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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본청의 10개 국 단위의 조직에 근무하는 26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와 조직성과 간 관계를 개인 및 조직수준의 특성변수를 고려하여 연구하였다. 임파워

먼트가 공공부문의 인식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연구함과 더불어, 임파

워먼트와 조직성과 간 관계를 강화하는 매개변수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

성개념 간 인과관계 및 매개역할을 연구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의 측정모형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기존 외국문헌에서 제시된 각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모형적합도 등을

연구하였다. 구조방정식의 구조모형을 연구한 결과, 임파워먼트는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원인

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임파워먼트와 조직성과 간 관계는

개인 간 신뢰와 피드백의 매개변수를 통해 총효과가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논의된 역할 외 행동은 조직성과를 향상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임파워먼트와 조직성과

간 관계에 매개역할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

구는 함의와 향후 연구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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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행정체제가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정의 가치와 이념 등을 구현함에 따라, 

규제･위계위주의 공식적 구조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공공관료제에 대한 비판이 주목받고 있

다(Cotton, 1993; Warwick, 1975). 개인 간 관계 및 비공식적 구조 등을 강조하는 인간관계론

자는 기존의 공공관료제 모형이 안정적이고 일상화된 환경 하에서는 효율적인 조직구조로 

활용될 수 있지만, 탄력적 조직운영과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활용 등이 요구되는 경쟁적･불
확정적 환경 하에서는 효율적 조직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해 왔다(Maslow, 

1954; McGregor, 1960). 이들은 급변하고 있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권위적 의사결정과 집권적 정보운영 대신에 구성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

성과 책임성을 강화해가는 조직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1980년대 이후, 시장주의를 

바탕으로 성과와 결과지향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의 등장은 정부부문에서 규제철폐, 분

권화, 그리고 권한부여 등과 같은 조직권한의 공유와 배분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Osborne & Gaebler, 1993; Volcker, 1989; Wise, 2002). 특히, 전형적인 계층조

직인 정부관료제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정부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파워먼트는 조직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계층제의 상위직에 위치한 구성원만

이 갖고 있던 권한과 책임을 중하위직 구성원에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과정에서 출발한다(Bernard, 1999; Spreitzer & Quinn, 2001). 이와 같이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조직구성원은 전문성과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집권적 의사결정구조의 폐해를 극복할 

뿐 아니라, 성과 및 직무만족 등도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Cotton, 1993; Sagie & Koslowsky, 

2000; Wilkinson, 1998). 조직행태론이나 조직론 등의 분야에서는 임파워먼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임파워먼트의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효과 등에 많은 연구

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공공관리분야에서는 임파워먼트에 대한 개념적인 필요성만

을 강조하고 있을 뿐, 실제 임파워먼트와 개인 혹은 조직수준의 변수 간 연관성이나 선행요

인들을 밝혀내고자 하는 경험적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Kernaghan, 1992; Sorensen, 1997; 

Wise, 2002). 특히, 임파워먼트와 성과 간의 관계를 연구할 때에는 두 변수 간 관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Kernaghan, 1992), 공공부문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도 개념적인 논의로만 그치고 있는 상황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할 뿐만 아니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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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상시키고자 할 때 개인 및 조직 수준에서 고려해야 할 매개변수들이 지닌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기존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임

파워먼트가 조직효과성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구체적 기제

(mechanism)로서 개인 차원에서는 역할 외 행동이나 상사와 직원 간 상호신뢰를, 그리고 조

직 차원에서는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의 확대를 의미하는 피드백을 선정하였다. 이들 매개변

수들은 임파워먼트를 통해 영향을 받는 개인 및 조직수준 변수들 중에서 심리적 동기부여

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요인들 중에서 선정되었다. 즉, 임파워먼트를 통해 강화되는 내적 동

기부여 및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성과와 연계되는지에 대한 관계를 확

인함으로써 향후 임파워먼트를 둘러싼 선행 및 결과변수들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변수 간 인과관계 및 매개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각 구성개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외국 문헌에서 개발

되고 활용되고 있는 이들 구성개념의 타당성 및 모형적합도를 검토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지니고 있는 분석상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Ⅱ. 문헌연구 및 가설

1. 문헌연구

1)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는 의사결정 혹은 집행과정에서 하위직 조직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재량권과 책임

의 배분, 그리고 정보공유 등을 통한 권한의 배분을 의미한다(Cunningham, Hyman & Baldry, 

1996; Spreitzer & Quinn, 2001). 이러한 임파워먼트는 권위적 의사결정과 정보의 집권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기법으로 구성원들의 직무동기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직무책

임성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게 된다(임준철･
윤정구, 1999; Chisholm & Vanina, 1993; Hardy & Leiba-O'sullivan, 199; Neilsen, 1986). 그러나 

임파워먼트를 단순히 권한의 배분 및 공유라는 단일한 개념만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즉, 임

파워먼트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위와 같이 일차원적으로 조작화할 경우에는, 조직론과 조직행

태론에서 연구된 기존의 유사한 개념들과의 구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1) 

1) Sagie & Koslowsky(2000)는 참여의사결정, 권한위임, 그리고 임파워먼트를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구

분하였다. 첫째, 참여의사결정은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케 하는 관리기법으로 

조직구성원에게는 책임과 권한 등이 부여되지 않는다. 둘째, 권한위임은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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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파워먼트는 그 내용과 목적, 그리고 과정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임파워먼트의 관계적 접근방법의 경우, 본 구성개념은 조직구성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

여하는 관리기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임파워먼트는 조직성과 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

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효과적인 권한과 책임의 이동을 통해 조직 내 

권한의 균형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원우, 1997; 송정수･양필석, 2009). 이와 

같은 거시적(macro) 접근방식은 이론적으로 합의된 구성개념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Blanchard 등(1995)은 정보의 공유(information sharing), 책임에 기반한 자율성 (autonomy 

through boundaries), 그리고 단체 책임성(team accountability) 등을 구조적 차원에서의 핵심 

개념들로 제시하였다(Seibert, Silver, & Randolph, 2004). 한편, 다른 접근방법인 동기적 혹은 

심리적 차원의 임파워먼트는 조직구성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직무에 대해 느끼

는 믿음, 즉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Spreitzer, 1992; Thomas & 

Velthouse, 1990). 즉, 임파워먼트의 미시적(micro) 접근방법은 임파워먼트를 직무에 대한 의

미, 자기결정력, 그리고 영향력 등을 지각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는 심

리적 과정으로 이해한다(Bandura, 1986; Thomas & Velthouse, 1990).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심

리적 임파워먼트를 의미성(meaning), 역량(competence),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그리고 영향

력(impact) 등으로 구성된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구성개념으로 측정하고 있다(Spreitzer, 

1995). 즉,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 내 구성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나 역할에 대해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자신에 대한 신념 및 가치 등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Kraimer, 

Seibert & Liden, 1999; Spreitzer, 1995; Thomas & Velthouse, 1990).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를 조직구성원의 역량 및 조직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구

직구성원에게 임시적으로 부여하지만, 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셋째, 임파워먼트는 하위직 조직구성원에게 주요한 의사결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 등을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관리기법으로 정의되며, 참여의사결정과 권한위임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권한 등을 부여하

는 관리기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임파워먼트는 조직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을 지속적

으로 부여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조직구성원에게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등, 보다 혁신적이고 창

의적인 기운을 불어넣는 더 높은 수준의 구성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박원우(1997: 123)는 임

파워먼트를 일시적으로 권한을 빌려주었다가도 언제든 현실적으로 다시 되찾아 올수 있는 권한위임

(delegation)과 구분하여 모든 권한의 이양이라는 개념으로 차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파워먼트는 조직구조 상의 권한과 책임의 부여라는 관리기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개인에게 심리

적 혹은 내적 동기부여와 자기효능감 등을 부여하는 심리적인 접근방법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Kraimer et al., 1999; Spreitzer, 1995; Thomas & Tymon, 1994). 특히, 임파워먼트의 심리적인 접근방

법을 강조하는 연구에서는 본 구성개념을 단일 차원의 구성개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의미감, 능력

감, 자기결정성, 영향력 등과 같은 다차원적 하위구성개념을 통해 이해하고 측정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Kraimer et al., 1999; Spreitz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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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Cho, 2008; 

Cho & Faerman, 2010). 특히, 경영학이나 조직심리학 분야에서 임파워먼트를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함으로써 개인의 내적동기를 강화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임파워먼트의 

구조적 접근방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Seibert, Silver, & 

Randolph,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의 조직구성원 간 관계 속에서의 권한의 분

산과 재량권의 강화, 그리고 직무책임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임파워먼트를 이해하고자 한다.

2) 조직성과 

조직성과는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의 계획 및 목표에 따라 수행된 구체

적이고 명확한 활동의 결과로써, 설정된 목표에 대비해서 달성된 부가가치의 결과 혹은 자

원투입을 통해 생산된 산출 등으로 정의된다(이윤식, 2007; Newcomer, 2001; Poister, 2003). 

이와 같은 개념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측정하는 일은 매

우 어려운 부분이다. 즉, 성과를 단일차원으로 개념화 할 경우, 구체성이나 측정의 용이성 

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측정하는 시점이나 우선순위, 그리고 측정대상 집단의 이해관

계 등에 따라 성과가 다르게 이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Stewart & Walsh, 

1994: 45). 특히, 공공부문의 조직성과는 객관적인 평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직성과의 어떤 측면을 중심으로 성과를 이해하고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Anspach, 1991; Brewer & Selden, 2000).2) 이와 같은 연

구의 한계로 인해, 기존 연구에서는 조직성과의 개념을 효율성 중심의 가치로 정의하거나 

혹은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고유의 요인들로 개념화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Brewer & 

Selden, 2000). 그러나 성과를 재무적･수치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개념화 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직이 목표로 삼고 있는 원래의 의도성을 훼손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성

과 개념의 이론적 타당성을 불명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Judge, 1994; 

Kaplan & Norton, 1992).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진행된 수많은 연구들의 경우, 효율성 못지

않게 공정성 및 민주성 등과 관련된 비재무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들이 조직의 주요한 성과

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Frederickson, 1990; Selden, Brewer, & Brudney, 1999). 

위에서 제시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의 개념을 조직의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공정성과 관련된 가치로 조작화한 Brewer & Selden(2000)의 접근방법을 채

2) 성과는 측정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실체(socially con-
structed reality)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치들이 혼합되어 있는 성과를 정의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권

한과 책임을 지닌 공식적 집단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제갈돈･제갈욱, 
2008: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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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였다. Brewer & Selden(2000)이 제시한 조직성과의 다차원적인 측면은 조직의 단기적 

효율성 및 비용효과성과 같은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정

성 및 민주성과 같은 공익적 관점의 장기적 효율성을 모두 포함하는 가치를 측정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과 개인이 필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

다는 점에서 조직이 수행한 내･외적 성과를 조직구성원의 인식(perception)을 바탕으로 측정

하는 데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Pfeffer & Salancik, 

1978). 

3) 역할 외 행동

역할 외 행동(extra-role behavior)은 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요

구되는 직무행동인 역할행동(in-role behavior)을 넘어서는 개인의 이타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Van Dyne, Cummings, & McLean-Parks, 1995). 조직행태론 연구는 개인 또는 조직이 목표로 

삼고 있는 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역할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기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Organ, 1988).3) 조직행태론자들이 역할행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역할

행동에 따른 체계적 업무수행 활동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직성과 및 조직효과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직 내에서 규정된 역할의 범위

를 벗어난 조직 내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행동유형인 역할 외 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역할 외 행동은 공식적인 직무기술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의 범위

에서 벗어난 자발적 행동유형으로써, 이와 같은 행동유형의 결과가 공식적인 보상체계와 연

결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Organ, Podsakoff, & MacKenzie, 2006). 즉, 역할 외 행동은 

직무기술서 상에 제시된 역할과 책임, 그리고 보상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지만, 

조직구성원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조직성과의 제고를 위해 수행하는 자발적이고 헌신

적인 행동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Organ, 1988; Podsakoff & McKenzie, 1997). Organ(1988)

은 조직시민행동을 공식적인 보상시스템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지만, 총체

적으로 볼 때 조직의 효과적 기능을 촉진하는 개인들의 재량적 행위로 정의하면서 전통적

인 직무성과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역할 외 행동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김경석, 2006: 

147 재인용). 즉, 조직시민행동은 역할 외 행동의 하위차원으로써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

기 위한 촉진적(promotive)이고 친애적(affiliative) 행동양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Van Dyne et 

al., 1995).4) 이와 같은 조직구성원의 조직 내에서의 자발적 행동은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 

3) 역할행동은 직무수행 담당자의 지식, 기술, 능력 등과 같은 개인적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Borman & Motowidlo, 1993), 역할행동의 성패는 조직 내의 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Van Dyne & 
LePin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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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헌신성을 확대시킴으로써 조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증가시킨 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Podsakoff & Mackenzie(1997)는 조직유효성 및 성과와 관련하여 조직시민행동의 다차원적 

구성개념 중에서 자발적 도움(helping)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자발적 도움은 조직과 관련된 

업무나 문제를 가진 구성원을 도와주려는 이타적인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타 조직

구성원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갈등보다는 합의를 유지하고 적극적･능동적･긍정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우호적이고 협동적인 행동유형은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성과개선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

로 조직내부의 환경에 긍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는 역할 외 행동

과 관련된 구성개념 중, 조직성과의 달성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자발적 도움으로 구성개념을 조작화하였다(Van Dyne, Cummings, & McLean-Park, 

1995).

4) 개인 간 신뢰

신뢰는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긍정적 믿음이나 태도로써, 교환관계에 관련된 구성원 상

호 간 공유하고 있는 확실하고 긍정적인 기대수준으로 정의될 수 있다(Lweicki, McAllister, & 

Bies, 1996; Zucker, 1986). Rousseau 등(1998)에 따르면, 신뢰는 크게 위험과 상호의존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즉, 상대방이 적절한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위험(불확실성)

과 한 당사자의 이익이 다른 당사자에 대한 의존 없이는 달성 될 수 없다는 상호의존성 수준

에 따라 신뢰의 수준이 결정되게 된다(배병룡, 2005: 69 재인용). 이와 같이 신뢰는 기본적으

로 상호관계를 수행하는 상대방이 기꺼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여 행동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갈등이나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확신과 지지로 연결되게 된다(김호균, 2007: 72).

신뢰는 대상이나 관점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유형화 될 수 있다. Cook & Wall(1980)은 

조직 내 계층에 따른 구분으로 신뢰의 대상에 따라 상하관계에서 형성되는 수직적 신뢰

(vertical trust), 동료 간 수평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수평적 신뢰(lateral trust), 그리고 조직구

성원과 조직 혹은 경영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제도적 신뢰(institutional trust) 등으로 구분

4) Van Dyne 등(1995)은 역할 외 행동을 행동의 성격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범주는 크게 바람

직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애정을 부여하는 역할과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예방하는 행위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측면 중에서 조직시민행동은 우

호적이고 협동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개념화 될 수 있다(김경석, 2006: 152 재인용). 



38 ｢행정논총｣ 제49권 제1호

하였다(송정수･양필석, 2009: 2439 재인용). 또한, 신뢰는 조직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태도인 

조직신뢰와 조직 내 조직구성원 간 관계인 개인 간 신뢰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Kiffin-Petersen & Cordery, 2003). 또한, 조직 내 신뢰의 대상을 상사, 동료, 그리고 부하 등 

다계층성을 고려하여 조직에 대한 신뢰, 상사에 대한 신뢰, 그리고 동료에 대한 신뢰 등으

로 구분하기도 한다(김호균, 2007).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를 통해 조직 내 구성원 상호

간에 발생하게 되는 조직구성원의 개인 간 신뢰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직 단위에서 개인 간 

신뢰는 주로 상사와 부하 간 신뢰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 간 신뢰의 구

성개념을 조직구성원들이 상사로부터 느끼게 되는 존중감이나 믿음의 수준에 대한 인식으

로 조작화하였다. 개인 간 신뢰는 조직구성원 상호 간 신뢰가 증가할수록 구성원 간에 협조

(cooperation)와 협력(collaboration)이 증가하게 되며, 이와 같은 이해당사자 간 협력적 행태의 

증가는 협상과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요

인으로 평가받고 있다(Rousseau et al., 1998).5) 특히, 신뢰를 통해 감시와 규제 등의 공식적 

통제기제의 활용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거래비용 감소 및 상호갈등의 해소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개인 간 상호신뢰의 강화를 통해 구축된 조직체계는 궁극

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정, 상호이익 추구, 그리고 민주성 강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갖고 있다(박찬응, 1999; Gould-Williams, 2003; Rousseau et al., 1998). 

5) 피드백

피드백은 조직구성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직무과정에서 발

생한 오류를 교정하거나 혹은 구체적 행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관리기법이다(Ashford, 1992; London, 1995). 피드백은 수행 대상이나 발생한 결과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Hackman & Oldham(1975)은 수행주체를 기준으로 직장

상사나 동료 등의 조직구성원들로부터의 피드백(feedback from agent)과 업무 자체를 통해 

얻게 되는 피드백(feedback from the job itself)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Baron (1988)은 피드백

이 제공하는 결과와 관련하여 긍정적 피드백(constructive feedback)과 부정적 피드백

(destructive feedback)으로 구분하고 있다(London, 1995). 만약 피드백이 불확실하거나 혹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조직구성원에게 상사와 조직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

(negative impression)만을 심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적극적인 피드백을 추진할 동

5) 협조(cooperation)는 다른 당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를 의미하는 행태인 반면, 협력

(collaboration)은 갈등하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 욕구충족적 행

태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개인 간 신뢰를 연구한 문헌에서는 신뢰의 증대가 조직 내의 협조를 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팀워크의 향상과 연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배병룡, 2005: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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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상실할 수 있다(Ashford, 1992: 311). 따라서 피드백은 다양한 경로 및 결과물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공됨으로써 향후 발생하게 되는 조직의 주요한 업무수행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조직구성원에게 자신을 평가하고 진단할 유용한 도구

로 활용되고 있다(Liden & Mitchell, 1985). 

이와 같이 피드백은 학습, 동기부여, 그리고 직무교육 등과 관련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

게 되는데, 특히 실질적인 성과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자와 조직구성원 간 

양방향성을 지닌 정보의 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업무에 관한 행태를 변화시

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Nadler, 1979). 즉, 조직구성원에 대한 피드백을 추구하는 것은 구성

원에게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업무행태나 정보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율

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고 보았다.6) 본 연구에서 피드백은 조직차원에서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한 내적동기를 유발하는 임파워먼트에 대한 결과변수이자 조직구성원이 인식하게 

되는 조직효과성 및 성과의 원인변수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피드백을 조직 업무와 관련된 의사소통의 확대 및 정보의 공유를 위해 직장상사나 

동료, 그리고 업무평가 등, 조직구성원과 직무 등을 통해 얻게 되는 업무나 행동에 대한 유

용한 정보로 조작화하였다. 

2. 연구가설 

1)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

임파워먼트와 조직성과 간 관계에 대해 수많은 연구들은 조직구성원에게 의사결정과 집

행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의 민주성이나 관리체계를 개선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과성과 조직성과를 개선하게 된다고 주장한다(Hardy & 

Leiba-O'sullivan, 1998; Liden et al., 2000; Spreitzer, 1995; Thomas & Tymon, 1994). 즉, 임파

워먼트는 단순히 권한을 위임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곳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총체적으로 협력에 의한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박원우, 1997). 또한, 

조직구성원 개인에게는 동기부여를 통해 단순하게 지시된 업무만을 집행하는 수동적인 존

재에서 벗어나 조직을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 개

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Seibert, Silver, & Randolph, 2004; Spreitzer, 1995). 이와 같은 

6)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피드백이 불확실하거나 혹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조직구성

원에게 상사의 부정적인 인상(negative impression)만을 심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적극적인 

피드백을 추진할 동기를 상실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Ashford, 1992: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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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임파워먼트가 조직구성원이 인지하는 조직성과

를 향상시킨다고 가정하였다. 

가설1: 임파워먼트는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조직수준의 변수들에 대한 가설을 확

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인특성 변수로 연구된 역할 외 행동은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

할을 벗어나 책임정신과 자발적 협동심에 근거하여 조직에 기여하기 위한 조직구성원의 창

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연계된 행동유형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외 행동은 경

제적 보상 등에 의하지 않고도 점진적으로 조직에 순기능적 역할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장

기적으로 조직을 효율화시키고 조직성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arnard, 1938; Katz 

& Kahn, 1966; Organ,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내에

서 여타의 조직구성원이나 조직에게 도움을 주는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인 행동인 역할 외 

행동, 특히 자발적 도움은 궁극적으로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

다.

가설2: 역할 외 행동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간 신뢰가 개인이 인식하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즉, 

조직구성원 상호 간 신뢰관계는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게 할뿐 아니라, 당사

자 간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신뢰를 조직성과의 결

정요인으로 주장해 왔다(Golembiewski & McConkie, 1988). 이와 같은 조직구성원 간 신뢰관

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강화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조직 내부적으로 조직의 목표달성

을 위한 협력 및 협동행동이 확대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배양시킬 뿐 아니라, 조직의 문제

에 대해 자율적･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강화된다(송정수･양필석, 2009: 2439). 상호 간 

신뢰의 이와 같은 기능은 조직구성원 간 불필요한 갈등관계 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Dirks (1999)와 

Larson & LaFasto(1989) 등의 연구는 조직 내부의 집단 간 상호신뢰가 내부 협력을 강화시

켜 조직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동기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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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 개인 간 신뢰는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조직수준 변수인 피드백과 조직성과 간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조직

구성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공유는 궁극적으로 조직구성원이 조직운영과 관

련되어 수행한 업무결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

이 직무역할 내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조직성과의 향상

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피드백은 조직구성원에게 업무수행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와 지식

을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방식과 조직행태를 변화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조직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Karl, O'Leary-Kelly, & Martocchio, 1993).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본 연구는 피드백이 조직성과를 향상시킨다고 가정하였다. 

가설4: 피드백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매개역할에 관한 가설

본 연구는 임파워먼트와 조직성과 간 인과관계를 분석할 뿐 아니라, 임파워먼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 및 조직수준의 변수들이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참여의사결정과 같은 민주적 관리기법은 개념적인 차원에서는 성과

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경험적 연구결과는 늘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지지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Miller & Monge, 1986; Wagner, 1994). 또한, 공공관리 분야에서 임파워먼트와 

조직성과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두 변수 간 인과관계뿐 아니

라, 두 변수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를 연구함으로써 임파워먼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와 조직성과 간 관계를 매개

할 수 있는 변수로 상사와 부하직원 상호 간 신뢰, 직무기술서에서 규정하는 역할행동을 넘

어서는 적극적･능동적･긍정적 행동유형인 역할 외 행동, 그리고 의사소통 확대를 통한 직무 

및 행태에 관련된 정보공유의 확대 등으로 개념화되는 피드백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였다. 이

와 같은 변수를 임파워먼트와 개인이 인식하는 조직성과 간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선정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임파워먼트가 도입되게 되면 조직구성원은 내적인 동기부여가 강화

되는데,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논의한 요인들은 구성원의 동기부여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파워먼트와 조직성과 간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예상하였

다.

매개역할을 수행할 개인수준 변수들과 임파워먼트 간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2 ｢행정논총｣ 제49권 제1호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할 외 행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이 

되었지만, 임파워먼트와 역할 외 행동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지 않

고 있다.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Wat & Shaffer(2005)의 연구에서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역할 외 행동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의료보건분야 근무자들을 대

상으로 한 Gilbert 등(2010)의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가 역할분담 등을 통해 직원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로를 감소시킴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역할 외 행동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동기

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역할 외 행동유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상사와 부하직원 상호간의 개인신뢰와 임파워먼트 간 관계를 연구한 송정수･양필석

(2009) 및 Gomez & Rosen(2001) 등의 문헌에서는 두 변수 간 연계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즉, 권한과 책임의 부여를 통해 부하는 상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강화시켜 내재적 동기유

발을 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이를 통해 하위직 구성원은 조직을 위한 적극적인 공헌의지를 

보이는 구조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 수준에서 논의된 변수인 피

드백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Hackman & 

Oldham(1975)은 직무특성의 하나인 피드백이 내적동기를 유발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곧 임

파워먼트와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된다. Gagne 등(1995)은 다른 사람들이나 

직무를 통해 얻게 되는 피드백이 내적 동기부여의 효과, 즉 임파워먼트의 하위개념인 영향

력이나 의미성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나 이론 검토를 통해 개인 혹은 조직 수준에서의 특성변수들이 임파워먼트에 

의해 강화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매개변수들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다. 

가설5: 임파워먼트는 역할 외 행동을 통해서 조직성과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가설6: 임파워먼트는 개인 간 신뢰를 통해서 조직성과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가설7: 임파워먼트는 피드백을 통해서 조직성과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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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법론

1. 표본집단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다단계군집표본

추출법을 통해 표본집단을 선정하였다.7) 서울특별시 본청에 근무하는 약 만여 명의 공무원

의 명부를 확보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본 연구는 표본수집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법인 다단계군집표본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본추출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서울특별시 본청의 32개 국 단위의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원명

부를 확보할 수 있는 10개의 국 단위의 부서를 임의추출법을 통해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였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추출된 10개의 부서에 각각 50부씩의 설문지를 

임의추출법을 통해 배포하였다. 이와 같은 2단계의 표본추출법을 통해 본 연구는 총 262개

의 설문지를 회수했으며, 회수율은 약 52%를 기록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 응답

자는 총 182명(69.5%)이었으며, 여성 참여자는 80명(30.5%)을 기록했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주로 30세-39세(95명; 36.3%)와 40세-49세(127명; 48.5%)에 집중되었으며, 20세-29세와 50세 

이상은 각각 12명(4.6%)과 28명(10.7%)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특별시에 재직

한 근무연수는 11년-20년이 72명(27.5%), 21년-30년이 68명(26%), 그리고 30년 이상이 56명

(21.4%)으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응답자들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였다. 이외

에는 1년-5년이 37명(14.1%)과 6년-10년이 29명(11.1%)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

답자의 직급은 6급-7급에 184명(70.2%)과 8급-9급에 60명(22.9%)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는 대부분 중하위직의 직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직급을 4급-5급으로 표시한 응답자는 17명으로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154명(58.8)은 자신의 학력을 대졸로 기재했으며, 36명(13.8%)은 대학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에 제시되었

다.

7) 다단계군집표출법은 표본수집의 효율성과 편리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임의추출방법과 무작위추출방

법을 혼용한 기법을 정의된다(Babbie, 2001). 본 방식은 표본수집에 있어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지만,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표본수집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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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빈도 %

성별
남성 182 69.5

여성 80 30.5

연령

20-29세 12 4.6

30-39세 95 36.3

40-49세 127 48.5

50세 이상 28 10.7

근무기간

1-5년 37 14.1

6-10년 29 11.1

11-20년 72 27.5

21-30년 68 26.0

31년 이상 56 21.4

직급a

3급 이상 0 0

4-5급 17 6.5

6-7급 184 70.2

8-9급 60 22.9

학력

고졸이하 72 27.4

대졸 154 58.8

대학원 이상 36 13.8

a. 직급을 제시한 응답자의 수는 총 261명으로 1개의 결측치가 보고됨.

2. 측정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임파워먼트는 Nyhan(2000)이 개발한 4개의 측정항목을 이용하였다. 

Nyhan(2000)은 임파워먼트의 신뢰도를 .79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연구된 조

직성과는 Brewer & Selden(2000)이 개발한 6개의 측정항목을 이용하였으며, 본 구성개념의 

신뢰도는 .70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개인 간 신뢰도는 Nyhan(2000)의 연구

에서 활용된 측정항목을 이용하였다.8) 4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된 개인 간 신뢰의 내적 일

관성(internal consistency)은 .87로 보고되었다(Nyhan, 2000). 피드백의 경우, Wright & Davis 

(2003)의 측정항목을 이용하였다. 총 4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된 본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

도는 .78로 보고되었다(Wright & Davis, 2003). 마지막으로, 역할 외 행동은 Van Dyne & 

LePine(1998)이 연구한 자발적 도움(helping)을 구성하는 7개의 측정항목 중, 우리나라 정부

조직의 실정에 적합한 4개의 측정항목만을 선택하였다. Van Dyne & LePine(1998)은 자발적 

8) 본 연구에서 개인 간 신뢰에 대한 측정항목은 상사-부하 간 상호신뢰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설문조사 수행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사신뢰 문항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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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에 대한 신뢰도를 .94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구체적인 측정항목은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모든 측정항목은 7점 Likert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3. 분석기법

본 연구에서 제기한 가설은 Amos 17.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구

조방정식모형의 구조모형에서 임파워먼트가 인식된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지 여부를 검증

했을 뿐 아니라, 개인 및 조직수준의 특성변수가 두 구성개념 간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역

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연구하였다. 구조모형을 통한 인과관계 및 매개역할에 대한 연구에 

앞서,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의 측정모형을 통해 각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도와 절대적합

도지수 및 증분적합도 지수 등을 활용한 각 구성개념의 모형적합도를 측정하였다(Kline, 

2005). 

Ⅳ. 연구결과

1. 기술적 통계

각 구성개념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관계 등의 기술적 통계는 <표 2>에 제시

되었다. <표 2>에 의하면,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p < .01), 그 값은 .28에서 .62 사이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구성개

념 간 상관관계의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매개변수의 역할을 연구하는데 있어 전제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Howell, 2009). 각 구성개념의 신뢰도는 

Nunnally(1978)가 제시한 기준값(.70)을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구성개념의 기술적 통계 및 신뢰도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1. 임파워먼트 4.33 .99 (.76)

2. 역할 외 행동 5.18 .82 .28** (.80)

3. 개인 간 신뢰 5.33 1.01 .41** .50** (.88)

4. 피드백 4.39 1.00 .52** .33** .38** (.78)

5. 조직성과 4.49 .94 .62** .36** .51** .60** (.84)

a. ** p < .01

b. 구성개념의 신뢰도는 괄호 안에 표시.



46 ｢행정논총｣ 제49권 제1호

2. 측정모형

구조방정식모형의 측정모형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구성개념의 타당도와 모형

적합도를 검증할 뿐 아니라, 각 구성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항목의 요인구조를 연구하였

다. 임파워먼트를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측정항목에 대한 표준화 요인적재값은 모두 기준값

(.50)을 상회하였다(Hair et al., 2006). 즉, 임파워먼트를 구성하는 4개의 측정항목의 표준화 

요인적재값은 .55에서 .77 사이에서 적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적재된 것

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임파워먼트의 모형적합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었지만(χ2= 

12.46, RMSR=.065, GFI=.975, NFI=.953, CFI=.959), 절대적합도를 측정하는 지수인 RMSEA 

(.142)와 χ2/df(6.23)는 기준값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본 구성개념의 절대적합도지수를 향

상시키기 위해 Amos가 제공하는 수정지수를 바탕으로 수정모형을 연구했지만, 모형적합도

지수가 크게 향상되지 않은 관계로 측정항목의 삭제 등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손실 등을 방

지하기 위해 기본모형을 이용하고자 한다.

역할 외 행동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측정항목의 비표준화 요인적재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며(p < .001), 표준화 요인적재값도 기준값을 

만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61-.79). 모형적합도의 경우, 많은 적합도지수가 기준값을 만족시

켰지만(χ2=11.12, RMSR=.038, GFI=.979, NFI=.964, CFI=.970), RMSEA(.132)와 χ2/df(5.56)는 

기준값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수

정지수를 바탕으로 첫 번째 측정항목과 네 번째 측정항목 간에 공변량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수정모형을 구성하는 4개의 측정항목의 표준화 요인적재값은 모두 기준값을 만족시켰

으며(.67-.76), 각 측정항목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수정모

형의 모형적합도도 기본모형의 모형적합도에 비해 향상되었다(χ2/df=3.31, RMSR= .021, 

RMSEA=.090, GFI=.994, NFI=.989, CFI=.992).

개인 간 신뢰의 요인구조를 분석한 결과, 측정항목의 표준화 요인적재값은 모두 기준값을 

만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75-.86). 뿐만 아니라, 각 측정항목에 대한 비표준화 요인적재값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 < .001)에서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RMSEA(.228)는 기준값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FI를 수정

한 수정적합지수(AGIF)도 .72를 기록했으며, χ2/df(14.56)도 기준값(3.00)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모형적합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본 연구는 Amos가 제공하는 

수정지수를 바탕으로 기본모형의 세 번째 측정항목과 네 번째 측정항목 간에 공변량을 설

정하였다. 수정모형의 모형적합도는 모든 적합도지수가 향상되었다. 특히, χ2/df(.908)와 

RMSEA(.000) 등이 기본모형의 적합도지수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RM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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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I=.998, NFI=.998, CFI=1.000).

피드백에 대한 분석 결과, 4개의 측정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 < .001)에서 적

재되었으며, 표준화된 요인적재값도 기준값을 만족시킨 것으로 타나났다(.71-.79). 그러나 본 

구성개념에 대한 몇몇 모형적합도지수는 기준값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χ2/df= 

7.476, RMSEA=.158). 모형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모형을 연구했지만, 몇몇 적합도지수

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연구된 각 측정항목에 대한 

정보의 손실의 방지하기 위해 기본모형을 이용하였다(RMSR=.050, GFI=.972, NFI=.964, 

CFI=.968).

조직성과를 구성하고 있는 6개의 측정항목의 표준화 요인적재값은 기준값을 만족시킨 것

으로 나타났으며(.56-.81), 각 측정항목에 대한 비표준화 요인적재값도 유의미한 수준에서 적

재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모형적합도의 연구 결과, 몇몇 적합도지수(GFI=.918, CFI= 

.904)는 기준값을 만족시켰지만, 대부분의 모형적합도지수는 기준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χ2=64.64, χ2/df=7.18, RMSR=.117, RMSEA=.154, NFI=.891). 조직성과의 기본모형

에 대한 모형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조직성과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번째 측

정항목과 여섯 번째 측정항목 간에 공변량을 설정한 후(수정지수: 32.63), 모형적합도를 측

정하였다. 분석 결과, 수정모형의 적합도지수는 기본모형의 적합도지수에 비해 향상되었다

(χ2=28.51, χ2/df=3.56, RMSR=.082, RMSEA=.099, GFI=.967, NFI=.952, CFI=.965). 그러나 조

직성과의 수정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여섯 번째 측정항목의 표준화 요인적재값이 .49를 기록

함으로써 문헌에서 주장하는 최소 기준값인 .50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

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최종모형에서는 조직성과를 구성하는 여섯 번째 측정항

목을 제거하였다. 최종모형의 경우, 대부분의 적합도지수는 향상되었다(χ2=17.41, χ
2/df=3.48, RMSR= .059, RMSEA=.098, GFI=.975, NFI=.963, CFI=.973). 

3. 구조모형

본 연구는 측정모형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통해 각 구성개념의 인과관계 및 

매개역할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1>은 본 연구가 가정했던 각 구성개념 간 인과

관계 및 매개역할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구성개념 간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역할 

외 행동은 조직성과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는 몇

몇 적합도지수에서 기준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RMSR=.110, GFI=.867, NFI= 

.852), 다른 적합도지수는 기준값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χ2/df=2.28, RMSEA=.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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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910). 또한, 본 연구의 기본모형에서는 모든 측정항목의 표준화 요인적재값이 각각의 

구성개념에 적절하게 적재되었으며, 비표준화 요인적재값을 분석한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수준에서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인과관계 및 매개역할에 대한 기본모형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기본모형의 인과관계 및 매개역할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 1>에서 제시되었듯이, 본 연구가 가정한 네 개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 중에서 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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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가 지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파워먼트는 조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

준(p < .001)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 또한, 개인 간 신뢰

와 피드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 < .05)에서 각각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3 및 가설 4). 그러나 역할 외 행동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미미

했을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 

둘째, 매개역할에 관한 연구 중, 개인 수준에서의 특성변수로 연구된 역할 외 행동이 조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임파워먼트와 조직

성과 간 관계를 강화하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

인 간 신뢰를 통해 임파워먼트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총효과는 직접효과(.55; 임파워먼트 → 

조직성과)와 간접효과 혹은 부분매개효과[.09; .55(임파워먼트 → 개인 간 신뢰) x .17(개인 

간 신뢰 → 조직성과)]를 합친 .64인 것으로 나타났다(가설6). 또한, 피드백을 통해 임파워먼

트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는 직접효과(.55; 임파워먼트 → 조직성과)에 간접효

과[.13; .69(임파워먼트 → 피드백) x .19(피드백 → 조직성과)]를 합한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7). 이에 덧붙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3개의 매개변수를 통한 임파워먼트가 조직성과

에 미치는 총효과는 직접효과(.55; 임파워먼트 → 조직성과)와 간접효과[.23; .009(임파워먼트 

→ 역할 외 행동 → 조직성과) + .1311(임파워먼트 → 피드백 → 조직성과) + .0935(임파워

먼트 → 개인 간 신뢰 → 조직성과)]를 합한 .78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기본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임파워먼트 개인 간 신뢰 피드백 역할 외 행동

직접

효과

개인 간 신뢰 .55(.59)

피드백 .69(.71)

역할 외 행동 .45(.34)

조직성과 .55(.56) .17(.16) .19(.20) .02(.03)

간접

효과

개인 간 신뢰

피드백

역할 외 행동

조직성과 .23(.25)

총

효과

개인 간 신뢰

피드백

역할 외 행동

조직성과 .78(.79) .17(.16) .19(.20) .02(.03)

※ 참고: 표준화 계수 표시(괄호 안은 비표준화 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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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기본모형(<그림 1>)에서 제시된 모형적합도는 절대적합도지수와 증분적합도지

수 등, 여러 모형적합도지수에서 기준값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mos가 제

시하는 수정지수를 살펴본 결과, 특히 개인 간 신뢰의 오차항(res2)과 역할 외 행동의 오차

항(res3) 간 높은 수정지수(MI: 38)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개인 간 신뢰의 오차항(res2)과 

역할 외 행동의 첫 번째 측정항목의 오차항(e14) 간에도 높은 수정지수(MI: 29)를 기록하였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 간 신뢰와 역할 외 행동 간 교차적재

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덧붙여, 역할 외 행동은 조직성과에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의 경쟁모형에서는 역할 외 행동을 제거한 경쟁모

형을 분석하였다(<그림 2> 참조). 본 경쟁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는 기본모형의 모형적합도

에 비해 적합도지수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χ2=263.74, χ2/df=2.33, RMSR=.095, RMSEA 

=.071, GFI=.895, NFI=.885, CFI=.930). 그러나 몇몇 지수는 경쟁모형에서도 기준값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모형에서 연구된 구성개념를 구성하고 있는 측정항목의 표

준화 요인적재값은 적절하게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비표준화 요인적재값도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그림 2> 인과관계 및 매개역할에 대한 경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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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경쟁모형이 제시하는 인과관계 및 매개역할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첫째, 본 연구의 경쟁모형에서는 임파워먼트, 개인 간 신뢰, 그리고 피드백과 조직

성과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림 2>가 제시하듯이, 본 연구의 경쟁모형에서는 세 개

의 구성개념 간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둘째, 임파워먼트와 조직성과 간 관계에서 개인 간 신뢰 및 피드백은 부분적인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즉, 개인 간 신뢰의 부분적인 매개

역할을 통한 임파워먼트와 조직성과 간 관계의 총효과는 직접효과(.55; 임파워먼트 → 조직

성과)와 간접효과(.11; 임파워먼트 → 개인 간 성과 → 조직성과)를 합친 .66로 나타났다. 또

한, 피드백의 부분매개를 통한 임파워먼트와 조직성과 간 관계의 총효과는 .66[직접효과(.50) 

+ 간접효과(.159; 임파워먼트 → 피드백 → 조직성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경쟁모

형에서 분석한 모든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p < .001). 따라서 

본 연구의 경쟁모형에서는 임파워먼트가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력도 행사하지만, 개인 

간 성과 및 피드백의 부분매개를 통해서도 조직성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경쟁모형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총

효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경쟁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임파워먼트 개인 간 신뢰 피드백

직접효과

개인 간 신뢰 .50(.54)

피드백 .69(.67)

조직성과 .50(.51) .22(.21) .23(.24)

간접효과

개인 간 신뢰

피드백

조직성과 .27(.27)

총효과

개인 간 신뢰

피드백

조직성과 .77(.78) .22(.21) .23(.24)

※ 참고: 표준화 계수 표시(괄호 안은 비표준화 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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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1. 함의

구조방정식모형의 구조모형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함의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가정한 구조모형의 기본모형에서는 임파워먼트가 개인이 인식하는 조직성

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기본모형을 수정한 경쟁모형에서도 임파워

먼트는 개인이 인식하는 조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정부재창조운동 등에서 강조하는 새로운 민주적 관리

기법 중 하나인 임파워먼트가 공공부문에서 실제적으로 조직 단위의 성과에 영향력을 행사

하는 기법임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변화되는 조직환경에 대한 대응체

계의 구축과 이를 통한 효율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권한과 책임의 분산을 통한 

조직구성원들의 내적동기를 강화하려는 임파워먼트의 도입과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 임파워먼트와 조직성과 간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진행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임파워먼트 효과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임파워먼트와 유사한 민주

적 관리기법의 하나로 인식되어온 참여의사결정의 경우, 대부분의 기존 문헌에서는 참여의

사결정이 개인 및 조직단위의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

사하지 못하거나 혹은 영향력을 미친다 할지라도 그 수준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었

다(Miller & Monge, 1986; Wagner, 1994).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개인관여(employee 

involvement)가 참여의사결정보다는 임파워먼트가 높을 뿐 아니라, 권한과 책임 등을 부여받

음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의 내적 동기부여와 책임의식의 강화 등으로 인해 참여의사결정보

다는 조직성과 등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공부문

의 경우, 조직구성원에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케 하는 단순한 민주적 관리기법에 초점을 맞

추기 보다는, 하위직 조직구성원의 능력과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끔 권한과 책임을 부여

함으로써 성과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관리기법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

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 및 조직 수준에서의 특성변수로 연구한 개인 간 신뢰와 피드백이 

임파워먼트와 개인이 인식하는 조직성과 간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기본

모형의 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임파워먼트가 개인이 인식한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보다는 개인 및 조직 수준에서의 매개변수를 고려했을 때의 임파워먼트 영향력이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공공부문에서 개인 또는 조직 수준에서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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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outcome)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임파워먼트를 도입할 경우, 임파워먼트와 개인이 인식

하는 성과 간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공공부문 조직에서는 임파워먼트와 같은 새로운 관리기법의 

도입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임파워먼트와의 강화작용(reinforcement)을 통해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개인 및 조직단위의 특성변수 등에 대해 관심이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임파워먼트가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상태와 조직이 도

입하고 있는 정보공유 및 환류기법 등에 따라 그 효과가 강화되고 있음을 경험적 연구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위와 같은 특성변수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에 참여의사결정과 성과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및 조절변수에 대한 연구

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임파워먼트와 성과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등에 대한 연

구의 필요성을 새롭게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매개변수 중, 역할 외 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Gilbert et al., 2010; Wat & Shaffer, 

2005)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역할 외 행동의 핵심개념으로 개념화한 자발적 

도움(helping)의 경우, 책임의식을 지니고 자발적으로 조직운영에 참여하는 여타의 역할 외 

행동의 하위구성개념에 비해 변화주도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한 하위구성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이고 공식적 보상에 따른 직접적 행위가 아닌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성을 강

조하는 역할 외 행동의 특성상, 공공부문 구성원들이 민간부문의 조직구성원에 비해 임의의 

방식을 통해 조직행동을 행하려 하는 의지가 낮은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추정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방식과 관련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의 특성상, 개인 간 신뢰나 

피드백 등 조직이나 타인에 대한 질문에 비해 본인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설문대상의 차이

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이유 등으로 인해 역할 외 

행동이 개인이 인식하는 조직성과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

나 기존 연구에서는 역할 외 행동과 조직성과 간 관계를 긍정적인 관계로 보고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를 통해 두 변수 간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

적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인과관계 및 매개변수의 역할을 분석하기에 앞

서,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제시하는 수정지수 등을 활용해서 측정모형을 재구성하였다. 그러

나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개발되고 사용되었던 각종 측정항목들을 제거하거나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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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공변량을 설정함으로써 정보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에 맞게

끔 수정지수를 활용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 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

본집단을 달리하여 각각의 측정모형을 검증함으로써 각 구성개념의 타당도와 모형적합도 

등의 검증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조직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객관적 지표 등을 활용하기 보다는 개인의 

인식을 바탕으로 성과를 측정하였다. 몇몇 문헌에서는 개인의 인식을 바탕으로 측정한 성과

와 객관적 지표 등을 통해 측정한 성과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결

과는 개인의 인식과 태도 등을 통한 성과측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인식과 태도 등을 바탕으로 조직성과를 측정한 부분은 연구의 한계로 남

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객관적 지표 등을 활용한 조직성과의 측정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의 횡단적 자료를 통해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모형이 가정한 인과

관계와 매개역할에 대한 경로의 방향성은 문헌연구를 통해 가정했기에 개념적･경험적으로 

지지받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모형이 가정한 경로의 방향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를 통해 연구모형의 경로 및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통해 본 연구가 가정한 연구모형의 경로 등을 검증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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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구성개념의 측정항목

임파워먼트(Nyhan, 2000)

- 나는 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갖고 있다. 

- 나의 상사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내 노력의 정도를 격려한다.

- 나는 내 업무를 능력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갖고 있다.

- 나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대할 때, 반대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고 느낀다.

조직성과(Brewer & Selden, 2000)

- 우리 조직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원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잘 활용한다.

- 우리 조직은 조직관리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노력한다.

- 지난 2년 간, 우리 조직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의 직원들이 생산하는 직무의 질은 무척 높다.

- 우리 조직은 직원들의 인사관리에 있어 공평하고 평등한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

-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조직 내에서 지위와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공정하게 존중받는다.

개인 간 신뢰(Nyhan, 2000)

- 나의 상사는 그(녀)의 업무분야에 필수적인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확신한다.

- 나의 상사가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다.

- 나의 상사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것이다.

- 나는 상사에게 내 업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일이든 이야기할 수 있다. 

피드백(Wright & Davis, 2003)

- 지난번에 실시된 성과평가는 업무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 나는 상사로부터 더 나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다.

- 나는 내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다른 이들로부터 받고 있다.

- 나는 업무에 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유용한 평가를 받고 있다. 

역할 외 행동(자발적 도움; Van Dyne & LePine, 1998)

- 나는 우리 조직에 필요한 업무 등을 자발적으로 수행한다.

- 나는 우리 조직에 처음 들어 온 동료에게 업무 상 도움을 준다.

- 나는 새롭게 직무를 배우는 직장 동료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 나는 직장 동료가 업무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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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Empowerment on Perception-Bas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Taejun Cho & Minchul Shin

Using the multi-stage cluster sampling method,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10 
unit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considering the mediating impacts at 
the both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levels, including extra-role behavior, feedback, 
and interpersonal trust. Before analyzing the causal relationship and mediating effects, 
this study conduct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o confirm each construct’s proposed 
factor structure. The results of structural model in SEM found that empowerment 
increased perception-bas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two mediating variables, including interpersonal trust and feedback, led to an 
increase in performance, as well as partially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performance. As a mediating variable in this study, however, 
extra-role behavior did not medi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performance. Som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Key Words: empowerment, perception-bas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