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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과 최고경영자의 변혁적리더십,

조직 및개인학습지향성의 인과적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년

공 혜 란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과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

십, 조직 및 개인 학습지향성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

및 개인 학습지향성의 인과 모형을 설정하고, 변인 간 인과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 검증한

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 및 개인

학습지향성의 영향 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과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에서 조직 학습지향성이 나타내는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넷째, 대기업 사무

직 종사자의 혁신행동과조직학습지향성의관계에서개인학습지향성이나타내는매개효과를검증

한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종사자 전체이며,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지정한 1,000대 기업 종사자를 유의표집을 활용하여 50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혁

신행동,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 학습지향성, 개인 학습지향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2년 9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이루어졌고 총 5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

었으며 19개의 기업에서 총 407개의 자료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 응답, 중복응답, 미응답

및 이상치 등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353개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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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S 20.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와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고,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과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 학습지향성, 개인 학습지향성에 관한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변

인 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조직 학습지향성(

=0.514), 개인 학습지향성(=0.407)은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변혁적

리더십의 혁신행동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종

사자의 혁신행동과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에서 조직 학습지향성은 유의미한 매개

효과가 있었다.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학습지향성을 매개로 하였을 때 혁신행동

에 0.467의 간접효과를 가졌고, 그 결과 0.421의 총효과가 있었다. 넷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

의 혁신행동과 조직 학습지향성의 관계에서 개인 학습지향성은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조직 학습지향성은 개인 학습지향성을 매개로 하였을 때 혁신행동에 0.217의 간접효과가 있었

고, 그 결과 0.731의 총효과가 있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혁신행동과 관련 변인간의 인과관

계 모형은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한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조직 학습지향

성, 개인 학습지향성은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

십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최고경영자의 변

혁적 리더십은 조직 학습지향성을 매개하여 혁신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 학습지향성은 개인 학습지향성을 매개하여 혁신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와 현장의 수행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 설정에 있어 연구 대상을 더욱 세분화하여 집단 간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

분하여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 대상 설정에 있어 중소규모의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

십이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고경영자와

조직 구성원이 대응할 기회가 많아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개인의 혁신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조직 차원에서 혁신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학습장려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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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조직 관리자는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교육을 통해 변인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인과 조직 개발의 차원에서 조직 문화를 관리

해야 하는 변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개인 학습지향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

에게 업무를 통해 늘 학습하고 배우려는 태도와 그 중요성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으

며, 조직 학습지향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발 차원에서 적절한 개입을 통해 조직 내

학습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혁신행동,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 학습지향성, 개인 학습지향성,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

학 번: 2011-21194





- v -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 가설·············································································································· 4

4. 용어의 정의··········································································································· 6

5. 연구의 제한··········································································································· 7

II. 이론적 배경 ························································································· 9

1. 혁신행동················································································································ 9

2. 변혁적 리더십······································································································ 21

3. 학습지향성··········································································································· 26

4. 혁신행동과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 및 개인 학습지향성의 관계············· 34

III. 연구 방법 ·························································································· 43

1. 연구모형·············································································································· 43

2. 연구대상·············································································································· 44

3. 조사도구·············································································································· 45

4. 자료의 수집·········································································································· 52

5. 자료의 분석·········································································································· 52



- vi -

IV. 연구결과 ··························································································· 55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5

2.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및 정규성 검증···························································· 57

3.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분석 및 모형 수정······························································ 61

4. 혁신행동과최고경영자의변혁적리더십, 조직학습지향성, 개인학습지향성간의영향관계··· 68

5. 혁신행동과 관련 변인의 관계에서 조직 및 개인 학습지향성의 매개효과················· 70

6.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72

V. 요약, 결론 및 제언 ············································································ 75

1. 요약····················································································································· 75

2. 결론····················································································································· 77

3. 제언····················································································································· 78

참고문헌 ··········································································································· 81

부록 ·················································································································· 97

Abstract



- vii -

표 차 례

<표 Ⅱ-1> 혁신행동의 정의 ························································································· 16

<표 Ⅱ-2> 혁신행동의 하위요인···················································································· 17

<표 Ⅱ-3> Kleysen & Street(2001)의 혁신행동 5가지 차원의 세부 내용························· 18

<표 Ⅱ-4> 혁신행동 측정도구를 활용한 선행연구 ························································· 19

<표 Ⅱ-5> Janssen(2000) 측정도구의 하위영역 및 주요 내용 ········································ 20

<표 Ⅱ-6>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 22

<표 Ⅱ-7>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인··········································································· 23

<표 Ⅱ-8> 조직 학습지향성의 하위요인········································································· 29

<표 Ⅱ-9> 조직 학습지향성 측정도구 ··········································································· 30

<표 Ⅱ-10> 개인 학습지향성 측정도구 ········································································· 33

<표 Ⅱ-11> 혁신행동의 선행요인 ················································································· 36

<표 Ⅲ-1> 조사도구의 구성··························································································· 45

<표 Ⅲ-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46

<표 Ⅲ-3>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7

<표 Ⅲ-4> 혁신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49

<표 Ⅲ-5> 변혁적 리더십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50

<표 Ⅲ-6> 조직 학습지향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51

<표 Ⅲ-7> 개인 학습지향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51

<표 Ⅲ-8> 연구가설에 따른 자료 분석 방법··································································· 53



- viii -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6

<표 Ⅳ-2>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57

<표 Ⅳ-3> 관찰변인의 정규성 검증··············································································· 59

<표 Ⅳ-4>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검증········································································· 60

<표 Ⅳ-5>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62

<표 Ⅳ-6> 오차항간의 M.I. 및 Par Change의 값 ··························································· 65

<표 Ⅳ-7> 가설적 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66

<표 Ⅳ-8> 혁신행동과 관련 변인간의 영향관계······························································ 68

<표 Ⅳ-9> 최종 구조모형 내 변혁적 리더십과 혁신행동 관계에 있어 매개효과 ············· 70

<표 Ⅳ-10> 최종 구조모형 내 조직 학습지향성과 혁신행동 관계에 있어 매개효과 ········ 71



- ix -

그 림 차 례

[그림 Ⅲ-1] 연구모형 ···································································································· 43

[그림 Ⅲ-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8

[그림 Ⅳ-1] 가설적 모형의 검증 결과············································································· 63

[그림 Ⅳ-2] 최종 구조모형 ···························································································· 67





- 1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기술 및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세계화와 정보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

으며 기업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급변하는 조직 환경에서

기업이 경쟁 우위를 달성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적인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

며, 그 중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학자들과 경영자들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조직의 핵심역량으로 창의성과 혁신을 지적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조왕옥, 2010). 기업의 구성원들이 기존의 업

무수행 방식을 고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롭고 유용한 제품이나 아이디어, 경영절차를

활발하게 제시하고 조직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행할 때, 그 조직은 그렇지 않

은 조직보다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화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Woodman, Sawyer, &

Griffin, 1993). 따라서 어떻게 하면 조직 구성원들이 혁신적인 사고 및 혁신행동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기업의 핵심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학자들도 혁신행동이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으며(Ambile, 1988), 국내․외

기업에서도 조직 구성원의 혁신적인 업무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움직임에 맞

추어 갖가지 이름의 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조직이 경쟁우위를 갖기 위한 혁신행동의 시작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에서 출

발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환경을 인지하고 해석하고 조직화하는 개인의 지각에서 비롯

된다. 즉, 조직 구성원은 혁신행동의 진정한 주체이며 조직혁신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백영미, 1999). 따라서 조직 구성원 개인의 혁신행동에 대해 관

심을 두고 이를 촉진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구명이 필요하다.

혁신행동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이 아닌 비공식적이며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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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외 행동임을 고려할 때(Katz & Kahn, 1978),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이해

하고 그 선행요인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혁신행

동은 크게 개인의 특성, 과업특성, 조직문화 및 구조, 리더 및 동료와의 관계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해결안을 찾기 위한 인지적인 노력

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해결안을 도출한 후에 조직이라는 맥락에서 해결안이 실천으로 옮겨지

기 위해서는 물질적 및 심리적인 조직의 지원과 혁신적인 행동의 실천이 가능하도록 이에 전

력할 수 있는 여력이 요구된다. Levin과 Mowery(1985)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어떤 행동

은 사람과 환경의 함수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혁신행동은 사람과

환경의 영향에 따른 결과변인이라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개인 혁신행동의 실천은 그 개인

이 속한 환경 및 조직의 특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

및 환경 변인이 혁신과의 관계를 억제․감소시키거나 촉진․강화하는 연구들이 수행되

고 있으며, 외재적 보상체계, 직무설계, 조직문화, 혁신자체의 속성 요인들이 여기에 해

당되고 있다(Glynn, 1996). 또한, 혁신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리더십, 조직공정성,

조직지원인식 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손명철

(2011)의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이 혁신행동을 보이기 어려운 이유로 관료주의 문화, 성과지

향적인 문화, 창의성이 있는 구성원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혁신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하는

여건 부족(문서작성 부담, 발표와 실행, 보상과 지원은 없음), 창의적인 구성원들을 인정하고

후원하는 제도적 장치나 조직문화의 부재,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창출, 습득, 전파, 공유하며,

저장하고 활용하는 과정이나 학습시스템의 부재,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비지속성, 비체계

성, 비공식성 등을 꼽았다. 이처럼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혁신행동에

대한 보상, 조직지원 인식 등과 함께 조직 내 학습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새로

운 지식에 대한 창출, 습득, 공유, 저장은 조직 구성원의 학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개인

의 혁신행동을 유발하는데 더욱 큰 자극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

로그램은 비지속적이며 비공식적인 경우가 많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지속적인 혁신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학습가치 자체가

개인 및 조직 내 내재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직 내 학습가치가 어떻게 조직 구

성원의 혁신행동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학습현상과 상황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황요인으로 환경, 리더십,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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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변수들이 학습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조직의 학습중시 문화 및

가치의 형성은 그 조직의 리더의 신념과 리더십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조

직의 학습지향적 문화를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칠 리더십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급변하는 조직 환경 속에서 조직의 생존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변화를 유발할 수 있

는 리더의 능력에 초점을 주는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철환, 2010), 변

혁적 리더십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리더가 조직의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극하며, 동기를 부여할 때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

고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가치나 신념에 따

라 조직의 문화와 개인의 행동방식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연구자가 실시한 인

터뷰 결과, 국내 대기업 C계열사의 최고경영자가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소속 직원

들이 인문학 강의를 정기적으로 수강하였고, 최고경영자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외국

어 습득을 중요시하면서 소속 직원들이 외국어 학습을 지속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

라서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고 헌신적으로 참여하며, 구성원이 더 많은 것

을 배울 수 있도록 권장하고 학습 환경을 제공할 때 조직은 학습지향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혁신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조직 구성원

개인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개인의

지적영역을 자극하여 혁신행동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학습을 중요시하는 조직의 문화는 그 조

직에 속한 개인의 학습지향성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이는 혁신행동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조

직의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혁신행동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으로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조직차원

의 요인으로 조직 내 보상 공정성, 조직지원 인식, 상사와 부하관계를 변인으로 설정하

여 혁신행동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학습을 통해 혁신행동을 촉진시키

고자 하는 접근은 미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 조직 중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들의 혁신행동을 유발하는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및 개인 학습지향성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구명해보고자 한다.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에서 기인한 조직의 내부 문화 변인인 조직 학습지향성과 개인 학습지향성이 혁

신행동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구명한다면 조직 내 학습

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혁신행동을 관리하는 실무자에게 의미있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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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과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 및

개인 학습지향성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 및 개인 학

습지향성의 인과 모형을 설정하고, 변인 간 인과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 검증한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 및 개인

학습지향성의 영향 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과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에서 조직 학습

지향성이 나타내는매개효과를검증한다.

넷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과조직학습지향성의관계에서개인학습지향성이나타

내는매개효과를검증한다.

3. 연구 가설

연구목표에 따라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과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 학습지향성,

개인 학습지향성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가설 2.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 학습지향성,

개인 학습지향성은 혁신행동에 직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5 -

가설 2-1.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직

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 학습지향성은 혁신행동에 직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개인 학습지향성은 혁신행동에 직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학습지향성을

매개로 혁신행동에 간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 학습지향성은 개인 학습지향성을 매개로 혁신

행동에 간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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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

대기업이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국민경제의 기본단위이고 생산경제의 단위체

중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기업을 의미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2조)이다. 또한,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는

직업분류상 단순 사무뿐만 아니라 경영활동에 필요한 제반 정보와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전문직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는 대

한상공회의소에서 매출액 및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공시한 1,000대 기업의 사무직 종사자를 의

미한다.

나. 혁신행동

이 연구에서의 혁신행동은 개인 혁신행동을 의미하며, 이는 조직 구성원이 개인의 업무나 부

서, 그리고 조직의 성과증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홍보하고 실현하는 구성원의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혁신행동은 Janssen(2000)에

의해 개발되어 박오수, 고동운(2009), 백유성, 최계명, 박진현(2011) 등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개인의 혁신행동을 인식하여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변혁적 리더십

이 연구에서의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구성원들의 욕구수준을 높이고,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Bass & Avolio(1990)가 개발하여 유호상(2011)이 번안한 이상적 영향

력,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로 구성된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대기



- 7 -

업 사무직 종사자가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수준을 인식하여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조직 학습지향성

이 연구에서 조직 학습지향성은 조직 구성원 모두의 학습 방식과 성격을 결정짓는 학습에

대한 조직의 가치로서 조직차원의 학습몰입, 비전공유, 개방성에 대한 수준을 의미한다(Sinkula,

Baker, & Noordewier, 1997). 이 연구에서는 김강호(2008)가 개발한 학습몰입, 비전공유, 개방

성 영역으로 구성된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응답한 점수

를 의미한다.

마. 개인 학습지향성

이 연구에서의 개인 학습지향성은 주어진 활동들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것을 이

해하려고 하는 개인의 내재적 관심, 내적가치 및 개인의 노력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김강

호(2008)가 개발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 전체이다. 그러나 모집단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자료 수집이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므로 1000대 기업의 종사자를 목표모집단으

로 설정하여 유의표집을 통해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실제 모집단의

속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구의 결과를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신

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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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혁신행동

가. 혁신행동의 학문적 관점

기업과 공공조직에서 혁신은 조직의 경쟁력과 효과성을 가져다주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면

서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여러 분야에서 혁신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여러 학

문분야에서 혁신에 대한 기존의 학문적 접근방식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연구에 대

한 유의미한 이론적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Havelock(1969)와 Rogers(1983)은 혁신연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탄탄히 다져온 대표적인 연구자들로서, 혁신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학문적 관점

을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연구개발 및 확산(Research development & diffusion),

문제해결자(Problem solver)의 3가지로 크게 유형화하였다.

먼저,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점을 가지고 혁신연구를 접근하는 학자들은 새로운 제품이나 실

천방법의 형태로 도입되는 혁신이 잠재적인 수용자 집단에서 어떻게 관심을 끌며 받아들여지

는가를 주된 관심사로 둔다. 즉, 조직 구성원들은 혁신의 공급자와 수용자 집단으로 구분되며,

혁신의 필요성은 혁신 공급자의 단독적인 결정에 의해 창조된다. 혁신 공급자가 수용자에게 혁

신을 소개하는 의사소통의 경로는 혁신의 성공여부를 결정한다.

연구개발 및 확산의 관점을 가진 연구자들은 혁신의 개발과정에 관심을 두고 접근한다. 혁신

창출자는 혁신 수용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혁신을 창출해내고 혁신 개발자가 이를 이어받아

혁신의 개발과정을 완료하게 되고 이는 혁신 수용자에게 전달되어 보급 및 확산하게 된다. 이

러한 연구개발 및 확산의 관점은 주로 기술적인 혁신에 대한 연구의 기초가 되며 최근에는 경

영학, 사회심리학 등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 관점은 개인 또는 조직의 혁신 수용자가 변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

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필요한 혁신을 창출, 개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 서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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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호작용 관점과 연구개발 및 확산 관점에서는 혁신 창출자, 개발자 및 수용자가 별도

로 구분되고 혁신 수용자는 수동적으로 혁신을 수용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과 달리 문제해결

관점은 혁신 창출자, 개발자 및 수용자가 구분되지 않고 혁신 수용자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인

식하고 이에 필요한 혁신을 창출하고 적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이 관점은 조직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혁신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조직 혁신, 조직 변화

및 학습조직 등과 연계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진주, 1999).

이 연구에서 의도하는 혁신행동은 혁신 창출자와 수용자가 구분되어 수동적으로 혁신행동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속한 각각의 구성원이 자신의 위치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혁신행동을 나타내고 전파하는 것을 의미함

으로, 문제해결적 관점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환경을

창조하고 설정하며 조직 구성원들 각각의 인식에 의하여 혁신이 창조되고 변모해 나가는 점에

집중한 Weick의 조직화 이론을 혁신행동의 기저 이론으로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혁신행동의 기저 이론: Weick의 조직화 이론

혁신행동(Innovative behavior)이 구성원들에 의해 창조되는 산물이자 조직의 지속적인 혁신

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Weick(1979)의 조직화(organizing) 이론에서 혁신행동의 출발을

찾을 수 있다. Weick은 조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루는 조직화 이론을 통해 조직을 설명하

려 하였다. Weick의 조직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주관적이고도 사회적으로 구성

된다는 관점에 근거한다. 즉, 조직의 환경이 객관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

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환경을 창조하고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의 환경이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창조되듯, 조직 자체도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창조된다. 이러한 맥락에

서 Weick은 ‘조직’이라는 용어보다는 ‘조직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조직이란 항상 변화되고

창조되어지는 과정에 있으며, 조직에 관련된 사람들 간의 관계도 끊임없이 변화된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Weick은 ‘조직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김동환, 1990). 조직화를 통해 조

직은 구성원들의 상호의존성에 의해 창조되는 산물이며, 따라서 조직은 실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인식에 의하여 창조되고 변모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한마디

로 조직은 구성원들의 적응행동에 의한 혁신의 연속체인 것이다. 이에 의한다면 혁신의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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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며 구성원의 창의적 인식변화와 동의에 의하여 혁신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박국흠,

2008).

조직화는 최소사회상황에서 사회문화적 진화모형의 과정을 거쳐 변화해 나가게 된다. 최소사

회상황(minimal social situation)(Gergen, 1974)에서 사람들은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호작용관계는 의도하지 않은 채 일어날 수 있으며(Rabinowitz, Kelley, &

Rosenblatt, 1966), 상호결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목표의 공유가 아니라 수단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으로 충분하다(Weick, 1979). 결국 조직화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성에

의하여 진행되게 되며 이때 조직목적이나 가치와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수단에 대한 합치

된 인지가 중요하게 된다. 상호등가구조(mutual equivalence structure)(Wallace, 1961)가 조직

화의 최소단위로서 조직화의 출발이다. 이것은 조직구성원이 상호등가구조를 통하여 상호 영향

을 미치며 도구적 행위를 공유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Weick은 진화의 결과물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진화하는 과정 자체가 조직화라고 주장하

면서 혁신행동을 사회문화적 진화모형의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Campbell(1960)은 인

간의 사회적 행태에 진화론적 모형을 적용하였는데, 변이(variations), 선택(selection), 보유

(retention) 과정을 통하여 진화가 일어나고 이것은 인간의 사회현상에도 일어난다고 한다.

Weick은 이 이론을 도입하여 설정, 선택, 보유 과정을 통하여 조직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

하고 있다. Weick은 설정이라는 개념을 창안하였으며 이것이 그의 이론의 가장 독특한 요소이

다. 설정은 변이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조직구성원의 적극적 역할을 나타내 준다. 조직구성원들

이 환경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설정을 통하여서이다.

설정의 한 형태는 괄호로 묶는(bracketing) 행동, 생태적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 등으로 기존의

장면과는 다른 장면을 연출하고 이런 점에서 설정은 변이와 유사하다. 이러한 양면적

(equivocal)인 장면들은 선택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주목받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한다. 선택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나 형태가 아니라 인과지도(cognitive map)의 도식들이다. 선택과정은 해석

의 도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보유는 성공적이었던 의미부여의 산출물, 설정된 환경이라고 부르

는 산출물을 저장하는 것이다. 의미있는 환경은 조직화의 산출물이지 투입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정된 환경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박국흠, 2008).

Weick의 조직화 이론을 혁신에 적용하면 조직화가 바로 혁신에 해당되며 진화과정을 통하

여 조직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혁신이 진화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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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할 수 있다(박국흠, 2008). 결론적으로 혁신은 조직의 실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과정 중에 있는 것이며, 일부 구성원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이 아닌 구성

원 전체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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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혁신행동의 개념 및 하위요인

혁신(Innovation)이란 원래 라틴어 ‘노바(nova)', 즉, 새롭다는 뜻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조직

내에서 새로운 과정, 제품 또는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혁신에 대한

연구적 접근은 혁신 그 자체일 수도 있고, 혁신을 수용하거나 창출하는 개인, 조직의 하부단위,

조직전체, 더 나아가 산업수준, 국가수준으로 확장될 수 있다. Tompson(1965)은 혁신을 새로운

아이디어, 프로세스 및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고 수용하고 실행해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Phillips(1993)은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를 창의적이거나 새롭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개념화하

였다. Miller(1983)은 혁신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대담하고 광범위한 행동에 개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욕구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혁신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혁신행동에 대한 개념을 고

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혁신행동(Innovation behavior)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유용한 제품, 서비스 및

운영방법으로 실제로 적용 및 전환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혁신행동은 개인의 혁신에서 시작

되는데, 개인차원에서 혁신은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하여 진기하거나 창의적 및 적용 가

능한 아이디어나 해결안을 도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혁신행동에 대한 연구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다양한 접근법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혁신이 이루어지는 단위에 따

라서 크게 조직차원 혁신과 개인차원 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King, 1990). 조직차원 혁신이

란 조직이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프로그램, 과정 또는 정책 등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고, 개인차원의 혁신은 조직 구성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업역할에 초점을 맞춘

다는 점에서 조직차원과 구분될 수 있다(정진철, 김성만, 2008). 조직 차원에서의 혁신행동 연

구는 양적으로는 방대하나 그 이해의 수준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 아니라 연구실적

은 조직혁신에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Meyer & Goes, 1988; Vande

Van, 1986; Wolfe, 1994). 이는 그동안의 혁신연구들이 비일관적이고 이론적으로 혼란스럽고 모

순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 혁신의 연구에 대해 단일이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몇몇의 적합

한 이론이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조건에서만 적용된다고 지적하였다. 혁신의 출발점은 개인이

며, 개인에서 출발하여 집단, 조직으로 확산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가정할 때, 개인의 혁신행동

은 조직의 혁신행동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기본단위인 개인의 혁신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혁신 유발 요인을 탐색하여 이를 행동으로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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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이문선, 강영순, 2003).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개인 혁신행동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Amabile(1988)은

혁신행동을 창의적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이를 유용한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Kanter(1988)은 문제인식과 아이디어 채택 또는 해결안 생성에서 시

작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후원을 찾아 나서고, 이의 실현을 위한 지지자를 연합하여 개인의 아

이디어를 제품이나 서비스, 공정 등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정리하였다. Van de Ven(1986)은

혁신행동은 제도적인 맥락 내에서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며, 새로

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행하여 결과물을 내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West(1989)와

West & Farr(1990)는 구성원이 자신의 과업 또는 소속집단이나 조직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

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도입하여 적용하는 활동이라고 개념화하였다. Rosenfeld &

Servo(1990)는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것에 금전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

Damanpour(1991)는 개인수준에서 혁신을 혁신활동에 대한 개별구성원의 수용 정도와 실천 정

도라고 정의하였으며, Scott & Bruce(1994)는 개인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의 유발과 실행을 포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정리하였다. 국외 연구자들의 개인 혁신

행동의 정의를 바탕으로 국내 연구자들이 혁신행동 개념을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송병식,

강영순(2001)은 혁신행동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확산하며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으

며, 이문선, 강영순(2003)은 문제인식 및 아이디어 선택, 개발, 수용, 실천 및 확산의 과정을 거

치는 것, 김종우, 이지우, 백유성(2007)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개별구성원이 노력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김해룡, 양필석(2008)도 새로운 아이디어 창

출하고 적용하며 실행에 옮기는 등과 관련되는 행동과정이라고 하였고, 최석봉, 김경환, 문계완

(2010)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노력하는 정도

라고 정리하였다. 남봉우, 서인덕(2010)은 혁신행동을 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변화와 개혁을 촉진하고, 독창적인 문제해결방법을 시도하며, 지속적으로 직무에 대한 혁신을

시도하는 행동이라고 하였고, 백유성, 최계명, 박진현(2011)은 새로운 아이디어 및 해결책의 생

성, 그리고 그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한 후원을 얻기 위하여 지지자들의 연합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혁신을 위한 시작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기은, 전무경(2011)은 직무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개별구성원의 노력 정도, 이수원, 이우원,

김중화(2011)는 문제인식 및 아이이어 창출, 개발, 수용, 실천 및 확산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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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 Ⅱ-1> 참조).

혁신행동의 개념정의를 위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혁신행동이란 업무행동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인식, 개발, 실천, 확산하는 행동임을 강조하는 공통적인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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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Van de Ven(1986)
제도적인 맥락 내에서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행하여 결과물을 내는 과정

Amabile(1988)
창의적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이를 유용한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으

로 전환시키는 과정

Kanter(1988)

문제인식과 아이디어 채택 또는 해결안 생성에서 시작하여 아이디어

에 대한 후원을 찾아나서고, 이의 실현을 위한 지지자와 연합하여 개

인의 아이디어를 제품이나 서비스, 공정 등으로 만드는 과정

West(1989), West, &

Farr(1990)

구성원이 자신의 과업 또는 소속집단이나 조직의 성과 향상에 도움

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도입하여 적용하는 활동

Rosenfeld &

Servo(1990)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것에 금전적인 가치를 만들

어 내는 것

Damanpour(1991) 개인수준에서 혁신활동에 대한 개별구성원의 수용 정도와 실천 정도

Scott & Bruce(1994)
개인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의 유발과

실행을 포함하고 있는 과정

송병식, 강영순(2001)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확산하며 실천하는 과정

이문선, 강영순(2003)
문제인식 및 아이디어 선택, 개발, 수용, 실천 및 확산의 과정을 거치

는 것

김종우, 이지우,

백유성(2007)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개별구성

원이 노력하는 정도

김해룡, 양필석(2008)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하고 적용하며 실행에 옮기는 등과 관련되는

행동과정

최석봉, 김경환,

문계완(2010)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구성원들

이 노력하는 정도

남봉우, 서인덕(2010)

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변화와 개혁을 촉진하고, 독

창적인 문제해결방법을 시도하며, 지속적으로 직무에 대한 혁신을 시

도하는 행동

백유성, 최계명,

박진현(2011)

새로운 아이디어 및 해결책의 생성, 그리고 그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

한 후원을 얻기 위하여 지지자들의 연합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혁

신을 위한 시작품을 만드는 것

이기은, 전무경(2011)
직무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개별구성원의 노력 정도

이수원, 이우원,

김중화(2011)
문제인식 및 아이이어 창출, 개발, 수용, 실천 및 확산의 과정

<표 Ⅱ-1> 혁신행동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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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동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먼저 Scott와 Bruce(1994)는 혁

신 인식과 혁신 실행을 들고 있고, Janssen(2000)은 아이디어 개발, 홍보, 실현이라는 3개의 하

위요인을 확인하였다. Farr와 Ford(1990)는 혁신행동의 구성요소로서 자기업무추진과정에서 변

화 필요성에 대한 지각, 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각, 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변화 효용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각,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

를 창출하는 능력이라는 다섯 가지 요인을 사용하고 있다. 혁신행동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이

인석(1999)은 혁신의 필요성 지각, 혁신수용, 혁신활용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하였고, 이화

용, 장영철(2004)는 혁신개발, 혁신실행의 2개의 하위요인을 활용하였다. 장동걸(2006)은 혁신지

각, 혁신개발, 혁신실행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한철환, 2010)(<표 Ⅱ-2> 참조). 이러한 선행연

구들을 종합하면, 혁신행동은 조직 구성원이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

발하는 단계와 실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하는 혁신의 실행단계로 크게 나누어 생

각할 수 있다.

연구자 하위요인

Scott & Bruce(1994)
§ 혁신 인식

§ 혁신 실행

Farr와 Ford(1990)

§ 자기업무추진과정에서 변화 필요성에 대한 지각

§ 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각

§ 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

§ 변화 효용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각

§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

Janssen(2000)

§ 아이디어 개발

§ 아이디어 홍보

§ 아이디어 실현

Kleysen &

Street(2001)

§ 기회탐색

§ 출현

§ 형성적 연구

§ 실현

§ 응용

이인석(1999)

§ 혁신의 필요성 지각

§ 혁신수용

§ 혁신활용

이화용, 장영철(2004)
§ 혁신개발

§ 혁신실행

장동걸(2006)

§ 혁신지각

§ 혁신개발

§ 혁신실행

<표 Ⅱ-2> 혁신행동의 하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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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ysen & Street(2001)은 이러한 혁신에 대한 방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혁신을 연

구한 선행연구들은 단지 한 차원에서만 측정하고 있으며, 혁신의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고찰하

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혁신행동의 주요한 차원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창의성과 혁신분야 문헌들 중에서 28개 논문을 고찰하여 289개의 창의성과 혁신행동을 식별한

다음 17가지 행태로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혁신행동을 기회탐색(Opportunity exploration), 출현

(Generativity), 형성적 연구, 실현(Championing), 응용(Application)의 5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박국흠, 2008)(<표 Ⅱ-3> 참조).

차원 세부 혁신행동

기회탐색

§ 기회의 근원에 대한 관심주기(Greif and Keller, 1990; Van de Ven, 1988;

Kanter, 1988)

§ 혁신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는 것(Kanter, 1988; Mohr, 1987; Drucker, 1991)

§ 기회를 인식하는 것(Staw, 1990; Kanter, 1983; Rogers, 1983; Ford, 1996;

Roberts, 1997)

§ 기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Greif & Keller, 1990; Kanter, 1983; Amabile,

1988)

출현

§ 대안적 아이디어와 해법의 창출(Roberts, 1997; Maute & Locander, 1994)

§ 기회의 표상과 범주의 창출(Amabile, 1988; Angle, 1989; Ford, 1996; Guiford,

1964)

§ 아이디어와 정보의 조합의 창출(Farr and Ford, 1990; Whitfield, 1975; Kanter,

1983)

형성적 연구

§ 아이디어와 해법을 형성(Maute & Locander, 1994; Roberts, 1997; Amabile,

1988)

§ 아이디어와 해법을 시험(Rogers, 1983; Kanter, 1983; Greif & Keller, 1990)

§ 아이디어와 해법을 평가(Anderson & King, 1993; Rogers, 1983; Damanpour,

1991)

실현

§ 설득과 영향력(Kanter, 1983; Zaltman et al., 1973; Kirton, 1976; Mohr, 1987)

§ 돌파와 협상(Maute & Locander, 1994; Kanter, 1988; Ford, 1996)

§ 도전과 위험감수(Kanter, 1983; Kirton, 1976; Amabile, 1983)

§ 자원의 동원(Howell & Higgins, 1990; Ford, 1996; Maute & Locander, 1994)

응용

§ 집행(Glynn, 1996; Damanpour, 1991; West & Far, 1989; Angle, 1989; Staw,

1990)

§ 수정보완(Damanpour, 1991; Roberts, 1997)

§ 일상업무화(Anderson & King, 1993; Rogers, 1983)

자료: Kleysen & Street(2001)연구를 박국흠(2008)이 재정리

<표 Ⅱ-3> Kleysen & Street(2001)의 혁신행동 5가지 차원의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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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혁신행동의 측정

혁신행동에 대해 연구한 최근 국내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을 고찰한 결과, Scott와

Bruce(1994)의 측정도구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Janssen(2000)의 측정도구

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4> 참조).

측정도구 하위영역 연구자(연도)

Scott & Bruce(1994)
§ 혁신 인식

§ 혁신 실행

송병식, 강영순(2001)

이화용(2004)

김일천, 김종우, 이지우(2004)

윤대혁, 정순태(2006)

설홍수(2006)

남봉우, 서인덕(2010)

최석봉, 김경환, 문계완(2010)

김정훈(2011)

이기은, 전무경(2011)

Janssen(2000)

§ 아이디어 개발

§ 아이디어 홍보

§ 아이디어 실현

박오수, 고동운(2008)

유영식 외(2009)

백유성, 최계명, 박진현(2011)

<표 Ⅱ-4> 혁신행동 측정도구를 활용한 선행연구

Scott와 Bruce(1994)의 측정도구가 Janssen(2000)의 측정도구에 비해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

이 사용되었으나 Scott와 Bruce(1994)의 측정도구는 아이디어의 확산 및 실천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아이디어 개발, 홍보, 실천을 하위영역으로 두고 있는 Janssen(2000)

의 측정도구를 따르고자 한다. 먼저 아이디어 개발이란, 조직 구성원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으로서(장동걸, 2006), 외부 환경으로부터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송정수, 양필석, 2008), 새로운 과업수행방법의 개발이나

기존 방법의 현격한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이지우, 2003).

아이디어 홍보란 조직 구성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지지자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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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찾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노력을 하는 것으로서(장동걸, 2006),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스폰서십(sponsorship)을 찾거나 연합체(coalition)를 구축하고, 혁신을 모형화해서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백영미, 1999). 아이디어 실현이란 아이디어를 실제 자신의

업무행동에 적용하여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장동걸, 2006), 자신의 과업역할에 새롭고 유익한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과업처리 방법, 과정, 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Farr &

Ford, 1990). 이에 대해 조직구성원들은 혁신적 업무행동의 가치와 성공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으로 평가한다(Scott & Bruce, 1994)(<표 Ⅱ-5> 참조).

하위영역 주요 내용

아이디어 개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

아이디어 홍보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 지지자나 지원자를 찾는 사회적 노력

아이디어 실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인의 업무활동에 적용하여 효과를 거두는 것

<표 Ⅱ-5> Janssen(2000) 측정도구의 하위영역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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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혁적 리더십

가.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 및 하위요인

리더십(Leadership)이란 일정한 상황에서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나 집단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맡은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

는 사회적 영향력 행사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양전형, 2004). 전통적 리더십 이론들은 효과

적인 리더를 나타내는 리더의 자질, 행동 및 상황들을 인식하여 리더의 유효성 측면만을 강조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리더십은 조직 외부환경이 급변하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

상을 유지하고 기대되는 성과만을 요구하는 리더십이 한계를 부딪히고 변화를 주도하고 이끌

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즉, 전통적 리더십 이론들

은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해 리더가 부하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초

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되어온 반면,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 전략적 리더십, 비전

적 리더십, 문화적 리더십 등 새로운 리더십 이론들은 리더가 조직 구성원들을 어떻게 고무시

키고 변화시켜 목표이상의 성공을 이루어내었는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새로

운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현상을 유지하기보다 조직 내 변화를 주도하고 외부변화에 따른 어

려움에 도전적으로 극복해나가며 기대되는 성과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리더

십 이론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리더십 이론 중 혁

신행동과 조직 학습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가지는 변혁적 리더십에 대하여 연구를 수

행하였다.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구성원들의 욕구수준을 높이고, 기대이상의 성

과를 달성하도록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변혁적인 리

더란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목표나 비전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들이 당초 생각했던 목표

수준보다 훨씬 높게 달성하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리더를 말한다(유

승동, 1999). Burns(1978)에 의하면 리더십은 권력을 휘두르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 윤리, 행동규범 그리고 장기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과정이며, 그들의 동기를 평가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며 완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Burns(1978)가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 정리한 이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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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변혁적 리더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Bass(1985)는 Burns(1978)의 이론에 기초

하여 좀 더 정교한 이론을 제시하였는데(박성배, 2002), 변혁적 리더십을 더 넓은 의미로 바라

보아 조직 구성원들이 집단이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그들의 욕구

수준을 높이고,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House(1977)은 부하들의 동기, 가치관 및 신념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

사하고, 리더의 사명 달성과 관련된 부하들의 동기를 일깨우는 리더십이라 정의하였다.

Sergiovanni(1988)는 변혁적 리더십을 개인의 잠재력을 각성시키고, 고위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동기를 유발하여 고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도록 리더와 부하의 기대를 고조시키

는 리더십이라고 명명하였고, Rouche(1989)는 조직의 임무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

들을 통해서 그리고 더불어 일하면서 그들의 가치관, 신념, 태도 및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리

더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를 정리하면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목표나 비전을 제시해주고 개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동기를 부여하여

기존의 관습적인 목표 수준 이상으로 달성하는 성과를 나타내게 해주는 리더십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표 Ⅱ-6> 참조).

연구자(년도) 개념

Burns(1978) 조직 구성원들을 비전과 열정으로 고무시킬 수 있는 리더십

Bass(1985)

조직 구성원들이 집단이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초월

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

House(1977)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 가치관 및 신념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리더

의 사명과 관련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일깨우는 리더십

Sergiovanni(1988)

개인의 잠재력을 각성시키고, 고위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동기를 유발하여

고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도록 리더와 부하의 기대를 고조시

키는 리더십

Rouche(1989)

조직의 임무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더불

어 일하면서 그들의 가치관, 신념, 태도 및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능력

자료: 유영식(2009) 참고.

<표 Ⅱ-6>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

변혁적 리더십이 Burns(1978)에 의해 소개된 이후, 변혁적 리더십 이론은 리더행동의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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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으로 진화되었다. 즉, 변혁적 리더는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및 개별

적 배려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보다 높은 성취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적 영향력

은 조직 구성원이 리더의 목표와 동일화되도록 카리스마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고, 영감적 동

기부여는 리더가 조직 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을 끊임없

이 고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자극은 조직 구성원에게 기존 업무방식에 대해 도전하고 새

로운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행동이고, 개별적 배려는 리더가 구성원 각자의 욕구에 관심을 기

울이고 코칭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유호상, 2011).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인은 연구자들이 행동특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어

왔다. Bass(1985)는 초기 연구를 통해 카리스마,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를 제시하였고, Bycio,

Allen, & Hackett(1995)도 Bass의 구분을 따랐다. 한편, Podsakoff, Mackenzie, Moorman, &

Fetter(1990)은 변혁적 리더십의 행동특성들을 더욱 세부화하여 비전제시,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역할 모델링, 집단목표 육성, 고성과 기대로 구분하였고, Rafferty & Griffin(2004)는 비전,

격려적 의사소통, 지원적 리더십, 지적 자극, 개별적 고려로 구분하였다. Avolio, Zhu, Koh, &

Bhatia(2004)는 일체화, 희망, 신뢰, 감정, 낙관주의로 구분한다(<표 Ⅱ-7> 참조).

연구자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인

Bass(1985)
카리스마,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Bycio, Allen & Hackett(1995)

Podsakoff, Mackenzie,

Moorman & Fetter(1990)

비전제시,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역할 모델링, 집단목표 육성,

고성과 기대

Rafferty & Griffin(2004) 비전, 격려적 의사소통, 지원적 리더십, 지적 자극, 개별적 고려

Avolio, Zhu, Koh &

Bhatia(2004)
일체화, 희망, 신뢰, 감정, 낙관주의

<표 Ⅱ-7>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인

이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지고 활용되고 있는 Bass(1985)가 제시한 이상적 영향력, 영감

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적 영향력(Idealized Influence)이란 구성원 공동의 목표나 조직 전체의 목표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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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표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는 카리스마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변혁적 리더십의 많은

연구를 보면 리더의 이상적인 영향력이 카리스마라는 용어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Bass(1996)는 카리스마라는 용어의 사용 대신 이상적 영향력으로 쓰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지

적한 바 있다. 카리스마는 각종 매체나 사람들 사이에서 열광이나 축복 등 다양한 의미로서 사

용되고 있으며 때로는 독재자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변혁적 리더가 보여주는 본연

의 영향력을 충분히 의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혁적 리더십의 영감적 동기부여(Inspirational Motivation)는 구성원들간에 공유된 비전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부하들의 의욕을 끊임없이 고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권혁기, 박

봉규, 2010). 이러한 영감적 동기부여는 이상적 영향력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에

Howell & Avolio(1993)의 연구에서는 이상적 영향력과 영감적 동기부여를 동일한 차원의 것으

로 분류하여 해석하기도 하였다.

지적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은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존

의 관습적인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사고하게 하고 문제해결 방법에 대

한 인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한철환, 2010). 이는 감정적인

자극에 의한 즉각적인 행위변화보다 상상력과 사고, 문제인식과 문제해결에 있어 조직 구성원

을 자극 및 변화시키는 리더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설경진, 2009). 따라서 변혁적인 리더는

조직 구성원의 아이디어와 지적인 부분에 자극을 가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유도함에 따라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사안들에 대해 재검토하게 하고, 고정관념을 탈

피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케 해준다.

개별적 배려(Individualized Consideration)는 리더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가지는 욕구의 차

이를 인정해주고 고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잠재력을 개발해주는 행동을 의미한다. 변혁적인 리

더는 조직 구성원 각각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며 각각의 조직 구성원에 대해 깊은 통찰

력을 가지고 있다. 한 명의 인격체로서 대우해준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의 잠재력 개발을 극대

화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개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 문화를 개발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코칭

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유영식, 2009; 한철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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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혁적 리더십의 측정

현재까지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MLQ(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왔고, 북미권을 비롯한 영미권에서 하위요인 구분을 위한

요인구조 분석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MLQ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는 연구가 많

지 않은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은 MLQ의 구성요인들을 다양하게 규명하였지만 하위요인에 대

한 일치된 합의점은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MLQ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구체적인 하위요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김정남, 2009). 한편, Bass(1985)

는 변혁적 리더십을 구별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구성요인으로 카리스마, 지

적자극, 개별적 배려의 3개 하위요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이 개념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조직 구성원들은 상사의 이러한 행동들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등장하면서 변혁적 리더십이 단일차원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다. Bass & Avolio(1990)는 MLQ를 보완하여 MLQ5-45를 개발하였다. MLQ5-45에서는 카리스

마를 카리스마 속성,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화로 구분하였고 결과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카리스마 속성,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화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

분하여 측정하였다. 이후, Barbuto(1997)은 카리스마 속성,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화의 이

론적 구분이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Bass & Avolio(1990)의 MLQ5-45를 비판하였지만, 이 조사

도구는 변혁적 리더십 연구에서 많은 실증 연구를 거치며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Avolio, Bass, & Jung(1999)는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반영하여 기존의 조사도구를 카리스

마(이상적 영향력) 및 격려 12문항, 지적자극 4문항, 개별적 배려 4문항의 총 20문항으로 수정

하였다. 이 조사도구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이화용(2004)는 Bass & Avolio(1990)의 도구를 요

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이상적 영향력 0.81, 지적자극 0.83, 개별적 배려 0.81, 영

감적 동기부여 0.83으로 신뢰도 역시 적절한 수준을 타나냈다. 또한, 유호상(2011)도 이 조사도

구를 번안하여 이상적 영향력,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 영감적 동기부여 총 20문항을 측정한 결

과,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가 .96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Bass & Avolio(1995)가 개발하여 유호상(2011)이 번안한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부여, 지

적자극, 개별적 배려로 구성된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최

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수준을 인식하여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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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지향성

가. 학습지향성의 개념

학습지향성(learning orientation)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내재화된 학습에 대한 성향

및 학습가치로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조직의 안정적인 행동전략 또는 인식이다

(Sambrook & Stewart, 2000). Narver(1995)와 최순영(2004)는 학습지향성을 조직의 문화 안에

있는 가치와 신념을 통해 경영성과를 개선해주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지식이나 통찰력의 개발로 정의하고 있다. 학습지향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학습자의 내적요소

로는 개인의 학습동기를, 그리고 외적 요소로는 개인 학습자가 속해있는 조직의 학습에 대한

가치 또는 학습문화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지향성은 크게 개인과 조직차원의 학습지향성으

로 구분될 수 있다(김강호, 2008). 개인 학습지향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서 새로운

기술의 습득, 새로운 상황에 대한 숙달, 자신의 역량 개선을 통한 자기개발 욕구(Vandewall,

1997)로서 노력과 개선의 가치를 두고 자신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전적인 과업을 탐색하

는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Dweck & Leggett, 1988). 이것은 개인의 선호나 특정

과업 또는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학습자의 속

성을 측정한다는 특징이 있다(Berings & Poell, 2005). 한편, 조직 학습지향성은 조직의 문화적

수준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조직문화적인 측면에서 학습과 관련한 조직

적 행위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 규범 및 가치체계로서 조직 학습지향성이 강조되고

있다(Hurley & Hult, 1998; Jaworski & Kohli, 1993).

개인 학습지향성과 조직 학습지향성은 위계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개인 학습지향성과 조직

학습지향성의 상호작용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문화의

측면에서 조직 학습지향성 변인과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서의 개인 학습지향성을 다룰 예정

이므로, 조직 학습지향성과 개인 학습지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하위요인 및 측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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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학습지향성

1) 조직 학습지향성의 개념 및 하위요인

조직 학습지향성(organizational learning orientation)은 조직이 학습을 강조하는 정도 및 가

치, 학습이 격려되는 수준 및 학습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조직 내 가치체계를 의미하

며(Dibella, Nevis, & Gould, 1996), 학습을 촉진시키고 학습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조직의 주요

학습문화적 가치 특성을 의미한다(박진영, 2006). 모든 조직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 공유, 활용

하기 위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 과정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 조직을 하나의 학습시스템이라고

바라본다(설현도, 2002).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조직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학습시스템을 갖게

되며, 이러한 학습시스템은 조직의 상용이론(theory-in use), 정신모형(mental model), 지배논리

(dominant logic) 등에 반영되어 조직 내 고유한 학습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즉, 조직 학습지향

성은 조직 내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성격 등을 결정하는 방향성이자(Dibella et al.,

1996), 학습가치를 부여하는 조직의 가치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inkula, Baker &

Noordewier, 1997).

기업 조직은 외부의 불확실하고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학습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학습문화를 형성한 결과로서 조직이나 조직 구성원들의 경쟁우위 확보를 꾀

한다. 조직 학습지향성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학습에 대한 인식과 노력, 그리고 행동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McCracken & Wallace, 2000), 학습지향성이 높은 조직은 조직 구성

원 모두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새로운 지식 창출과 습득을 위한

노력을 향상시키게 된다(김강호, 2008). 이러한 조직 학습지향성이 높은 기업은 일반적으로 개

인에서 집단으로의 학습전이, 학습에 대한 몰입, 외부 세계에 대한 개방성, 지식에 대한 전체적

인 몰입, 학습발달을 위한 체계, 조직의 갱신체제 등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Mavondo,

Chimhanzi, & Stewart, 2005). 또한, 조직 학습지향성은 조직에서의 새로운 지식 개발과 관련

이 있다(Cohen & Sproull, 1996; Crossan, Lane, & Whit, 1999). Hurley & Hult(1998)은 조직

학습지향성이 신제품 개발, 고객의 욕구, 시장변화, 경쟁자 행동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경

쟁자보다 먼저 획득하고 공유하는 활동과 깊게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Calatone,

Cavusgil, & Zhao(2002)는 조직 학습지향성을 경쟁우위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식을 창조하고

활용하는 조직 전반에 걸친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조직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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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이 높은 조직은 경쟁우위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 학습지향성의 하위요인으로서 학습몰입(commitment to learning),

비전공유(vision share), 개방성(open mindedness)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오고 있다. 학습몰입은 조직이 지니고 있는 학습에 대한 가치라고 볼 수 있는

데, 조직 내에서 학습활동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지, 또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학습을 필수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에 대

한 믿음과 수용성을 의미한다. Norman(1985)와 Sackmann(1991)가 조직에서 학습몰입이 없다

면 학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미루어볼 때, 조직 학습지향성에서 학습몰입

요인은 기본가치이자 핵심요인임을 알 수 있다(김강호, 2008). 비전공유는 학습에 대해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성 즉, 학습의 방향성을 의미한다.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정도로 비전공유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조직 구성원 간 방향성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조직 및 조직 구성원은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는 감소하게 되며, 조직 구성원은 조직이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게 된다(Sinkula, Baker, & Noordewier, 1997). 개방성은 기존에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

가정, 신념에 대한 도전으로,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문제제기

를 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존의 낡은 지식을 보완하려는 조직 내 의지를 의미한다. 조직

구성원들이 얼마나 생각의 틀에 갇히지 않고 유연적 사고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새로운 지

식과 아이디어 수용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인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문제제기 및 이에 대한 수용

성의 정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Baker & Sinkula, 1999)(<표 Ⅱ-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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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내용

학습몰입
§ 조직 내에서 학습활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정도

§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에 대한 믿음과 수용성

비전공유

§ 학습의 방향성

§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

해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것

개방성

§ 생각의 틀에 갇히지 않고 유연적 사고를 하는 정도

§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 수용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정도

§ 문제제기 및 이에 대한 수용성의 정도

<표 Ⅱ-8> 조직 학습지향성의 하위요인

2) 조직 학습지향성의 측정

조직 학습지향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Sinkula, Baker, & Noordewier(1997), Baker &

Sinkula(1999)와 Calanton, Cavusgil, & Zhao(2002)의 것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세 개의

연구에서 모두 학습몰입, 비전공유, 개방성을 조직 학습지향성의 하위영역으로 공통적으로 사

용하고 있고 문항 수와 응답범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Calanton, Cavusgil, & Zhao(2002)는

조직 간 지식공유를 추가하였고, Spicer & Sadler-Smith(2003)는 조직 학습지향성을 단일변인

으로 측정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Sinkula, Baker, & Noordewier(1997)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번안 및 수정하여 활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이관표, 박형권(2006)는 호텔직원의 조직 학습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inkula, Baker, & Noordewier의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학습몰입, 비

전공유, 개방성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14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박창욱(2008)은 경찰공

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동일한 하위요인의 16개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이외에

서인덕, 이승환(2009)과 김대철(2010)의 연구에서도 기존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3개의 하위요인

과 측정문항을 연구의 목적 및 대상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김강호(2008)은 Sinkula,

Baker, & Noordewier(1997), Baker & Sinkula(1999) 및 Calanton, Cavusgil, & Zhao(2002)의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 학습지향성 측정도구를 새롭게

개발하였으며, 이 측정도구도 학습몰입, 비전공유, 개방성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표 Ⅱ-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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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하위요인 문항수

Sinkula, Baker, & Noordewier(1997)

학습몰입

비전공유

개방성

16

Baker & Sinkula(1999)

학습몰입

비전공유

개방성

11

Calanton, Cavusgil, & Zhao(2002)

학습몰입

개방성

비전공유

조직간지식공유

17

Spicer & Sadler-Smith(2003) 학습지향성 9

이관표, 박형권(2006)

학습몰입

비전공유

개방성

14

박창욱(2008)

학습몰입

비전공유

개방성

16

김강호(2008)

학습몰입

비전공유

개방성

13

서인덕, 이승환(2009)

학습몰입

비전공유

개방성

9

김대철(2010)

학습몰입

비전공유

개방성

13

<표 Ⅱ-9> 조직 학습지향성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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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 학습지향성

1) 개인 학습지향성의 개념 및 하위요인

개인 학습지향성(Individual learning orientation)은 주어진 활동들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개인의 내재적 관심, 내적가치 및 개인의 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

다. 개인 학습지향성은 목표지향성 이론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목표지향성이란 개인이 추구하

는 목표에 따라 발현되는 성취동기로서 개인이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업무수행 시

나타나는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Dweck & Elliot, 1983). 목표지향성에 대한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을 다양하게 구분하였다. Nicholls(1984)는 과제몰입과

자아몰입으로 구분하였고, Dweck(1989)는 학습목표와 수행목표로, Ames(1992)는 완숙목표와

수행목표로, Meece, Blumenfeld, & Hoyle(1988)은 과제숙달목표, 자아 및 사회목표, 과업회피목

표로, Urden & Maehr(1995)는 과제목표, 능력목표, 사회적 목표로 구분하고 있다(김강호,

2008). 용어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숙달목표, 학습목표, 과제몰입목표는 학습지향성을 의미하

는 같은 개념이며, 수행목표, 자아몰입목표는 성과지향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에 따라 목표지향성을 크게 학습지향성과 성과지향

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Dweck(1983)은 목표지향성을 학습지향성과 성과지향성으로

구분하였는데, 학습지향성은 도전적인 업무 상황을 피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을 확장하는 역량

개발의 기회로 삼는 것을 의미하고 성과지향성은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고 호의적인 평가를 추

구하며 개인의 역량을 입증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학습지향성을 가진 사람은 주

어진 업무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특성이

있으며, 높은 성과지향성을 가진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타인과 자

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를 드러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

는 업무는 회피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김사라, 2010). Ames(1992)는 개인의 학습지향성을 주

어진 업무를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인의 내재적 관심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노력

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즉, 학습지향성을 가진 개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여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는 동시에 그들의 노력과 과거의 수행한 것과 비교해서 이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Ames & Archer, 1988). 반면, 성과지향성을 가진 조직 구성원은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며, 학습 그 자체는 목표를 달성하



- 32 -

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간주되고 주된 관심은 정의적 성공을 얻는 데에 있다(Nicholls, 1989).

이처럼 개인이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하고 성공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성공에 대한 개념은 서

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의 달성 가능 여부에 따라 학습지향적인 사람과 성과지향적인

사람의 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일이 달성 가능해 보일 때는 두 성향 모두 비슷한

행동을 보이나 일의 달성이 불투명해지고 어려워질 때 혹은 성취하기 어렵고 도전적인 일이라

고 느껴질 때는 행동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성과지향적인 사람은 성취가 어려운 일에는 노

력의 투입을 줄이는 반면, 학습지향적인 사람은 일의 성취보다는 성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일에 지속적인 노력을 투입한다(박주영, 2002).

2) 개인 학습지향성의 측정

개인 학습지향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목표지향성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학습지향성과 성과

지향성을 동시에 또는 각각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Sujan, Weitz, & Kumar(1994)은 학생들의

학습전략 및 동기과정에 대한 조사도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개인 학습지향성의 초기 연구에

서 널리 사용되었다. 이 조사도구는 학습지향성이 성과지향성과 상반된다는 가정으로 개발되었

기 때문에 각각 다른 척도로 측정한다(김강호, 2008). Ames & Archer(1988)는 완숙목표지향성

과 수행목표지향성으로 나누어 개인의 목표지향성을 측정하였데, 이후의 연구에서는 Sujan,

Weitz, & Kumar(1994)의 연구와 같이 학습지향성과 성과지향성의 명칭을 사용하는 측정도구

가 더 많이 활용되었다. Button, Mathieu, & Zajac(1996) 및 VandeWalle(1997)의 연구에서 학

습지향성과 성과지향성을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한편, Poter & Tansky(1996)는 목표지

향성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변인으로 측정하였다. 국내연구에서 권혁민(2006)은 Brett &

VandeWalle(1999)의 측정도구를 수정 및 번안하여 활용하였고, 김강호(2008)은 Sujan, Weitz,

& Kumar(1994), Button, Mathieu, & Zajac(1996), Poter & Tansky(1996) 및 VandeWalle(1997)

에서 활용한 측정도구 중 필요한 문항을 추출하여 개인 학습지향성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표 Ⅱ-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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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목표지향성 하위요인 개인 학습지향성 문항수

Ames & Archer(1988)
완숙목표지향성

수행목표지향성
완숙목표지향성 8

Sujan, Weitz, & Kumar(1994)
학습지향성

성과지향성
학습지향성 9

Button, Mathieu, & Zajac(1996)
학습지향성

성과지향성
학습지향성 8

Poter & Tansky(1996) 목표지향성 목표지향성 8

VandeWalle(1997)

학습지향성

증명지향성

회피지향성

학습지향성 6

Brett & VandeWalle(1999)
학습지향성

성과지향성
학습지향성 5

유희정(1997)
완숙목표지향성

수행목표지향성
완숙목표지향성 8

권혁민(2006)
학습지향성

성과지향성
학습지향성 5

김강호(2008) 개인 학습지향성 개인 학습지향성 9

정성훈, 유태용(2008)

학습지향성

증명지향성

회피지향성

학습지향성 5

김사라(2010)

학습지향성

증명지향성

회피지향성

학습지향성 5

<표 Ⅱ-10> 개인 학습지향성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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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행동과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 및 개인 학습지향성의 관계

가. 혁신행동의 선행요인

혁신행동에 대한 연구는 조직 수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 개인 수준의 연구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조왕옥, 2010). 먼저 조직 차원에서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특성으로는

조직구조, 조직규모와 연령, 조직자원, 조직 의사소통, 조직 보상체계, 조직 전략과 문화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조직구조에 대한 연구는 Damanpour(1991)의 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변수들이 실제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

음을 입증하였다. 즉, 전문지식 기능적 차별화, 경영자의 태도, 기술적 지식, 자원 관리적 집중

도는 혁신행동과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으며, 집권화는 부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또

한 공식화, 경영자의 근속년수, 수직적 차별화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조직차원에

대한 연구들은 상반되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King(1990), Rogers(1995)와 Staw(1990)는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원의 정도에 따라 혁신의 채택이나 실행비용과 혁신이 실패할 경

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느끼는 부담감이 달라지므로 여유자원의 정도에 따라 아이디어

탐색이나 시도 등과 같은 혁신행동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Pattie(1974)는 자원이 고정비용의 형태일 때는 자원과 혁신간의 부적인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

였고, Meyer(1982)는 여유자원은 환경적 동요에 대한 완충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높은 자원을

가진 회사들은 급격한 동요에 대해 혁신필요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 내 여유자

원은 혁신을 방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Handy(1985)는 혁신에 가장 우호적인 것으로 성과

강조, 팀의 스타일과 지위 차별화의 최소화, 유연적 환경에 대한 적응적이고 감각적인 과업문

화를 제안하였다.

개인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개인특성요인과 환경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특성요인과 환경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행동이 일어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처럼 개인 혁신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 혁

신행동의 선행요인을 정리하는 이론적인 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 혁신행동을 크게 개인 특성, 과업 특성, 조직 특성, 관계

특성으로 나누어 혁신행동의 선행요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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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특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혁신행동을 나타내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모호함에 대한 인

내가 높거나 위험선호 성향이 강하거나(Howell & Higgens, 1990) 독립심, 자신감이 높은 특질

을 보이게 된다. 또한, 지능이 높고 창의성이 높거나(Kirton, 1988) 관심의 폭이 넓으며 다면적

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도 혁신행동을 많이 한다. 즉, 구성원이 자기분야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기술적 능력 등은 문제발견 및 해결과 관련되어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Amabile,

1988). 과업 특성 측면에서는 직무의 불확실성이나 직무 자율성(Oldham & Cummomgs, 1996),

업무에 대한 피드백(송정수, 양필석, 2008) 등이 혁신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직 특성 측면을 살펴보면, Kanter(1985)는 혁신에 대한 몰입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의

사결정 과정에서 종업원의 참여, 혁신을 위한 별도의 보상, 혁신을 위한 사전교육, 부서 간 장

벽 완화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혁신에 대한 리더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입, 새로운 아

이디어를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 조성, 비용절감 접근과 위험수용 접근, 정보와

아이디어의 공유풍토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전적인 직무로 지적인 압력을 제공하는 조직분

위기는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Amabile, Conti, Coon, Lazenby, &

Herron(1996)과 Demanpour(1991)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일반구

성원들의 혁신성향도 높다고 하였고, 혁신행동에 대한 긍정적 보상체계(김성국, 백영미, 1998),

조직의 비전 및 목표 제공, 직원들의 이해 및 직무교육 추진(조세형, 윤석천, 2009), 조직의 경

쟁압력, 작업환경의 불확실성, 조직 구성원의 위기의식(Cooper, 1984) 등도 개인 혁신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조직의 규모 및 연령에 따라 혁신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

고(King, 1990), 조직 보유하는 여유자원의 정도(Rogers, 1995; Staw, 1990) 도 혁신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관계 특성 측면에서는 리더십 특성(변혁적 리더십, 참여적 및 호혜적 리

더십 스타일, 관계지향적인 리더십)과 상사 및 동료와의 교환관계가 혁신행동에 선행요인으로

꼽혔는데, 특히 변혁적 리더십과 상사-부하 교환관계를 혁신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사용한 연구

가 가장 많았다. 동료와의 교환관계가 긍정적인 구성원은 개방적 의사소통 지원, 원만한 대인

관계 등을 유지하며 과업수행과정의 구성원 사이에 교환관계의 질이 높다고 지각하는 사람일

수록 혁신행동을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다(<표 Ⅱ-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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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혁신행동 선행요인 연구자

개인

모호함에 대한 인내, 위험선호 성향 Howell & Higgens(1990)

관심의 폭, 다면적인 사고방식,

능력(지식, 기술적 능력)
Amabile(1988)

독립심, 자신감, 지능, 창의성 Kirton(1988)

혁신에 대한 지식 Damanpour(1991)

모호함에 대한 인내심, 위험 선호성향,

독립심, 자신감, 창의성, 다면적 사고방식

김해룡, 양필석(2008)

김일천, 김종우, 이지우(2004)

자기분야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기술적

능력
송정수, 양필석(2008)

과업
직무의 불확실성, 직무 자율성 Oldham & Cummomgs(1996)

업무에 대한 피드백 송정수, 양필석(2008)

조직

의사결정과정의 참여, 별도의 보상, 사전교육,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적극(지속)적 개입,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조직분위기 조성,

비용절감 및 위험수용 접근, 정보와

아이디어 공유 풍토

Kanter(1985)

혁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 적절한 보상 Davila et al(2006)

원활한 의사소통 Damanpour(1991)

창의력을 도전적인 직무로 지적인 압력을

제공하는 조직의 분위기

Amabile, Conti, Coon, Lazenby, &

Herron(1996)

혁신행동에 대한 긍정적 보상체계 김성국, 백영미(1998)

조직의 비전 및 목표 제공, 직원들의 이해

및 직무교육 추진
조세형, 윤석천(2009)

조직의 경쟁압력, 작업환경의 불확실성, 조직

구성원의 위기의식
Cooper(1984)

조직 규모, 연령 King(1990)

조직이 보유하는 여유자원의 정도
Rogers(1995)

Staw(1990)

관계

변혁적 리더십

Howell & Higgins(1990)

임준철, 윤정구(1999)

이화용(2004)

윤대혁, 정순태(2006)

유영식, 심던섭, 양동민, 허영호,

박성수(2009)

문계완, 최석봉, 문재승(2009)

참여적 및 호혜적 리더십 스타일,

관계지향적인 리더십
Kanter(1984)

지원적 감독스타일, 비통제적 감독스타일 Cummings(1996, 1997)

상사의 인정 송정수, 양필석(2008)

상사-부하 교환관계
Graen & Scandura(1987)

Janssen(2005)

자료: 연구자가 정리

<표 Ⅱ-11> 혁신행동의 선행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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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혁적 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

Scott & Bruce(1994)는 혁신행동의 선행요인을 밝히는 연구에서 리더의 지원과 신뢰 및 자

율성 부여가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과 혁신행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Scott & Bruce가 명시한 리더의 행동은 변혁적 리더십의 행동차원과 유사하다. 변혁적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관심을 보여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며, 조직 구성원들이 현재 닥친 문제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개발하도록 자극한다. 또한, 문제

의 인식이나 해결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하게 자극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혁

신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Bass, 1985; Bass & Avolio, 1990). 임준철과 윤정구(1999)는 조직 구

성원에 의해 인식된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기존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업무방식을 수행하도록 동기를 유발시켜 개인의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구명하였다. 또한, 윤대혁과 정순태(2006), 이화용(2004)도 변혁적 리더십

중 영감적 동기부여와 개별적 배려가 조직 구성원의 혁신적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 조직 학습지향성과 혁신행동의 관계

기업의 혁신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선행요인으로 조직의 학습지향적 문화인 조직 학습지

향성을 꼽고 있다. 이러한 조직 학습지향성과 혁신행동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앞서 학습조직과

조직의 혁신과의 영향관계를 먼저 고찰하고자 한다. 조직 학습지향성과 학습조직의 개념은 유

사하게 사용되지만 엄격히 정의하면 그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학습지향적인 조직이 궁극적으로

학습조직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조직 구성원들이 학습을 통해 변화하고 성과를 창출

하기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학습조직에 대해 널리 인식되고 합의된

핵심적인 특징은 학습조직 내에서는 개인과 팀이 공유하고 서로 관련있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하고, 의사소통이 열려있으며 정보가 이용가능하고 공유된다. 또한, 시스템적 사고가 표준이

되고 리더가 학습의 후원자이며 경영진이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이 촉진되고 보상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진다(Swanson, 2009/2010). 학습조직은 학습을 장기적인 조직성과 향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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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 인식하는데(Guns, 1996), Kaiser와 Holton(1999)은 혁신이 학습조직 전략과 성과 사이에

중요한 연결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면서 학습조직 성과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시

장의 불확실성과 경쟁적 조건 하에서 학습조직 전략은 조직, 팀, 개인 단위의 학습결과를 가져

오고 이는 조직 내 혁신을 나타내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경쟁우위 및 재무성과 등의 성과결과

가 나타나게 된다. 즉, 학습은 조직의 혁신을 이끌어내어 장기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학습을 지원하는 조직과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의 노력과 전략을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데, 이 두 조직 모두 정보의 습득, 의미의 생성, 조직 차원의 지식창출 등 ‘지식’을 강조

하고 성과향상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듯 조직 내 학습과 혁신은 상당

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조직이 학습지향성을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조직성과를 제고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는데, 학습지향성의 선행요인 및 결과요인에 대해 연구한 Farrell(1999)은 조직성과

로서 조직몰입, 조직 혁신성, 종업원 단결력을 측정하였고 신상문(1999)은 조직성과를 가시적

성과와 비가시적 성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가시적 성과로는 ROA, ROE, 비가시적 성과

로는 환경적응정도, 혁신성과, 고객만족도를 측정하였을 때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이처

럼 조직 학습지향성과 혁신행동과의 관계를 구명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직 학습지향성을

혁신행동을 일으키는 매개변인로, 혹은 독립변인로 사용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조직수준

의 혁신성을 주로 다루는 연구가 많고, 개인 혁신행동을 다루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조직

학습지향성과 조직 수준의 혁신행동을 다룬 연구들은 학습지향성의 결과변수를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나누어, 재무적 성과로는 시장점유율, 비재무적 성과로는 신제품성공률, 조직

혁신성, 조직몰입, 팀워크, 직무만족, 이직의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혁신

행동을 개인차원에서 다루고 있고, 개인 혁신행동이 개인의 업무나 부서, 그리고 조직의 성과

증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장려하고 실현하는 구성원의 의도적인 행동임을 고

려할 때, 개인 혁신행동과 조직 학습지향성과의 관계를 구명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Nonaka(1991)는 조직이 학습을 강조하는 문화일수록 조직구성원들은 새로운 기술 및 관점을

학습, 개발, 공유하도록 동기부여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Farrell(1999)는 학습조직의 실제적

전제가 새로운 능력과 실험정신, 지속적 교육 그리고 암묵적으로는 혁신프로세스를 촉진시키는

능력을 학습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지라고 정의하였다. 최석봉, 김경환, 문계완(2010)은 변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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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에서 조직 학습지향성의 매개효과를 구명하

였다. 조직 학습지향성의 3가지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혁신행동과의 관계를 설명하면, 박영배,

박형권(2003)은 학습몰입은 기업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식 추구, 지식의 고유 및 창

출 등을 위한 구성원들의 학습에 대한 수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혁신행동 유발의 선행요인으

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조직 구성원간의 비전공유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이해가 바

탕이 된 학습의 방향성은 조직의 혁신노력을 잘 몰입하고 결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개방성

측면에서는, 유연한 사고와 새로운 지식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구성원들이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보다 혁신행동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였다. Galer & Heijden(1992)도 조직의 학습

수용문화는 구성원이 환경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학

습몰입을 강조하였다. 구성원들이 학습몰입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개인의 창

의적 행동을 혁신행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비전공유는 새로운 생각을 잠재적 협력자와 교감

할 수 있기에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조직 구성원들은 비전공유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지향성의 하위요인인 개방성은 구성원들의 새로운 생

각을 조직 내 적용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조직 학습지향성

은 조직 내 구성원들의 새로운 지식 추구, 목표 및 정보의 공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수용

이 개방적이므로 혁신행동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개인 학습지향성과 혁신행동의 관계

개인 학습지향성은 학습의 전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성과 및 조직의 성과에 기여한다는 연구

가 있다. Holton, Bates, & Ruona(2000)은 개인의 학습은 학습전이로 인해 곧 개인의 성과로

나타나며 이는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Farr,

Hofmann, & Ringenbah(1993)은 학습지향성을 가진 조직 구성원은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

며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학습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감정과 업무에 대한 내적동기를 가진다

고 주장하였다.

학습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개인은 업무 수행을 곧 학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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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개인의 성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를 가진다. 따라서 개인 학

습지향성은 업무에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더 나은 업

무수행을 하고자 하는 개인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마.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학습지향성의 관계

Slater & Narver(1995)는 조직 학습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

하였고, 이와 같은 관점으로 Pdeler & Lawler(1991)은 학습조직을 구축하고 조직 내 학습을 촉

진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고 헌신적으로 참여하며 혁신적인 조직 문화가 유지되

도록 하는 리더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최고경영자가 중시하는 가치가 조직의

문화 및 조직 분위기에 반영되는 대기업의 경우 조직의 학습지향적 문화가 조직 구성원 혹은

특정부서의 노력보다는 최고경영자가 어떠한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Byrand(2003)과 Conger & Kanugo(1998)은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인들은 지식공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조직 내 학습분위기를 형성하고 지식을 창조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조직의 비전 및 목표를 뚜렷히 제시하고 재능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과

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조직 구성원들의 잠재력 개발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 문화를 개발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코칭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변혁적

리더의 개별적 배려행동은 조직 내 학습지향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리더의 지

적자극 행동은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기존의 문제해결방식을 탈피하여 창의적인 관점에서 바

라보기를 요구하는데, 이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중시하는 조직

학습지향성의 개방성과 관련이 높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미루어봤을 때, 조직 구성원의 개

개인의 성장과 개발을 이끌어주고 업무수행 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도록 촉진하는 변혁적 리

더십은 조직의 학습을 중시하는 가치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바. 조직 학습지향성과 개인 학습지향성의 관계

학습가치에 대한 조직 차원의 내재화 수준은 기업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조직 구성원에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aparoidamis(2005)는 조직 학습지향성과 개인 학습지향성의 영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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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정의하면서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학습지향성이 개인의 학습지향성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

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직 내에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의사소

통이 열려있으며 조직 차원에서 학습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기업에 속해있는 개인은 학습의 가

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지속적으로 학습의 기회를 탐색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정의

하는 조직 학습지향성은 조직 내 개인들이 형성하는 상향식 조직문화라기보다 조직 내 의사결

정권을 가진 소수에 의해 조직의 가치체계가 결정된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 개인의 학습지향성

이 조직 학습지향성을 형성한다기보다는 경영자나 관리자가 학습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나타

내고 이것이 조직 내 주요 가치로 자리잡아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학습지향성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기업과 같이 기업의 문화가 체계적으로 형성되고 하향식 의사결정방

식이 강한 기업에서는 최고경영자나 관리자가 형성하는 조직의 학습지향성이 조직 구성원 개

개인에게 더 빠르고 강력하게 공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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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모형

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과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 학습지향

성, 개인 학습지향성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그림 Ⅲ-1]과 같은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

다. 이 연구모형에 따르면, 연구대상이 인식한 변혁적 리더십, 조직 학습지향성, 개인 학습지향

성은 혁신행동에 직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학습지향성을 매개

로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 학습지향성은 개인 학습지향성을 매개로 혁신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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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 전체이다. 대기업을 분류

하는 기준은 일치된 바 없으나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중소기업 법에 근거하여 업종별로 상시

종사자 수 및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방법(중소기업청, 2007)

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30대 그룹과 그 계열사 혹은 1000대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법(대한

상공회의소, 2007)이 있다. 중소기업 법에 근거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이 인원수로

만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보 사이트인 코참비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1000대 기업체

리스트를 활용하여 유의표집 대상을 선정하였다. 코참비즈는 전국 71개 상공회의소의 네트워크

를 통해 가장 종합적이며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공되는 1000대

기업체 리스트는 유가증권/코스닥 상장기업 및 외부감사법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 및 자산총

계를 기준으로 하기에, 이를 통해 상시종사자 수와 자산규모 및 매출액에서 대기업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연구의 대상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정확한 모집단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

기에, 이 연구에서는 비확률적표집(non-probability sampling) 중 유의표집(purpose sampling)

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확률적표집의 경우 신뢰도에 따른 적절한 표본 크기에 대한

통계적인 규칙이 있으나, 비확률적표집의 경우에는 일반화를 위해 더 큰 표본이 필요하다는 지

침 외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McMillan & Schmacher, 2006).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의 경우 적정 표집수는

모델의 복잡성, 크기, 통계적 검정력, 모델적합도, 다변량 정규성의 충족여부, 추정법에 따라 달

라지는데 가능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것이 권유된다(배병렬, 2010).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추정법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 방식은 표집크기가 최소

100개에서 150개로 추천되며, 표본크기가 커지면 민감하게 반응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나빠진다.

또한, 모집단 수와 관계없이 300개 정도의 표집이면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업종 카테고리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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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인인 혁신행동이 어느 정도 변산

(variance)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변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 무응답이나 불성실 응

답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0명을 표집하였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요건을 충

족시키는 47곳을 대상으로 각 15부 내외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3.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변

혁적 리더십, 조직 학습지향성, 개인 학습지향성, 혁신행동,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경우 성별, 연령, 학력, 업종, 직급, 근무경력, 직무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

를 구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표 Ⅲ-1> 참조).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도구들을 사용하였는데, 대기업 사무

직 종사자들이 응답하기 적합하게 조사도구의 문장을 조금 수정하였다. 조사도구의 수정 후,

본래 측정하고자 하는 의미가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을 전공한 교수 1

명과 박사 1명에게 안면타당도 검증을 받았고 검토 결과 도출된 피드백을 반영하였다.

구분 문항수 문항번호

변혁적 리더십

이상적 영향력

20

8 Ⅰ. 1～8

영감적 동기부여 4 Ⅰ. 9～12

지적자극 4 Ⅰ. 13～16

개별적 배려 4 Ⅰ. 17～20

조직 학습지향성

학습몰입

13

5 Ⅱ. 1～5

비전공유 5 Ⅱ. 6～10

개방성 3 Ⅱ. 11～13

개인 학습지향성 9 Ⅲ. 1～9

혁신행동

아이디어 개발

9

3 Ⅳ. 1～3

아이디어 홍보 3 Ⅳ. 4～6

아이디어 실현 3 Ⅳ. 7～9

<표 Ⅲ-1> 조사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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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CFA)는 주로 조사도구의 구인타당도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얻기 위해 설

정되는 측정모형 중의 하나이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 모

형의 적합도 지수 평가를 위해 모형이 자료에 통계적으로 부합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 연

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다음과 같다(<표 Ⅲ-2> 참조).

신뢰하기 어려운 적합도 지수인 를 제외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절대적합지수

RMSEA(0.095), GFI(0.917)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AGFI(0.860)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분적합지수 NFI(0.951), CFI(0.962), TLI(0.947)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간명적합지수

PRATIO(0.709), PNFI(0.675), PCFI(0.682) 역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적합도 분

석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분 판단기준 측정값 해석

절대적합지수

 > .05
162.170(df=39,

p=.000)
미적용

RMSEA ≤ .10 .095 적합

GFI ≥ .90 .917 적합

AGFI ≥ .90 .860 양호

증분적합지수

NFI ≥ .90 .951 적합

CFI ≥ .90 .962 적합

TLI ≥ .90 .947 적합

간명적합지수

PRATIO ≥ .60 .709 적합

PNFI ≥ .60 .675 적합

PCFI ≥ .60 .682 적합

<표 Ⅲ-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모형이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형 내의 모수치 추정 경과를 경로도형과 도표

로 요약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그림 Ⅲ-2] 참조).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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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배려를 하위 측정변인으로 하는 이론변인은 변혁적 리더십이고, 학습몰입, 비전공유, 개

방성을 측정변인으로 하는 이론변인은 조직 학습지향성이다. 개인 학습지향성은 측정변인이 곧

이론변인이 되고, 아이디어 개발,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실현을 하위 측정변인으로 하는 이론

변인은 혁신행동에 해당한다. 네 개의 이론변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Ⅲ

-3> 참조).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기각률 
(C.R)

표준화 
계수

하한선 상한선

변혁적 리더십

개별적 배려 ← 변혁적 리더십 1 .886＊＊ .860 .911

이상적 영향력 ← 변혁적 리더십 1.555 .064 24.478 .897＊ .870 .918

영감적 동기부여 ← 변혁적 리더십 .762 .035 21.646 .844＊ .808 .867

지적자극 ← 변혁적 리더십 .847 .040 21.071 .832＊ .795 .862

조직 학습지향성
개방성 ← 조직 학습지향성 1 .861＊＊ .830 .892

학습몰입 ← 조직 학습지향성 1.773 .087 20.444 .845＊＊ .812 .876

비전공유 ← 조직 학습지향성 1.555 .069 22.440 .891＊＊ .886 .916

개인 학습지향성
개인 학습지향성 ← e8 1 .437＊ .412 .461

혁신행동
아이디어 실현 ← 혁신행동 1 .884＊＊ .859 .910

아이디어 개발 ← 혁신행동 .933 .042 21.998 .865＊＊ .834 .898

아이디어 홍보 ← 혁신행동 1.051 .045 23.474 .899＊ .876 .922

<표 Ⅲ-3>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각각의 경로계수마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S.E: Standard Error), 기각률(C.R: Critical

Ratio), 표준화 계수, 하한선 및 상한선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경로계수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 부하량은 표준화 계수와

비표준화 계수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 이 때 표준화 계수는 모두 동일한 분산을 가지며 최대

1.0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표준화 계수는 회귀분석의 베타()처럼 효과크기(effect size)의 의

미를 갖는다. 0에 가까운 표준화계수는 효과가 거의 없음을 의미하며, 계수의 값이 증가하는

것은 인과관계에 있어서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반면 비표준화 계수는

개념이 척도의 관점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다중회귀분석에서의 회귀계수와 동일하며, 계수 간의

비교가 어렵다. 또한 기각률은 추정치를 표준오차로 나눈 값으로 1.96보다 큰 값일 때 귀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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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모형의 관찰변인들의 요인부하량, 즉, 표준화 계

수가 0.437 ~ 0.899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계수의 하한선과 상한선의 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귀무가설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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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혁신행동 측정도구 

혁신행동은 Janssen(2000)에 의해 개발되어 박오수, 고동운(2008), 백유성, 최계명, 박진현

(2011) 등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박오수, 고동운(2008)의 연구

에서 전체문항의 Cronbach’s 는 0.970이였고, 백유성, 최계명, 박진현(2011) 연구에서는 0.971

로 나타나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측정양식으로는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Janssen(2000)의 도구를 활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문항의 Cronbach’s 는

0.905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별로 아이디어 개발 0.875, 아이디어 홍보 0.838, 아이디어 실현

0.830으로 나타났다. 본조사 결과 전체문항의 Cronbach’s 는 0.934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별

로 아이디어 개발 0.855, 아이디어 홍보 0.850, 아이디어 실현 0.843으로 나타났다(<표 Ⅲ-4>

참조).

구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

예비조사(n=34) 본조사(n=353)

아이디어 개발 3 .875 .855

아이디어 홍보 3 .838 .850

아이디어 실현 3 .830 .843

<표 Ⅲ-4> 혁신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다. 변혁적 리더십 측정도구

변혁적 리더십 측정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

더십 수준을 인식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Bass & Avolio(1995)가 개발하여 유호상(2011)이 번안

한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로 구성된 조사도구이다. 총 2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호상(2011)의 연구에서는 전체문항의 Cronbach’s 가 .96으로 나타나 높

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측정양식으로는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Bass & Avolio(1995)의 도구를 활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문항의 Cronbach’s 

는 0.917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별로 이상적 영향력은 0.838, 영감적 동기부여는 0.809, 지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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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은 0.781, 개별적 배려는 0.816으로 나타났다. 본조사 결과 전체문항의 Cronbach’s 는 0.957

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별로 이상적 영향력은 0.906, 영감적 동기부여는 0.827, 지적자극은

0.890, 개별적 배려는 0.891로 나타났다(<표 Ⅲ-5> 참조).

구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

예비조사(n=34) 본조사(n=353)

이상적 영향력 8 .838 .906

영감적 동기부여 4 .809 .827

지적자극 4 .781 .890

개별적 배려 4 .816 .891

<표 Ⅲ-5> 변혁적 리더십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라. 조직 학습지향성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조직 학습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강호(2008)가 Skikula, Baker, &

Noordewier(1997), Baker & Sinkula(1999), Calanton, Cavusgil, & Zhao(2002)의 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조직 학습지향성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김강호(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계수는

.899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조사도구를 사용한 류현주(2012)의 연구에서는 .881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준을 나타냈다. 학습몰입 5문항, 비전공유 5문항, 개방성 3문항으로 총 13개 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김강호(2008)와 류현주(2012)의 연구에서 활용된 동일한 도구를 활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문항의 Cronbach’s 는 0.937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별로 학습몰입은 0.891, 비전공유

는 0.867, 개방성 0.819로 나타났다. 본조사 결과 전체문항의 Cronbach’s 는 0.938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별로 학습몰입은 0.916, 비전공유는 0.850, 개방성 0.757로 나타났다(<표 Ⅲ-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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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

예비조사(n=34) 본조사(n=353)

학습몰입 5 .891 .916

비전공유 5 .867 .850

개방성 3 .819 .757

<표 Ⅲ-6> 조직 학습지향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마. 개인 학습지향성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개인 학습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강호(2008)가 Sujan(1994), Button(1996),

VandeWall(1997), Port(1996)의 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개인 학습지향성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김강호(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계수는 .808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개인

학습지향성은 단일차원의 도구이며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김강호(2008)의 연구에서 활용된 동일한 도구를 활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Cronbach’s 는 0.700으로 나타났고, 본조사 결과 Cronbach’s 는 0.816으로 나타나 신뢰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7> 참조).

구인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

예비조사(n=34) 본조사(n=353)

개인 학습지향성 9 .700 .816

<표 Ⅲ-7> 개인 학습지향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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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의 수집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우편조사, 방문조사 및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2012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9일간 실시되었고, 본조사는 2012년 10월 8일부터 22일

까지 총 15일간 실시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유의표집을 통해 선정된 기업의 협력자 1인을 섭외

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방문조사는 미리 약속한 날짜에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협력자의 도움을 통해 질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소정의 상품을 설문지와 함께 동봉하였고 설문에 참여한 각 기업의 협력자 1인에게 소정의 답

례를 하였다. 이를 통해 총 406개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이 중 불성실 응답, 중복응답, 미응답

및 이상치 등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353개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5. 자료의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

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이 연구에 적용한 통계방법을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 <표 Ⅲ-8>과 같다.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과 혁신행동, 변혁적 리더십, 조직 및 개인 학습지향성의 기술적 통계량

을 구명하는 데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 방법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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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자료 분석 방법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관찰 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가설 1.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과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조

직 학습지향성, 개인 학습지향성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구조방정식

가설 2.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 학

습지향성, 개인 학습지향성은 혁신행동에 직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혁신

행동에 직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 학습지향성은 혁신행동에 직접

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개인 학습지향성은 혁신행동에 직접

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학습지향성을 매개로 혁신행동에 간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 학습지향성은 개인 학습지향성을

매개로 혁신행동에 간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Ⅲ-8> 연구가설에 따른 자료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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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남성(80.5%)이였으며, 연령은

20~40대가 주를 이루었다.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76.4%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이상이

12.5, 전문대졸이 7.4%, 고졸 3.7% 이었다. 직급은 일반사원이 37.4%로 가장 많았고, 과장, 차장

급이 30.9%, 대리, 주임급이 21.2%, 부장급 10.5% 이었다. 근속년수는 1년 이상~3년 미만이

26.6%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17.3%, 15년 이상~20년 미만이 14.7% 이었다. 사기업 및 공

기업 구분에서는 사기업이 68.5% 였고 공기업은 31.5% 이었다. 업종은 건설업이 40.2%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2.1%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직종은 기획·관리·총무·인사가 32.0%, 영업·마케

팅이 19.8%, 서비스·고객관리가 12.7%, 연구개발이 7.1%, 기타가 28.3%을 차지하였다(<표 Ⅳ

-1> 참조).



- 56 -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284 80.5

여 69 19.5

연령

20대 89 25.2

30대 143 40.5

40대 93 26.3

50대 28 7.9

학력

고졸 13 3.7

전문대졸 26 7.4

4년제 대졸 270 76.4

대학원이상 44 12.5

직급

일반사원 132 37.4

대리, 주임급 75 21.2

과장, 차장급 109 30.9

부장급 37 10.5

근속년수

1년 미만 61 17.3

1년 이상 ~ 3년 미만 94 26.6

3년 이상 ~ 6년 미만 47 13.3

6년 이상 ~ 9년 미만 42 11.9

9년 이상 ~ 12년 미만 14 4.0

12년 이상 ~ 15년 미만 9 2.5

15년 이상 ~ 20년 미만 52 14.7

20년 이상 34 9.6

공기업 및 
사기업

공기업 111 31.5

사기업 242 68.5

업종

제조업 78 22.1

건설업 142 40.2

광업 60 17.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 5.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0 8.5

기타 23 6.5

직종

기획·관리·총무·인사 113 32.0

영업·마케팅 70 19.8

연구개발 25 7.1

서비스·고객관리 45 12.7

기타 100 28.3

소계 353 100.0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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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및 정규성 검증

가.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인은 혁신행동, 변혁적 리더십, 조직 및 개인 학습지향성이며, 관

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혁신행동은 아이디어 개발 3.69,

아이디어 홍보 3.58, 아이디어 실현 3.59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변혁적 리

더십은 이상적 영향력 3.91, 영감적 동기부여 3.90, 지적자극 3.71, 개별적 배려 3.62로 다소 높

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조직 학습지향성은 학습몰입 3.63, 비전공유 3.73, 개방성 3.64, 개인 학

습지향성은 3.92로 나타나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Ⅳ-2> 참조).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환산평균

혁신행동

아이디어 개발 11.08 2.066 5 15 3.69

아이디어 홍보 10.74 2.240 3 15 3.58

아이디어 실현 10.78 2.167 6 15 3.59

변혁적 
리더십

이상적 영향력 15.63 2.761 8 20 3.91

영감적 동기부여 15.63 2.761 8 20 3.90

지적자극 14.87 3.109 6 20 3.71

개별적 배려 10.92 3.451 4 15 3.62

조직 
학습지향성

학습몰입 18.18 4.17 6 25 3.63

비전공유 35.32 3.470 10 25 3.73

개방성 10.92 2.308 4 15 3.64

개인 학습지향성 35.32 4.382 24 45 3.92

<표 Ⅳ-2>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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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찰변인의 정규성 분석

관찰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변량 정규성(uni-variate normality)과 다변량 정규

성(multi-variate normality)을 분석한 결과 <표 Ⅳ-3>과 같다. 일변량 정규성은 변인의 분포에

초점을 두며,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통해 판단한다. 왜도와 첨도에 따른 기각률은

검증 통계량과 같으며 각 c.r.값의 절대 값이 1.96 이상일 경우 유의수준 5%에서, 절대 값이

2.58 이상일 경우 유의 수준 1%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다변량 정규성의 경우 c.r.값의 절대값

이 1.96 이하일 때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한다(Mardia, 1980). 이 연구에서 11개의 관찰변인 중

왜도 c.r.값의 절대값이 2.58 이상인 변인은 이상적 영향력이었고, 첨도 c.r.값의 절대값이 2.58

이상인 변인은 영감적 동기부여, 비전공유인 것으로 나타나 일변량 정규성을 만족시키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정규성에 있어서는 다변량 첨도 c.r.값이 9.264(첨도지수: 16.678)로

나타나 정규성을 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료가 다변량 정규성을 이탈할 경우 최대 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에

의해 모수를 추정하게 되면 표준오차와 값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변량 정규성

을 이탈하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최소자승법(GLS), 점근분포자유법(ADF), AMOS에

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배병렬, 2009). 이 중 부트

스트래핑은 비정규자료를 처리하는 데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Nevit &

Hancock, 2001), 이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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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in max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지수 c.r. 지수 c.r.

혁신 행동

아이디어 개발 5 15 .004 .031 -.375 -1.438

아이디어 홍보 3 15 -.202 -1.551 -.096 -.367

아이디어 실현 6 15 -.036 -.274 -.539 -2.067

변혁적 
리더십

이상적 영향력 11 40 -.347 -2.663 -.134 -.513

영감적 동기부여 8 20 -.213 -1.631 -.684 -2.623

개별적 배려 4 20 -.329 -2.521 -.253 -.971

지적자극 6 20 -.319 -2.449 -.375 -1.438

조직 
학습지향성

학습몰입 6 25 -.285 -2.189 -.522 -2.004

비전공유 10 25 -.163 -1.247 -.694 -2.663

개방성 4 15 -.183 -1.407 -.351 -1.347

개인 학습지향성 24 45 -.134 -1.027 -.509 -1.953

다변량 정규성 16.678 9.264

<표 Ⅳ-3> 관찰변인의 정규성 검증

다.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검증

구조방정식의 분석에 앞서 관찰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다중공선성 진단은 공차와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공차가 0.1 이상이

이고 분산팽창지수(VIF)가 10 이하일 때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각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는 0.317~0.746의 값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

(VIF)는 1.341~3.156으로 나타나 모든 관찰변인이 공차 0.1 이상, 분산팽창지수(VIF) 10 이하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에 사용한 관찰변인들은 다중공선성

을 유발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별되었다(<표 Ⅳ-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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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차 분산팽창지수(VIF)

혁신 행동
아이디어 개발 - -

아이디어 홍보 .576 1.736

아이디어 실현 .326 3.069

변혁적 리더십

이상적 영향력 .493 3.084

영감적 동기부여 .317 3.156

개별적 배려 .408 2.449

지적자극 .329 3.040

조직 학습지향성

학습몰입 .317 3.156

비전공유 .615 1.625

개방성 .658 1.519

개인 학습지향성 .746 1.341

주) 종속변수: 아이디어 개발

<표 Ⅳ-4>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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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분석 및 모형 수정

가.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 변혁적 리더십, 조직 및 개인 학습지향성 변인 간의 가설

적 모형이 주어진 경험자료 예측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적 인과모형이 실제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전반적인 적합도

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ices),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

는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ices), 모형의 간명도와 관련된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로 분류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값만을 선택하여 보고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이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적합도 지수인  통계량(자유도, p-value)와 함께 절

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를 각각 적어도 한 개는 보고하는 것이 권장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절대적합지수로  , RMSEA, GFI, AGFI 값을 사용하였고, 증분적합지수로는 NFI, CFI,

TLI 값을, 간명적합지수로는 PRATIO, PNFI, PCFI 값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보고하고자 한다.

가설 1. 대기업 사무직종사자의혁신행동과최고경영자의변혁적리더십, 조직 및 개인 학습

지향성에관한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인과관계를예측하기에적합할 것이다.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 카이자승값()은 162.220(df=40, p=0.000)으로

모형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카이자승값()은 표본의 크기와 측정변수들의 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가 과도하게 추정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들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인 RMSEA는 0.093, GFI는 0.917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GFI는 0.863으로 나타나 판단기준보다 낮지만 양호한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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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적합지수인 NFI는 0.951, CFI는 0.963, TLI는 0.949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명적합

지수인 PRATIO는 0.727, PNFI는 0.692, PCFI는 0.700으로 판단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 또한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카이자승값()을 제외한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

족하고 있어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Ⅳ-5>, [그림

Ⅵ-1] 참조).

구분 판단기준 측정값 해석

절대적합지수

 > .05
162.220(df=40,

p=0.000)
미적용

RMSEA ≤ .10 0.093 적합

GFI ≥ .90 0.917 적합

AGFI ≥ .90 0.863 양호

증분적합지수

NFI ≥ .90 0.951 적합

CFI ≥ .90 0.963 적합

TLI ≥ .90 0.949 적합

간명적합지수

PRATIO ≥ .60 0.727 적합

PNFI ≥ .60 0.692 적합

PCFI ≥ .60 0.700 적합

<표 Ⅳ-5>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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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가설적 모형의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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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설적 모형 수정 및 최종모형 설정

이 연구의 가설적 모형이 경험적 자료를 설명하기에 대체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

나, 모형의 적합도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모형수정

(model modification)을 실시하였다. 가장 높은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를 갖는 변수

들 간에 공분산이나 인과관계를 수정하여 단계적으로 모형적합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할 경

우, 그러한 관계가 논리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타당한 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수정지수는

산술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므로, 아무리 높은 수정지수 값을 갖는

다고 하더라도 변수 간 관계의 설정이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면 모형수정을 사용하는 것

은 옳지 않다(이학식, 임지훈, 2011).

이 연구에서는 먼저 수정지수(M.I.) 및 모수변화(Parameter Change: Par Change)를 참고하

여 모형수정의 수리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수정지수(M.I.) 및 모수변화(Parameter Change: Par

Change)의 값이 높은 순위로 오차항의 상관여부를 검토하였다. 우선 변혁적 리더십의 이상적

영향력과 영감적 동기부여의 측정오차 간 상관을 추가할 경우 M.I.: 38.044, Par Change: 1.389

이었고, 변혁적 리더십의 개별적 배려와 조직 학습지향성의 학습몰입의 측정오차 간 상관을 추

가할 경우 M.I.: 20.343, Par Change: 1.068이었다(<표 Ⅳ-6> 참조). 수리적 근거 외에도 변혁

적 리더십의 이상적 영향력과 영감적 동기부여, 변혁적 리더십의 개별적 배려와 조직 학습지향

성의 학습몰입의 개념이 상당히 긴밀한 것을 고려했을 때 측정오차 간 상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상적 영향력과 영감적 동기부여, 개별적 배려와 학습몰입 간

상관을 추가한 1차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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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항 M.I. Par Change

이상적 영향력 ↔ 영감적 동기부여 38.044 1.389

개별적 배려 ↔ 조직 학습지향성 23.739 .950

개별적 배려 ↔ 학습몰입 20.343 1.068

이상적 영향력 ↔ 조직 학습지향성 14.124 -1.088

영감적 동기부여 ↔ 개별적 배려 13.184 -.550

이상적 영향력 ↔ 개인 학습지향성 10.310 1.647

지적자극 ↔ 혁신행동 10.029 .416

개방성 ↔ 지적자극 9.703 .403

지적자극 ↔ 비전공유 9.370 -.555

이상적 영향력 ↔ 아이디어 홍보 9.022 -.517

개방성 ↔ 개인 학습지향성 8.806 -.735

개별적 배려 ↔ 개인 학습지향성 7.654 -.952

개인 학습지향성 ↔ 아이디어 홍보 7.313 -.605

아이디어 홍보 ↔ 개인 학습지향성 7.199 -.657

이상적 영향력 ↔ 개방성 6.131 -.467

영감적 동기부여 ↔ 비전공유 6.090 .388

영감적 동기부여 ↔ 아이디어 홍보 5.917 -.248

이상적 영향력 ↔ 혁신행동 5.779 -.461

개방성 ↔ 혁신행동 5.751 .221

지적자극 ↔ 개인 학습지향성 5.593 -.830

지적자극 ↔ 아이디어 홍보 5.474 .276

개별적 배려 ↔ 개인 학습지향성 5.067 -.841

이상적 영향력 ↔ 개인 학습지향성 4.869 1.230

이상적 영향력 ↔ 개별적 배려 4.682 -.542

영감적 동기부여 ↔ 개방성 4.601 -.240

<표 Ⅳ-6> 오차항간의 M.I. 및 Par Change의 값

다음으로 계수의 유의성을 참고하였다. 가설적 모형 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변혁적 리더십 → 혁신행동의 경로계수를 삭제하여 수정모형2로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그러나 모형 적합도 지수의 값이 크게 변화하기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정모형1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초기모형에 비해 대부분의 적합도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AGFI 값은 적합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수정모형2를 실시하였을때는

그 값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변혁적 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 있어 이론적 근

거가 타당함으로 수정모형1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표 Ⅵ-7>, [그림 Ⅵ-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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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단기준 초기모형 수정모형1 수정모형2

절대적합지수

 > .05
162.220(df=40,

p=0.000)

95.017(df=38,

p=0.000)

95.126(df=39,

p=0.000)

RMSEA ≤ .10 0.093 0.065 0.064

GFI ≥ .90 0.917 0.953 0.953

AGFI ≥ .90 0.863 0.919 0.921

증분적합지수

NFI ≥ .90 0.951 0.971 0.971

CFI ≥ .90 0.963 0.983 0.983

TLI ≥ .90 0.949 0.975 0.976

간명적합지수

PRATIO ≥ .60 0.727 0.691 0.709

PNFI ≥ .60 0.692 0.671 0.689

PCFI ≥ .60 0.700 0.679 0.697

<표 Ⅳ-7> 가설적 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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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최종 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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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행동과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 학습지향성, 개인 학습지향성 

간의 영향관계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과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 학습지향성, 개인 학

습지향성의 관계에서 각 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종모형의 경로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 가설별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8> 참조).

경로유형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기각률 하한선 상한선

변혁적 리더십 → 혁신행동 -.046 .078 -.335 -.372 .161

조직 학습지향성 → 혁신행동 .514＊＊ .074 3.569 .301 .850

개인 학습지향성 → 혁신행동 .407＊ .026 7.180 .284 .496

변혁적 리더십 → 조직 학습지향성 .909＊＊ .050 20.497 .884 .942

조직 학습지향성 → 개인 학습지향성 .534＊＊ .065 9.267 .456 .625
＊p<.05, ＊＊p<.01, ＊＊＊p<.001

<표 Ⅳ-8> 혁신행동과 관련 변인간의 영향관계

가설 2-1.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직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의 경로계수 는 -.046(p=.737)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최고경영

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직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은 기각하고

영가설을 채택하였다.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개인의 혁신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대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이상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영감적 동기부여를 하며 조

직 구성원들에게 지적 자극을 주고 개별적 배려를 하는 것이 개인의 혁신행동 수준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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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2.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 학습지향성은 혁신행동에 직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에 대한 조직 학습지향성의 경로계수 는 .514((p=.000)이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

식한 조직 학습지향성이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개인이 인식한 조직 학습지향성이 개인의 혁신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조직 내에

서 학습을 중요시하고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개방적인 조직의 가치

가 개인의 업무행동에서의 혁신적 아이디어 개발, 홍보, 실현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

미한다.

가설 2-3.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개인 학습지향성은 혁신행동에 직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에 대한 개인 학습지향성의 경로계수 는 .407((p=.000)이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

식한 개인 학습지향성이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은 채택되었다.

개인이 인식한 개인 학습지향성이 개인의 혁신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개인이 학

습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개인의 업무행동에서의 혁신적 아이디어 개발, 홍보, 실현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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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혁신행동과 관련 변인의 관계에서 조직 및 개인 학습지향성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분석은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를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산출

하여 판단한다. 직접효과는 한 변인이 어떤 변인을 거치지 않고 다른 변인에 직접적으로 미치

는 영향의 크기이고, 간접효과는 한 변인이 어떤 변인을 거쳐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이다.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것이다(이학식, 임지훈, 2011). 매개효과에 대한 판

단은 우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하여 간접효과가 유의할 경우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

단한다. 이때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나올 경우 완전 매개를 의미하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동시에 유의하게 나타나면 부분매개를 의미한다.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변혁적 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조직 학습지향성의 매개효과

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9> 참조).

구분 경로유형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독립-매개 변혁적 리더십 → 조직 학습지향성 .909＊＊ - -

매개-종속 조직 학습지향성 → 혁신행동 .514＊＊ - -

독립-종속 변혁적 리더십 → 혁신행동 -.046 .467＊＊＊ .421＊＊＊

＊p<.05, ＊＊p<.01, ＊＊＊p<.001

<표 Ⅳ-9> 최종 구조모형 내 변혁적 리더십과 혁신행동 관계에 있어 매개효과

가설 3.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학습지향성을

매개로 혁신행동에 간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 학습지향성을 통해 혁

신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467(0.909×0.514)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과 혁신행동과의 관계에서 조

직 학습지향성의 매개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영가설은 기각되었으며,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학

습지향성을 매개로 하여 혁신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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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한편, 변혁적 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서,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학습지향성을 매개로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효과를 가진다.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조직 학습지향성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개인 학습지향성의 매개효

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10> 참조).

구분 경로유형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독립-매개 조직 학습지향성 → 개인 학습지향성 .534＊＊ - -

매개-종속 개인 학습지향성 → 혁신행동 .407＊ - -

독립-종속 조직 학습지향성 → 혁신행동 .514＊＊ .217＊＊＊
.731

＊＊＊
＊p<.05, ＊＊p<.01, ＊＊＊p<.001

<표 Ⅳ-10> 최종 구조모형 내 조직 학습지향성과 혁신행동 관계에 있어 매개효과

가설 4.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 학습지향성은 개인 학습지향성을 매개로

혁신행동에 간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 학습지향성이 개인 학습지향성을 통해 혁신행동에 미

치는 간접효과는 0.217(0.534×0.407)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 학습지향성과 혁신행동과의 관계에서 개인 학습지향성의 매개효

과는 없을 것이라는 영가설은 기각되었으며, 조직 학습지향성은 개인 학습지향성을 매개로 하

여 혁신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채택되었다. 한편, 조직 학

습지향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서, 조직 학습지향성은 개인 학습지

향성을 매개로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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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 및 개인

학습지향성은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에 직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및 개인 학습지향성을 매개로 대

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에 간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조직 및 개인 학습지향성은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에 직접적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과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

동에는 직접적 정적인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

한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학습지향성을 매개로 혁신행동에 간접적 정적인 영향

을 미쳤으며, 조직 학습지향성은 개인 학습지향성을 매개로 혁신행동에 간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대기업 환경 속에서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직

접적으로 이끌어낼 수 없고, 학습을 강조하며 새로운 기술 및 관점을 개발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조직의 문화와 개인 학습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개인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 변혁적 리더십의 혁신행동에 대한 영향관계

이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직접적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

의 인식이나 해결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하게 자극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에게 심

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업무방식을 수행하도록 동기를

유발시켜 개인의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들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Bass, 1985; Bass & Avolio, 1990; 임준철, 윤정구, 1999; 이화진, 2005).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는 조직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 변혁적 리더십을 나타내는 대상을 각 기업의 최고경영자로 설정하였다. 기업의 최고경

영자의 신념과 행동은 조직 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조직이 대규모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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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더십의 영향권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와 조직 구성

원 개개인간에 직접적인 대응이 많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최고경영자의 내재적 가치와 신념은

기업의 핵심가치를 형성하고 조직 분위기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조직 구성원 개인의 혁신행동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조직 학습지향성의 혁신행동에 대한 영향관계

이 연구에서는 조직의 학습지향성이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

구 결과, 조직 학습지향성은 조직 구성원 개인의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onaka, 1991; 최석봉, 김경환, 문계완, 2010; 박

영배, 박형권, 2003).

따라서 학습을 강조하는 조직의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 및 관점을 개

발 및 공유하도록 동기부여하여 개인의 혁신행동을 이끌어냄을 알 수 있다. 조직 학습지향성의

조직 외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 구성원들의 새로운 생각을 조직 내 적용될 수 있

도록 하여 개인의 혁신행동을 나타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다. 개인 학습지향성의 혁신행동에 대한 영향관계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학습지향성이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

구 결과, 개인 학습지향성은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수행을 곧 학습의 과정이라고 여기는 개인 학습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개인은 업무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형성하고 이는 곧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더 나은 업무수

행을 하고자 하는 혁신행동을 이끌어 낸다고 판단할 수 있다.

라. 변혁적 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조직 학습지향성의 매개효과

이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조직 학습지향성의 매개효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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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변혁적 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조직 학습지향성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조직 학습지향성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연구결과

는 최석봉, 김경환, 문계완(2010)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변

혁적 리더십은 조직 내 학습을 중시하고 장려하는 문화 및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결과

적으로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업무행동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홍보 및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 조직 학습지향성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개인 학습지향성의 매개효과

이 연구에서는 조직 학습지향성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개인 학습지향성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조직 학습지향성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개인 학습지향성이 부

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이 열려있으며 조직 차원에서

학습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기업에 속해있는 조직 구성원 개인은 학습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받

아들이고 지속적으로 학습의 기회를 탐색하게 되며, 그 결과 개인의 업무행동에서 새로운 아이

디어를 개발, 홍보 및 적용하는 혁신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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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과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 및

개인 학습지향성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과 최고경영자의 변혁

적 리더십, 조직 학습지향성, 개인 학습지향성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 학습지향성, 개인 학습지향성은 혁신행동에 직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대

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학습지향성을 매개로 혁신

행동에 간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 학습지

향성은 개인 학습지향성을 매개로 혁신행동에 간접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전체이다. 그러나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정한 1,000대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연구의 모집단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의

표집을 활용하여 50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혁신행동, 변혁적 리더십, 조직 학습지향성, 개인 학습지향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

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혁신행동은 Janssen(2000)에 의해 개발되어 박오수, 고동

운(2008), 백유성, 최계명, 박진현(2011) 등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

고, 아이디어 개발 3문항, 아이디어 홍보 3문항, 아이디어 실현 3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아이디어 개발

0.855, 아이디어 홍보 0.850, 아이디어 실현 0.843으로 나타났고, 혁신행동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

수는 0.934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은 Bass & Avolio(1995)가 개발하여 유호상(2011)이 번

안한 이상적 영향력 8문항, 영감적 동기부여 4문항, 지적자극 4문항, 개별적 배려 4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고,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내적일치

도 계수는 이상적 영향력은 0.906, 영감적 동기부여는 0.827, 지적자극은 0.890, 개별적 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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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1로 나타났고, 변혁적 리더십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는 0.957로 나타났다. 조직 학습지향성

은 김강호(2008)가 개발한 학습몰입 5문항, 비전공유 5문항, 개방성 3문항으로 총 13개 문항으

로 구성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

는 학습몰입은 0.916, 비전공유는 0.850, 개방성 0.757로 나타났고, 조직 학습지향성 전체 내적일

치도 계수는 0.938로 나타났다. 개인 학습지향성은 9문항으로 구성된 단일변인으로 김강호

(2008)가 개발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내적일치도 계수는 0.816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수집은 2012년 9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이루어졌고 총 5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

었으며 19개의 기업에서 총 406개의 자료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불성실 응답, 중복응답, 미응답

및 이상치 등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353개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0.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와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고,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과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 학습지향성, 개

인 학습지향성에 관한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조직 학습지향성(=0.514), 개인 학습지향성(=0.407)은 혁신

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변혁적 리더십의 혁신행동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과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에서 조직 학

습지향성은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학습지향성을 매개로 하였을

때 혁신행동에 0.665의 간접효과를 가졌고, 그 결과 0.619의 총효과가 있었다.

넷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과 조직 학습지향성의 관계에서 개인 학습지향성은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조직 학습지향성은 개인 학습지향성을 매개로 하였을 때 혁신행

동에 0.217의 간접효과가 있었고, 그 결과 0.731의 총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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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혁신행동과 관련 변인간의 인과관계 모형은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

를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 관계를 타당

하게 예측한다. 따라서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 학

습지향성, 개인 학습지향성은 혁신행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하고, 변인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충분

한 예측 타당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조직 학습지향성, 개인 학습지향성은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정

적 영향을 미치지만, 변혁적 리더십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의 혁신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학습을 중시하는 조직 학습지향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구성원이 주어진 업무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특성을 개발 및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기업 최고경

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변혁적 리더십의 정도

에 따라 혁신행동의 수준이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혁신행동을 강화하기 위

해서 조직 학습지향성과 함께 다른 매개변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학습지향성을 매

개하여 혁신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변혁적 리더

십은 조직 학습지향성의 정도에 따라 혁신행동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 학습지향성은 개인 학습지향성을 매개하여 혁신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 학습지향성의 수준

이 높으면 이는 개인 학습지향성에도 영향을 주며 이는 곧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이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내 개인의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지 않으며, 조직 학습지향성을 매개하였을 때 개인의 혁신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

한, 변혁적 리더십에 의해 강화된 조직 학습지향성은 직접적으로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

지만, 개인의 학습지향성을 자극하여 개인의 혁신행동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조직 내 개인의 혁신행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차원의 학습가치를 중요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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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원의 학습을 장려하고 지원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제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 설정에 있어 연

구 대상을 더욱 세분화하여 집단 간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분하여 인과적 관계

를 구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각 변인 간의 관계에서 업종 및 직무 등 집단 특성의 차이에

서 기인하는 영향이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사무직 종사자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세분화하여 변

인 간의 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대상 설정에 있어 중소규모의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

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고경영자와 조직 구성원이 대응할 기회가 많아 변혁적 리더십

이 개인의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중소규모 기업

의 종사자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구명하여 중소기업 내 혁신행동에 대한

시사점을 줄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행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현장에의 실천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차원에서 혁신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학습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해 줄 필

요가 있다. 손명철(2011)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 혁신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창출, 습득, 전파, 공유하며, 저장하고 활용하는 과정이나 학습시스템의 부재, 운영하

는 교육 프로그램의 비지속성, 비체계성, 비공식성 등을 꼽았다. 즉, 학습을 창출하고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직 내 분위기와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혁신행동을 유발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학습을 장려하고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

를 제안하고 실현하는 데 개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서 조직 구성원 개인의 성과뿐 아니라 궁

극적으로 조직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 관리자는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교육을 통해 변인의 수준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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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변인과 조직 개발의 차원에서 조직 문화를 관리해야 하는 변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개인 학습지향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에게 업무를 통해 늘 학습하고 배

우려는 태도와 그 중요성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조직 학습지향성의 수준을 높

이기 위해 조직 개발 차원에서 적절한 개입을 통해 조직 내 학습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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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선생님이 속해있는 회사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문항입니다. 선생님의 평소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와 함께 근무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을 

앞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존경을 받도록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능력과 자신감을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신념에 대해 열성적으로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강한 목표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결정이 윤리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공동의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성취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기존에 당연시했던 가정들을 

재검토하도록 권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문제를 해결할 때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도록 권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업무 수행 시에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해보라고 제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직원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직원을 집단의 구성원으로만 

대하기보다는 인격적으로 대우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직원의 욕구, 능력, 포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직원이 전문적인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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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선생님이 속해있는 회사의 문화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선생님의 평소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학습능력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수단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의 기본 가치에는 학습이 회사발전의 
핵심수단이라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학습을 비용보다는 투자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에서는 학습을 회사의 생존을 보장하는 
핵심수단으로 본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학습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회사 직원들은 회사의 목표달성에 헌신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회사 직원들은 자신을 회사 발전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회사 직원들 사이에는 회사 경영의 현 위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가장 하위 직급의 직원도 
회사의 비전을 알게 하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회사는 모든 직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회사 직원들은 어떤 사항이나 활동을 결정하기 
전에 이전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회사에서는 지속적인 혁신을 중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회사에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높이 평가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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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개인과 관련하여 평소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지닌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업무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어려운 업무의 수행을 학습의 기회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면 그에 따르는 

손해(업무시간의 손해, 새로운 방법의 시도에 따르는 

위험, 상사로부터의 질책 등)을 충분히 감수할 의지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지속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훌륭한 직원이 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고객이나 시장 정보를 통해 새로운 것을 항상 

배우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과거의 업무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낮은 업무 성과를 내었다면, 이는 더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업무 중에 일어난 실수를 새로운 학습의 기회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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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수행 시 선생님의 평소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수행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구,

방법 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와 관련된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직장의 동료들을 내 혁신적 아이디어의 후원자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혁신적 아이디어를 잘 다듬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업무에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 혁신적 아이디어의 실용적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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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선생님의 인적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시거나 정확한 숫자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4년제 대졸  ④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현 조직에서의 근속 년수는? (만) 년  개월

5. 귀하의 현재 직위는? (예: 일반사원, 대리, 주임, 과장, 부장 등)

6. 귀하가 근무하시는 기업의 종류는? ① 공기업  ② 사기업

7. 귀하가 근무하시는 기업의 업종은?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광업  ④ 도매 및 소매업  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⑥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⑦ 협회 및 단체 ⑧ 기타(적어주세요 )

8. 선생님의 담당 업무는?

① 기획/관리/총무/인사  ② 영업/마케팅  ③ 연구/개발 ④ 생산 ⑤ 서비스/고객관리 ⑥

기타(적어주세요 )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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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Innovative Behavior, CEO'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Learning

Orientation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by Hye-ran Gong

Thesis for Master of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3

Major Advisor: Jinchul Jeo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causal relationship among innovative

behavior, CEO'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learning

orientation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The specific objectives to identify the

effect of CEO'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learning orientation

on innovative behavior, to identify the moderate effect of organizational learning orientation

between innovative behavior and CEO'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o identify the

moderate effect of individual learning orientation between innovative behavior and

organizational learning orientation. The population for this study was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However, random sampling method could not be applicable because the actual

number of population was difficult to be identified. Therefore, this study was restric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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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rget population as workers of 1,000 companies list b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 survey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measure variables of this

study. It was consisted of innovative behavior scal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cale,

organizational learning orientation scale, individual learning orientation scale and

demographic items. In this study, all of scales were selected from exiting scales by the

researcher.

The data were collected by mail and e-mail. A total of 407 out of 500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of which 353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Bo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were employes for data analysis. To estimate parameters of

purposed research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used.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using the SPSS 20.0-Win statistic package and AMOS 18.0 version. An

alpha level of 5% was established prior for determining significance.

The finding of the study was as follows: First, the fit index of casual model among

innovative behavior, CEO'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learning

orientation were identified suitably. Second, factor loading of organizational learning

orientation to innovative behavior was =0.514, individual learning orientation was =0.407.

However, the factor loading of CEO'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as not significant. Third,

in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ve behavior and CEO'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learning orientation had mediated effect. An indirect effect was 0.467 and

total effect was 0.421. Forth, in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ve behavior and organizational

learning orientation, individual learning orientation had mediated effect. An indirect effect

was 0.217 and total effect was 0.731.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asual model of this study among innovative behavior, CEO'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learning orientation is suitable to empirical analysis

on research variables. Second,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learning orientation have direct

effect on innovative behavior. However, CEO'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no direct

effect on innovative behavior. Third, CEO'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an in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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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n innovative behavior with the mediated effect of organizational learning orientation.

Forth, organizational learning orientation has an indirect effect on innovative behavior with

the mediated effect of individual learning orientation.

Based on the conclusions, some recommendations for further research and corporation

practice field were suggested: First, further research needs to be investigated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innovative behavior and other variables with more specific population.

Second, further research needs to investigated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innovative

behavior and other variables with population of workers are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Third, organization need to create more supportive atmosphere to do

innovative behavior. Forth, in order to encourage innovative behavior, administrator of

organization need to identify factors that can improve the level of variables through

education and manage organizational culture in terms of organizational development.

Key words: innovative behavior, CEO'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learning

orientation, individual learning orientation,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Student number: 2011-2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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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연구실 문을 두드리던 때부터 지금 이렇게 감사의 글을 쓰기까지 2
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석사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학위를 받는 이 순간까지 온
전히 저의 힘으로 해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음을 압니다. 지금까지 여러모로 도와준 분들
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적인 카리스마를 지니신 정철영 교수님, 교수님의 철두철미하심이 곧 신뢰감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존경합니다 교수님. 반전매력이 있으신 나승일 교수님, 사실 신입생 
때는 교수님을 무서우신 분이라고 조금 오해했으나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낀 이후로 
졸업이 아쉬워졌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의 열정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언제나 다정하게 
말 걸어주시던 김진모 교수님, 교수님의 수업 덕분에 HRD의 위상과 방향성에 대해 많이 
배우고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찬 교수님, 늘 바쁘신 데도 마주칠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
시고 잊지 않고 안부를 물어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정진철 교수님, 먼저 저의 지도교수님
이 되어 부족한 저를 성장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과 함께 회의할 때마다 교수님의 
학문적 깊이감과 분석력에 늘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인간적인 면모와 성
품을 닮고 싶습니다. 늘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따뜻하게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
으로도 공부의 영역을 넘어 인생의 스승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나날이 예뻐지고 사랑스러
운 륜아와 앞으로 꼭 만나고 싶은 륜재가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 생활동안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옆에서 든든하게 힘이 되어준 귀한 우리 연구
실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현응 박사님, 저희 연구실 애들의 개그장단에 즐겁
게 맞춰주시고 논문 쓸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매일 ‘박샤님~’
하고 연구실에 들어가곤 했는데.. 박사님 정말 많이 보고싶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을 통해 
실력있는 자의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연구실의 진정한 리더 최지원님, 대학원 생활동
안 연구적으로, 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이젠 식구나 다름없는 나의 친구! 그
야말로 희.로.애.락.을 너와 함께 한 것 같아 널 생각하면 마음이 찡해오곤 해. 학문적으로 
그 누구보다 욕심내고, 다른 영역에서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지원아, I'm sure 
that 넌 분명 괄목성장 HRD계의 대가가 될거야!
‘마쉬멜로우’ 안주리님, 너가 여린 마쉬멜로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난 나만의 비밀을 



- 108 -

찾은 것 같아 정말 기뻤어ㅋ 나의 별의별 얘기에 늘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해주어서 힐링이 
될 때가 많았어. 주리야, 너는 내 석사 논문에 2저자임이 틀림없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할 
일 많을 때도 늘 최선을 다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너에게 조언을 구할 때마다 너의 
학문적 성장에 깜짝깜짝 놀라곤 했던 기억이 난다. 안박, 지금처럼 파이팅~!
홍짬뽕 홍빌딩 홍선생 홍녀(내가 좋아하는 우선순위 4개야ㅋ) 홍은선님, 너처럼 마음 깊은 
친구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행운이야. 내가 부담스럽게 들이대도 늘 웃음으로 일관해주고 
나의 부족함까지 아껴주고 인정해줘서 늘 고마웠어. 아무리 압박적인 상황에서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묵묵히 해내는 너의 열심이 가끔은 애처로워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너의 
큰 자산이자 강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 졸업하더라도 우리만의 상담은 계속된다~알지?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서정님, 너의 똘똘함과 열정이 언니는 보인다. 앞으로 대학원 
생활 잘 적응하고 꼭 활약하길. 은근 귀여운 매력남 박은규님, 입학을 정말 축하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학문에 향한 너의 뜨거운 열정, 대학원 생활 끝까지 이어지길 바래.
 직장일 바쁘신 데도 틈틈이 연구실에 찾아와 연구실 애들에게 맛있는 밥과 커피, 그리고 
아낌없는 인생조언을 해주신 든든한 파트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많이 
바빠보이시던데 건강챙기시며 일하세요 우린 이제 차차차 동지~~ 고정민님, 이쁜 아기 출
산 축하드려요~ 김근영님, 맛있는 밥과 커피를 늘 사주셔서 염치없이 늘 얻어먹었습니다. 
바쁜 회사생활 중에도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 존경스럽습니다 황정연님, 처음 만
났을 때부터 언니는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확 왔어요. 결혼 정말 축하드려요! 2월의 새 
신부 이은주님, 수민마녀쌤~ 이쁜 애기 직접 보여주실꺼죠? 최수민님, 항상 밝게 웃어주시
는 선생님이 좋아요. 선생님 덕분에 논문 썼습니다. 꾸벅. 김희령님, 박사님 되시는 그 날까
지 퐈이팅! 신수림 교수님, 선생님의 유쾌함이 그리워요 정강욱님, 우리방 회식 분위기메이
커인 김남경님, 독특한 매력의 소유자 김정태님, 어엿한 사회인이 되신 이현민님, 싱긋 짓
는 웃음이 매력포인트인 지준오님, 은근히 저한테 마음써주는 거 알아요. 고마워요^^ 
 사돈집안 1,2호 언니오빠 후배님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같이 연수할 때 다정하게 설
명해주고 배려해줘서 감사했던 장현진님, 엄마1, 엄마2, 엄마3..과 통화하는 도도한 말투의 
엣지남 정동열님, 결혼 축하드려요~~ 사돈되신 전승환님, 솔직토크가 재밌었던 친근한 언니 
임혜경님, 허당인줄 알았는데 가끔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던 김경인님, 전성기때 한예슬 닮
았지만 이젠 이쁜 딸 어머니되신 곽미선님,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유쾌해지는 고마운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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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님, 워크샵 뒷풀이 후 둘만의 토크로 가까워진 전예원님, 고맙습니다.
 프로풰셔널의 절정 3,4호 언니오빠 후배님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진지함과 유머가 
공존하는 최영준님, 슈퍼맘은 이런것이다를 보여주는 이재은님, 솔직토크하면 늘 재밌었던 
따뜻한 여수경님, 먼저 다가와 설문조사를 도와줘서 나에게 감동을 선사한 박혜선님, 덕분
에 대학원 생활이 한층 유쾌했던 엔돌핀 김창희님, 빼어난 미모와 프로다운 면모 뒤에 여
린 마음 이지민님, 푸하하~ 웃게해주는 사람 이제 우리 식구 정보영님, 감사합니다.
 특유의 따뜻함이 흘러나오는 5,6호 언니오빠 후배님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태국에서 
언니의 따뜻함에 반했어요 주현미님, 행복한 결혼생활은 이런 것이다 보여주는 조현정님, 
대학원 대표 인기남이라고 들었어요 훈남 박종선님, 대학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
습이 일품인 황영훈님, 더 친해지고 싶은 순수하신 송민철님, 함께 졸업하지 못해 아쉬운 
윤경신님, 효율적으로 똑소리나게 일 잘하는 김민지님, 스캔들 메이커이자 대학원의 메인남
으로 급부상 중인 최재영님, 귀여운 애교쟁이 김슬아님, 감사합니다.
 옆집식구 7,8호 언니오빠 후배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이쁜 혜란이~하며 
늘 귀여워해주셨던 싸모님 김영은님, 오빠한테 요즘 식었어? 라며 인기관리 순찰도시는 남
중수님, 2109호 인기남 홍할아버지 주홍석님, 언니 이쁜 아가 낳으세요~ 연수같이 하면서 
마음을 나누었던 조영아님, 항상 밝게 인사해주고 좋은 조언 많이 해주신 임효신님, 같이 
고생한 동기 심지연님, 뒤늦게 순수청년임을 알게된 김태환님, 내가 정말 사랑스러워하고 
아끼는 영원한 my pet 정지은님, 지은아 언니가 너 많이 아끼는 거 알지?^  ̂대학원 최적화
남이자 나의 멘티, 그러나 청출어람 조규형님, 베이비펌으로 한층 어려보이는 김진관님, 모
두 감사드립니다.
 저의 논문이 탄생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 말
씀을 전합니다. 그 누구보다 발벗고 나서서 설문조사 도와주셨던 이모부, 정말 감사드리고 
승진 축하드려요~. 쉽지 않은 부탁인데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김희령님, 선생님께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갑자기 부탁드렸는데도 흔쾌히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최희숙님, 정신없
이 바쁜데도 눈치보며 최대한 설문조사 돌려준 고마운 친구 강수진님, 미래남편이라는 이
유로 설문조사 늪에 걸려 열심히 도와주신 고석찬님, 남편압박에 힘써준 정미래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ㅋ 포항에서 직접 설문조사 돌려준 고마운 양문형님, 결산시즌이라 
바쁜데도 열심히 도와준 하회종님, 전화 한통화에 바로 설문조사 쫙 돌려준 고마운 쏘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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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드 김지민님,‘언닝~’하면서 애교스럽게 도와준 유쾌발랄 안인경님, 그리고 박근상님, 
곽재석님, 전재우님, 김현일님, 서기영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석사과정 2년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는데도 늘 잊지않고 챙겨주고 위로해주었던 
착하고 고마운 나의 사랑스러운 친구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리얼중앙인-정미래, 강수
진, 김광한, 하승우아~ 리얼중앙인은 영원하다~ 너네가 있어 마음 한구석이 늘 든든하다! 
내 석사논문 라면받침대로 쓰지말길ㅋㅋ 루바토 21기 미녀들 김지민, 채현정, 이미래, 심은
혜, 황정은, 한주연아~ 바쁘다고 약속에도 잘 못나가곤 했는데도 늘 배려해주고 지지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우리 언제 보아ㅜ’라고 문자&카톡 보내준 성환아, 바쁜척해서 미안ㅜ 앞
으로 자주 놀자!^  ̂미국석사 취득자 브레인 승연아, 넌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똘똘하
고 앞이 창창하다는 것을 잊지말길~ 제 마음에 늘 감사함을 가지게 하신 친근한 김동산 위
원님, 대학원 입학할 때 위원님께서 격려해주셨던게 엊그제 같은데 저 이제 석사 졸업합니
다. 모두 위원님 덕분입니다!
 지난 2년간 늘 기도와 사랑으로 지원해주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
우고 늘 기도에 힘쓰시는 부모님, 온전히 아빠, 엄마의 기도 덕분에 감사하게 석사를 졸업합
니다. 사랑해요 엄빠♥ 표현은 잘 안하지만 은근히 날 위해 기도 많이 해주고 신경써주는 
고마운 혜림언니, 언니는 늘 나에게 있어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형부와 함께 세상에 빛과 소
금과 같은 의사부부가 되길 바래. 형부~ 늘 저를 지지해주시고 따뜻하고 편하게 대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형부개그 재밌어요ㅋㅋ 그리고 조만간 세상에 나올 사랑스러운 애기 링컨아~ 
공이모는 널 기다리고 있단다. 얼른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렴^  ̂부족한 나의 모습까지 사랑해
주는 진정한 성격갑 찬혁오빠, 오빠의 존재만으로 감사할 때가 많아. 늘 내 옆에서 사랑스러
운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내 꿈 지지해주고 자상하게 이것저것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마지막으로, 창조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길을 인도해주신 하나님, 석사를 무사히 
마치고 졸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석사과정 동안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을 항
상 느꼈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서서 의심하는 믿음없는 저를 대신 죽을만큼 사랑해주셔서 감
사합니다. 졸업 후의 인생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온전한 계획하심대로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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