순 기울기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효과가

Fig. 2. Interaction effect of prevention focu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절변수의 수준(±1SD )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
나는지 확인하였으며(Aiken, L., West, S., and Reno,

부정적인 결과물에 초점을 두고 회피전략을 선호하기

R., 1991), 그 결과를 Table 5와 Fig. 2에 제시하였

때문에 직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다. 단순 기울기 검증에는 Hayes가 제안한 PROCESS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민간항공 조종사의 적응수행에

macro의 model number 1을 활용하였다(Hayes, A.

대한 조절초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Lockwood P.

F., 2013).

등(2002)이 개발한 조절초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연구

Table 5의 조직몰입의 수준에 따른 단순기울기 검

결과 민간항공조종사의 조절초점 특성이 적응수행에

증을 보면, 조직몰입이 높을 때 예방초점과 적응수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조

났다. 구체적으로 향상초점은 적응수행에 통계적으로

직몰입이 낮을 때는 예방초점이 적응수행에 미치는 영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고, 예방초점은 적응수행에 통

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ig. 2의 상호작용 그래프를 살펴보면, 조직몰입이
높을 때, 예방초점과 적응수행이 부적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조직몰입이 높을 때 예방초
점과 적응수행의 부적관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논의

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상초점이 높은 사람은 예방초점이
높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직무에서 더 높은
수행을 보이고, 예방초점인 사람에 비해 도전적 분위기
속에서 직무에 대한 동기가 극대화되고 과업수행이 증
가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적응수행에 대한 조절초점의 관계에서 조
직몰입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Higgins(1999)는 향상초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을 실시한 결과, 향상초점은 상호작용효과 없이 주 효

결과물에 초점을 두고 접근전략을 선호함에 따라 직무

과만을 보였고, 예방초점과 적응수행의 관계에서 조직

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예방초점이 높은 사람은

몰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조절효과를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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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이 높을 때 예방초점과 적응수행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부적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조직몰입이 낮을 때

5.1 요약 및 결론

는 예방초점이 적응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조직몰입이 높을 때 예

본 연구는 국내 민간항공사에 종사하는 조종사를 대

방초점과 적응수행의 부적 관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

상으로 개인의 조절초점 특성이 적응수행에 미치는 영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직몰입이 직무의 특성과

향을 확인하고, 조절초점이 적응수행에 미치는 과정에

조직의 지원 등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조직

서 조직몰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조절

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성과 달성도가 높다고 제안한

초점 척도의 하위변인 중, 향상초점은 적응수행에 통계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고, 예방초점은 적응

민간항공 분야에서 항공기 조종이라는 직무를 수행
하는 운항승무원들은 비행 중 실시간으로 조우하는 예

수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측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즉각적인 판단과

조절초점과 적응수행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조절효

행동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직무수

과를 살펴본 결과, 향상초점은 상호작용효과 없이 주

행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적응수행에서 정의하고

효과만을 보였고, 예방초점과 적응수행의 관계에서 조

있는 하위변인들과 대부분 일치하는 직무수행을 보이

직몰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조절효과를 나타

고 있다. 이러한 운항승무원들이 안전운항이라는 직무

내었다. 또한 예방초점과 조직몰입의 상호작용효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일반 산

조직몰입이 높을 때 예방초점과 적응수행의 부적 관계

업장면의 직무수행자들보다는 정의되지 않고 절차화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

되지 않은 상황에 노출될 기회가 빈번하다. 따라서 운

며, 조직몰입이 낮을 때는 예방초점이 적응수행에 미치

항승무원들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조종기술을 바탕

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으로 매 순간 조우하는 상황에 대하여 건전하고 합리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적인 판단과 행동을 통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달성하
여야 한다.

첫째,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둔 향상초점은 불확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운항승무원이 보유

실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게 적절

한 개인적 특성인 조절초점은 적응수행에 영향을 주고

히 적응하는 능력인 적응수행에 정적인 영향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향상초점은 적응수행

을 준다는 겻을 확인하였다.

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예방초점은 적응

둘째, 부정적인 결과와 손실 회피에 초점을 둔 예방

수행에 통계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시 말해

초점은 불확실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서, 향상초점의 특성이 높은 운항승무원들은 적응수행

부합하게 적절히 적응하는 능력인 적응수행에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의 향상초점 특성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적용되어야 하며,

셋째, 적응수행에 대한 조절초점의 관계에서 조직몰

예방초점 특성이 높은 운항승무원들은 적응수행 능력

입의 조절효과는 조직몰입이 높을 때 예방초

을 높이기 위해 예방초점 특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교

점과 적응수행의 부적관계가 감소되는 것으로

육훈련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예방초점과

나타났다.

적응수행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직몰입의 효과에서 나
타나듯이 운항승무원들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조
직유효성 등의 외부 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항공기의 안전운항이라는 직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항승무원 개인의 자질 특성이 중요하지만, 외부적 환
경요인도 반드시 고려하고 반영하여 관리가 이루어질
때, 비로써 요구되는 안전운항을 유효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5.2 실용적 함의 및 한계
본 연구가 갖는 실무적 시사점과 추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 수행의 인지전략 선택을 예측하는 조절
초점 변인을 민간항공 장면에 적용하여 민간항공조종
사 개인수준의 조절초점과 적응수행의 관계를 고찰하
였다.

유병선,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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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fit”, American Psychologist, 55(11), 2000,
pp. 1214-1230.

조종사들의 조직몰입도가 높으면 적응수행이 증가되었

6. Higgins, E. T., “Promotion and Prevention as

다. 이는 예방초점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조종사들의

a Motivational Duality. Dual Process Theories

적응수행 능력을 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조절변인이

in Social Psychology”, Guilford Press, New

있음을 시사하며, 다양한 조절변인 검증을 진행하는 후

York, 1999, pp. 503-525.

속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조절초점과 적응수행의 관계에

7. Allworth, E., Hesketh, B., “Construct-oriented
biodata:

Capturing

change

related

and

서 조직 유효성의 심리적 지표인 조직몰입만을 적용하

contextully relevant future performance”,

였다. 그러나 조직 유효성에 대한 지표는 경제적 지표,

International

관리적 지표 등이 포함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 같
은 가시적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유효성을 함께 고찰하

Journal

of

Selection

and

Assessment, 7, 1999, pp. 97-111.
8. Borman, W. C. and Motowildo, S. J., “Task
Performance and contextual performance: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The meaning for personnel research”, Human

후

기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항공인력-2020(한국형 MPL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방안 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Performance, 10, 1997, pp. 99-109.
9. Mumford, M. D., Baughman, W. A., Threlfall,
K. V., Uhlman, C. E., and Costanza, D. P.,
“Personality, adaptability, and performance:
Performance on well-defined and ill-defined
problem solving tasks”, Huma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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