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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준 메타분석에 관한 연구
인사조직 분야 연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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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타분석은 개별연구들을 종합하여 결론음 내리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견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었다 그러나 인사조직 분야처럼 개인， 집단， 조직수준이 공존하

는 경우에는 메타분석을 사용할 때 다수준 분재 (multilevel issuel 가 제기될 수 있다 즉， 같은

주재를 가지고 분석음 하뎌라도 서로 다른 수준이 혼재되어 있으면 표본크기의 차이에 의해서 전
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셔는 메타분석을 사용한 인사조직 분
야의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보고， 같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연구결과가 나온 경우를 풍
해 메타분석에서 다수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메
타분석의 개념과 절차 및 통계방법을 알아본 후， 다수준 매타분석의 구체적인 실례와 함께 향후
인사조직 분야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서 론
하나의 연구만으로 진리를 도출하기에는 작은 표본 수， 한정된 대상자 등과 같은 제약

조건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같은 목적 하에 시행된 여러 연구들의 병합된 결과를

도출하면 보다 강력하고 의미 있는 종합수치를 얻을 수 있다‘ 메타분석 (meta←analysisl
은 아직 국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 개의 연구결과가 상이
할 경우， 그리고 각 연구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치 못하여 통계적으로 오류를 범할 가능
성이 큰 경우에 이들 연구를 병합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인사조직 분야에서 집단수준의 연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의 하나가 유

효한 표본크기의 확보 문제이다， 개인수준에 비해 표본크기가 많이 줄어옮으로 충분한
표본크기의 확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해결의 한 방법으로 기존의 집단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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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결합하는 메타분석의 사용이 권장된다.

그러나 인사조직 분야의 연구는 개인수준， 집단수준， 그라고 조직수준이 공존하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수준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메타분석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
면， 개인수준의 표본크기와 집단수준의 표본크기의 차이에 의한 과소측정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Gully ， Devine ,

& Whitney ,

1995) 또한 개념적인 수준과 조작적 수준

에서의 수준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애매하고 부정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Klein ，

Dansereau , & Hall , 1994: Ostroff. 1993: Scullen , 1997) 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과거의 메타연구에서는 아직 다수준 (multilevel) 개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였다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이 혼용되어 있는 연구들을 수집하여 이를 바로 메타분

석에 사용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메타분석에 다수준 개념을 무시하고 설시한
연구와 다수준 개념을 반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실시한 연구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메타분석의 개념과 절차 및 구체

적인 통계방법에 대해 알아본 후， 메타분석을 사용한 대표적인 인사조직 분야 연구를 검
토하였다 이중에서 같은 주제(집단응집성)에 대해 메타분석을 설시한 두 연구를 선정하

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메타분석에서의 다수준 개념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설명할 것
이다.

같은 주제에 따라 연구를 수집， 통합하더라도 다수준 문제 (multilevel issue) 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진다면 기존의 메타분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

된 문제의식은 추후 인사조직 연구에서 적용되는 메타분석에 다수준 문제를 적극 반영하
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II. 메티분석과 다수준 문제
1

메타분석의 개념

메타분석이란 개별적 실증연구 자료들의 분석결과를 수집하여 재분석함으로써 하나의

통합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Glass ， 1976). 일반적으로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주장하고자 하는 논리에 척합한 논문들만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송혜향， 1998).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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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행연구 결과들을 한데 통합하여 보다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여야 할 펼요성이 대두되었다

에타분석은 각각의 연구들을 가지

고 통계적 방법으로 가설플 검증할 수 있으므로 보디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또

한 연구물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문헌연구들 보다 더욱 객
관적이다

J ackson ( 1980) 은

메타분석의 장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메타분석은

기존의 연구결과플플 통합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정확한 결론음 내렬 수 있다

둠째，

특정 주제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의 견과릎 정보자료로 사용하는 깃이 가능하며， 사용 가
능한 자료들의 결점이 지니는 편견을 통제할 수 있다
넷째， 복잡한 통계될 사용할 때 연구방법

연구대상

셋째， 모집단의 평가가 가능하다
범위‘ 조건 등을 동시에 규명할 수

있다

한편 Pillemer (1 980) 는 연구결과륜 종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

명하고 있다

첫째， 개별 연구의 표집윤 종함하여 좀 더 크게 표집함으로써 풍계적 검정

력을 높일 수 있다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표집의 크기가 클수록 가섣겹정에서 오류룹 범

할 가능성이 적어지므로 통계적 검정력을 증진시키는 결과가 된다

둘째， 좁 더 정확한

효과크기 (effect size) 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여러 개별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효과크
기의 평균치를 계산함으로써 단일 연구결과에서 계산하는 효과크기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 상충하는( trade-o ff) 연구결과가 있을 때 ,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메타분석 또한 다음과 같은 취약점은 있다

먼저

Glass (1 976) 가 지적하듯， 연구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조직적 논리과정이 없다.
또한 Eysenclζ (1 978) 은 사과와 오렌지를 한데 섞는 것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성
질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종합할 연구를 수

집할 때 대부분 출간된 연구만을 표집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거나 아직 출간되지 못한 최신의 연구들이 포함되지 못하는 등 대표성이 문제가 된
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표집대상을 출간되지 않은 (unpublished) 연구 또한 포함시키고，

연구의 성격이나 방볍이 현격하게 서로 다른 자료는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오성
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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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타분석의 절차

J ackson (1 98이은

메타분석의 절차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연

구를 위한 질문이나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게는 연구논문을 표집하거나
선정하는 단계이며， 서l 번째는 연구대상의 자료들을 코딩하는 단계， 너l 번째 단계는 연

구 결과틀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통합하는 일이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통계 분석

된 자료들을 해석하고 연구결과를 작성하는 일이다
연구의 질문 또는 가설을 설정할 때에는 영 가설이나 대랩가설을 반드시 수립할 펼요

는 없다

일반적으로 영가설이나 대럽가설은 집단의 차가 우연에 의해 발견되어칠 가능

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규명할 수 있으나， 통계 결과의 추리에 별다른 관심이 없을 때는
형식적인 영가설이나 대립가설은 펼요 없게 된다(오성삼.

2002)

메타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제와 관련된 연구물들을 얼마나 많이 수집했느냐

이다

Cooper (1 982) 는 연구물들의 소재흘 확인하는 착엽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향 접

근방법과 하향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상향 접근방법은 한 연구발표 논문에서 인용한

연구들을 수집하는 방볍으로 연구논문마다 그 논문과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인용한 출처나 참고문헌을 근거로 연구들을 추적하는 것이다- 하향 접근방법은 사회과학

인용 색인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등을 이용하여 찾고자 하는 연구들을 발견
하는 방법이다
방대한 양의 메타분석 연구물들의 수집이 끝나면 변인이나 특성들을 코딩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여러 사람들이 단일 주제하여 수집된 각각의 논문틀을 코딩하다보면 개개인

의 생각과 판단이 달라 동일한 내용을 달리 코딩하는 결과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
러한 실수를 방지하고 코딩하는 사람들의 판단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코딩 매뉴얼의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영 매뉴열이 구체적이고 명료할수록 코딩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결국 메타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된다(오성상.

2002)

이렇게 코딩이 끝난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 분석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통계
방법과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기술한다
반적인 절차를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지금까지 설명한 메타분석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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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준 문제의 제기

서로 다른 연구들을 통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각 연구의 특성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인사조직 분야는 개인， 집단， 조직 등의 여러 수준으로 이루어진
다수준 시스댐이므로 같은 개념을 측정하더라도 연구자에 따라서 개인수준으로 접근하는

경우와 집단수준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혼재 되어 통합할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다수준 이론은 개인과 집단에 초점을 맞추었던 미시적 관점과 조직， 환경， 전략 등을
다루었던 거시적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지니고 있다(박원우， 김재원.& 최혜원 2003)

그러나 이러한 다수준 개념이 고려

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특히 메타분석
을 할 때 다수준 개념을 고려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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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er 와

meta

Schmidt (1 990) 는 수준이

혼합되어

있는 메타분석

(mixed levels of

analysis) 의 경우， 표본 수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 연구 결과가 매우 혼란스러운 문제 (compounding problem) 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
하였다，

다수준 메타분석의 주요 이슈는 개인수준에서 측정된 효과는 집단수준에서 측정된 효

과보다 더 가중치를 많이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각 5 명의 구성원이 소속된
25 개

집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수준에서

측정된 (N=125)

(N=25) 에 비해 다섯 배나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받게 된다

효과는 집단수준

따라서 개념적인 수준과

조작적 수준에서의 수준차이뿐만 아니라 표본의 수를 수정하는데 있어서도 모호함의 문
제가확장되고 있다.

III. 메타분석에서의 통계방법
1.

효과크기

효과크기 (effect size) 란 대부분 표준화된 평균차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를 의미하는 것이나， 평균이 아닌 다른 통계량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모두를 총괄하기 위
해 효과크기라고 부른다(송혜향.

1998)

메타분석에서 효과크기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특성이 서로 다른 연
구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효과크기로 변환을 한 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효과크기의 개념에 대해서 송혜향(1 998) 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모집단의 효과크기를 6 라고 할 때， õ는 두 모집단(실험집단， 통제집단) 평균의 차를 표
준펀차로 나눠준 것이고 이 효과크기의 추정량으로서 d는 다음 공식에 의해 도출된다

d -= ~二 yc
Sp
효과의 크기 d 는

S

p=

1 로 조정된 반응변수의 척도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

tl 1「

균차이다

〈그램 2) 에서

Yc

YC =

우

신

~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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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t 거리가 d 이다- 또한 효과크기 d는 표준화된 척도

-

에서 통제집단 분포에서 바라본 실험집단의 평균이다- 이는
평균을

원

0 이라 둘 때 효과크기는

d= Yt 가

s

p

= 1 이면서 통제집단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3) 에서 두 접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d 이다. 이 d의 의미는 실험집단의

평균 수치 d 보다도 더욱 작은 통제집단 수치의 비율이다‘

〈그림

2>

표준화된 수치

YC
〈그림

3>

표준화된 수치를 통제집단 분포를 중심으로 제시한 경우

0
자료원

2,

Yt

송혜향 (1998 ， p

d

135)

상관계수에 의한 방법

상관계수란 연속자료로 이루어진 두 집단의 측정 결과가 상호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지를 하나의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Pearson 상관계수로 불라는 r로
표기한다- 상관계수를 사용한 메타분석은 메타분석에 사용되는 연구물들을 연구자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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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고자 하는 특성이 메타분석에서 얻어진 효과의 크기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보

려는 것이다(오성삼. 2002)

‘

상관계수를 이용한 메타분석의 방법에는 상관을 알아보고

자 하는 두 변수의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 상관계수인 이연상관 (biserial correlation).

접이연상관 (point-biserial correlation). 순위 상관 (rank-order correlation) 등 여
러 가지 상관계수가 있으나 가장 널리 쓰이는 Pearson 상관계수가 가장 신뢰할 수 있
고 유용한 계수로 사용되고 있다 (Rosenthal & DiMatteo. 2001)

Rosenthal과 Rosnow (1 985) 는 다음 공식과 같이 d와 r의 관계를 셜명하였다

d=

냄든~

d를 다시 r로 바꾸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r

=

f혈즙

메타분석에서 효과크기를 r로 제시한 경우에. Fisher가 제시한 Z 변환으로 대칭분포
를 만든 후에 Z를 가지고 효과에 대한 검정과 동질성검정을 한다

3.

가중치의 부여

Rosenthal (1 984) 은 연구의 질과 효과의 크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면 메타분석
에서 연구의 질에 따른 가중치 적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연구의 가중치

를 부여하는 문제는 비단 연구의 질적 수준에 따른 가중치뿐만 아니라 각각의 연구들이
대상으로 한 표집의 크기에 따른 문제도 제기된다(오성삼. 2002). 이처럼 가중치를 적
용하는 방법에는 사례수를 가중치로 하여 효과크기를 산출하는 단순한 방법과 표준오차
의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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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선행연구의 결과비교
1.

메타분석을 사용한 인사조직 분야 연구 검토

에타분석을 사용한 인사조직 분야 연구플 겸토해보가 위해 먼저， 온라인 논문제공 서
비스 사이트인

Business Source Premicr 릎 통해 ‘ meta’라는 검색어와 ‘group ’, 그리

고 ‘ meta’라는 검색어와 ‘ team’이라는 검색어를 만족시카는 연구들을 뽑아낸 후 최종적

으로 이들 연구물들 중

SSCI 등재지에 수록된 논문을 중심으로 7 편의 논문을 수집하였

다- 국내논문은 한국학술정보

KISS 사이트를 통해 검색된 논문 중 인사조직분야에 해당

되는 1 편의 논문을 검토하였다

총 8편의 연구물들의 주제는 집단응집성 2편. 리더십 1 편， 다OJ:성 2편， 갈등 1 편， 조직시민
행동 1 편， 적합성 (fit) 1 편 등이었다

먼저 Mullen과 Copper (l 994) 의 연구에서는 집단응집성과 성과와의 관계에 대해 검

증하였는데， 집단 응집성의 구성요인을 대인간 매력 (interpersonal attraction) , 과업
에 대한 몰입 (commitment

to task) ,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자부심 (group pride)

등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 가지 요인 중， ‘과업에 대한 볼입’에 대해서만 성과와 정(+ )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Mullen과 Copper 는 수집된 각각의 연구들 수준 (!eve!) 을 고

려하지 않아， 개인수준의 연구와 집단수준의 연구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 자

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DeGroot , Ki der , 그리고 Cross(2000) 는 카리스마적 랴더십 스타일이 리더

십 효과성， 부하의 성과， 부하의 만족 등과 관련이 있는지 검증하였는데， 개인수준에서의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효과성과의 관계는 집단수준에서의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효과성
의 관계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집단수준과 개인수준을 분리해서 분석

함으로써 수준이 혼용되어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개인수준으로 측정하여 집단수준으로 합산

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즉， 집단내의 동질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Webber와 Donahue(2001) 는 다양성 (di versi ty) 이 어떻게 집단의 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가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양성은

성과 (high-quality

solution) 와는 관련이 있는 반면 응집성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메타분석 결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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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의 어떤 형태도 응집성이나 성과와 관련이 없었다
수집하여 검증하였으며，

이 논문은 집단수준의 논문들만

DeGroot 등 (2000) 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내의 동질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

다양성에 대한 또 다른 논문은 Roth , Huffcutt , 그리고 Bobko(2003) 의 연구이다

이들은 기업의 성과에 대한 주류 (majority) 와 소수 (minority) 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객관적 측정이

주관적 측정보다 차이가 더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 Dreu 와 Weingart(2003) 은 팀의 성과와 만족에 과업 갈등이나 관계 갈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하였다. 이론적으로는 관계갈등은 팀성과와 부정적인 관계
이고 과업갈등은 팀성과와 긍정적인 관계이나 본 메타분석결과는 관계갈등 및 과업갈등

모두 팀 성과와 만족과 부정적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측정한
개엽이 개인수준인지 집단수준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 보다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
다고사료된다，

Bea l. Cohen , Burke , 그리고 McLendon(2003) 은 좀 더 발전된 메타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Mullen과 Copper (1 994) 의 연구를 반박하였다 결론적으로 응집성의 세 가
지 영역(대인간 매력， 직무 볼입， 집단에 대한 자부심)이 각기 독립적으로 성과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Mullen과 Copper(994) 의 연

구와 함께 다음 장에서 자세히 기술 하였다，
송경수， 박봉규， 그리고 최만기 (2003) 는 조직시민행동의 결정요인 및 조절요인에 대

해서 메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외향성， 작업가치관. 고차적 욕구， 과엽상호의존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인지적 직무만족， 감정적 직무만족. 순응적 조직볼일. 내재적 조
직몰입 등은 조직시민행동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개인수준으로 분석하였다.

Kristof-Brown , Zimmerman , 그리고 Johnson(2005) 은 개인과 직무 (person
job) , 개인과 조직 (person-organization) , 개인과 집단 (person-group) , 개 인과
관리자 (person-supervisor) 간의 적합성 (fit) 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
도와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P-J fit은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 이직의도와는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P-O fit은 직무만
족 및 조직볼입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 P-G fit은 직무만족， 조직볼입 , 이직의도와
약한 상관관계를， P-S fit은 직무만족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개인수준으로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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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

메타분석을 사용한 인사조직 분야 연구 요약

저자(년도)

Mullen &
Copper(1994)

원

•

•

외향성， 작업가치관 고차적 욕구 과엽상호의존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인지적 직무만족， 감정적
직무만족， 순응적 조직볼입， 내재적 조직몰입 등은
조직시민행동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
Individual level에서 분석함

P-J fit은 직무만족 조직볼입과 높은 정적 상관관
계 1 이직의도와는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짐
P-O fit은 직무만족 및 조직올입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
P-G fit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와 약한 상
관관계를 가짐
P S fit은 직무만족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
개인수준에서 분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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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문헌의 심층연구

2.

1) Mullen과 Copper (l 994) 의 집단응집성 연구
집단응집성에 대한 연구는 사회 심랴학， 집단 역학， 조직 행위， 교육심리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진행된다 Festinger (l 950) 가 집단응집성을 구성원이 집단에 머무르게 하는 힘이
라고 정의한 이래로， 응집성은 집단의 성과를 예측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어왔
다 그러나 응집성과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시도된 연구마다 다양하고 상반된 결과
가

나옴으로써

일관된

결론을

내기

어려웠다(H ogg ，

1992:

Lott&Lott ,

1965:

Mudrack , 1989: Steiner , 1972: Summers , Coffelt , & Horton , 1988: Tziner ,
1982). Mullen과 Copper는 Festinger 이후 50여 년 동안 진행된 응집성 성과의 관계
에 대한 연구를 통합하여 일관된 결론을 내라고자 하였다-

Mullen과 Copper는 먼저 실험설계 방법과 설문조사 방법으로 응집성과 성과의 관계
를 설계하였다 실험설계 방법에서는 높은 응집성 또는 낮은 응집성을 가지는 임시 집단
을 실험적으로 설계하고 높은 응집성이나 낮은 응집성이 집단의 성과를 높게 또는 낮게

유도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반면， 설문조사 방법에서는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응집성을 측정하여 집단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이들은 집단응집성의 구성요인을 대인간 매력， 과업에 대한 몰입.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자부심 등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
증하;괴자 하였다.

그러나 메타분석 결과， <그림 1)과 〈그림 2) 와 같이 세 가지 요인 중. ’과업에 대한 몰

입’에 대해서만 성과와 정(+ )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상호작용의 조절효과
도 예상과 달리 지지되지 못하였고 집단 크기의 부정적인(→) 조절효과만이 유의하게 밝
혀졌다.

그러나 Mullen과 Copper의 연구에서는 각각의 연구들의 수준(level)을 고려하지 않
아， 개인수준의 연구와 집단수준의 연구가 흔용되어 사용되었다

이처럼 메타분석에서

다수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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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len 과 Copper의 응집성 연구(실험설계 방법)

懶

응집성

~

샤

-

터1
μ

| (In앤rp담뚫j옆action)

엉고t

(Performance)

-

「

집단에 대한 자부심

(Group Pride)

〈그림

2)

상호작용
(Interacti。이

Mullen 과 Copper의 응집성 연구(설문조사 방법)

앓
-빼
맨

뼈

마

때

e

때
뼈

s

c

lH|

성과

I

(C。않1 밥랍t략$k) t」
집단에 대한지무심

(Group Pride)

2) Beal

f

•

‘
·1

‘T

1
1
1
1
1
1
1
1
1
1
1
1
1

l
1
1
1
1
1
1
1
1
1

l

(Performance)

I

l

+

1

등 (2003) 의 집단응집성 연구

Mullen과 Copper (1994) 의 연구가 ’과업에 대한 몰입’만이 성과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고 대인간 매력이나 집단에 대한 자부심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Beal

등 (2003) 은 좀 더 발전된 메타분석 기볍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결론을 내

릴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Mullen과 Copper는 개인수준에서 측정한 효과크기 (effect size) 와 집단수준에서 측
정한 효과의 크기를 똑같이 취급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응집성-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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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과소측정 (underestimation) 하도록 만든다 (Gully et a l., 1995) 보통 메타분
석에서는 표본의 크기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개인의 수준

으로 측정한 표본의 수는 집단수준으로 측정한 표본의 수에 비해 훨씬 많게 되므로 왜곡

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Beal 등 (2003) 은 집단웅집성에 대한 선행연
구 중 개인수준의 연구를 모두 제외하고 집단수준으로 통일한 다음. 응집성-성과의 관계
를 재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그림 3)과 같이 , Mullen과 Copper의 연구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대
인간 매력， 과업에 대한 볼입， 집단에 대한 자부심이 모두 독립적으로 성과와 정의(+ )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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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연구결과 요약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논리에 적합한 논문들만 인용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한데 통합하여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메타분석은 각각의 연구들을 가지고 통계적 방법으로 가설을 검증할 수 있

박

으므로 보다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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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물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문헌연구들 보다 더욱 객관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별적인 연구를 통합하는데 사용되는 메타분석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
한 메타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수준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특히 인사조직 분
야는 개인， 집단， 조직 등의 여러 수준으로 이루어진 다수준 시스템이므로 같은 개념을

측정하더라도 연구자에 따라 개인수준으로 접근하는 경우와 집단수준으로 접큰하는 경우
가 혼재 되어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메타분석은 각 연구의 수준이 똑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메타분석에서는 표본의 크기에 따라 가
중치가 부여되는 방볍을 사용하게 되는데， 개인의 수준으로 측정한 표본의 수는 집단수

준으로 측정한 표본의 수에 비해 훨씬 많게 되므로 개인수준의 효과크기가 집단수준보다
훨씬 크게 되며 이로 인해 연구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
Mullen과 Copper (1 994) 는 개인수준에서

측정한 효과크기와 집단수준에서

측정한

효과크기를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업에 대한 몰입’만이 성과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고 대인간 매력이나 집단에 대한 자부심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Beal 등 (2003) 은 집단응집성에 대한 선행연구 중 개인수준의 연구를 모두 제외하고 집
단수준으로 통일한 다음，

응집성←성과의

관계를 재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Mullen과

Copper (1 994) 의 연구와는 달리 대인간 매력， 과업에 대한 볼입， 집단에 대한 자부심이

모두 독립적으로 성과와 정의( +)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같은 주제에 대한 상야한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추후 인사조직분야에서

메타분석을 사용할 때는 다수준 문제를 해결해야 보다 정확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리
라사료된다.

2.

향후의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 검토한 8개의 논문들 중에는 다수준 문제를 고려한 연구들도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논문들도 집단수준의 값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수준으로 측정
한 값을 집단수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즉， 집단내의 동질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개별 연구들의 자료합산에 대

한 정당성을 검증한 후 사용해야 보다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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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다수준 문제를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을 분리해서 접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하였으나 보다 큰본적인 문제는 개인 집단-조직 수준의 위계적인 접근이다. 최근의 인사

조직분야에서는 점차 다층 모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메타분석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수집하는 개별적인 연구들의 가설. 연구모형， 분석의 수준이 일치하는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통합해야 결론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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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ultilevel Meta-analysis:
With a Focus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Behavior
Park. Won-Woo'
Shin. Soo-Young"
Abstract
Meta-analysis allows researchers to arrive at conclusions that are more credible
than any individual study in a narrative review. But the problem of multilevel
in the meta-analysis is occurred if the effects measured at an individual level
were weighted more heavily than effects measured at group level of analysis.
Th is study reviews meta-analysis study with a focus on studie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behavior. Re sults shows that studies
using meta-analysis even on the same topic can have different conclusions
depending on the specific method they use for meta-analysi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on multilevel meta-analysis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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