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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 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조직변화태도, 긍정심

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구체적

으로는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조직변화태도와 긍정심리자본, 학습지

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인식 수준을 구명하고, 둘째, 대기업 사무

직 근로자가 인식한 긍정심리자본과 학습지원환경이 조직변화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며,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변화태도의 관

계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구명하고, 넷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가 인식한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

효과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이며, 목표모집단은 30대 그

룹사에 재직 중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이다.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도구는 조직변

화태도,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변혁적 리더십,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조

사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변혁적 리더

십은 연구의 목적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조직변화태

도는 외국의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조직변화태도 척도는 인지적 태도, 정의

적 태도, 행동적 경향성으로 구성되었으며, 긍정심리자본 척도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탄력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학습지원환경 척도는 동료의 학습지원, 학

습지원제도, 혁신적 분위기로 구성되었으며, 변혁적 리더십 척도는 카리스마, 격려적 

동기,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를 통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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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설문 시스

템(KSDC)와 우편 조사를 통해 10개 기업의 253명이 응답하였다. 이중 불성실 응

답자료 13부를 제외하고 24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Statistics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

은 5%로 설정하였다. 주요통계방법으로는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사

용하였다. 또한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조절

변인 분석모형(moderator model)에 근거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 긍정심리자본, 학

습지원환경,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연

령, 근속연수, 직무, 산업군에 따라 조직변화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긍정심리자본은 조직변화태도에 유의한 영향

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β=.633, p<.001). 또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

한 학습지원환경은 조직변화태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421, p<.001). 학습지원환경의 하위변인 중 혁신적분위기(β=.402, p<.001), 동

료의 학습지원(β=.205, p<.001)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학습지원제도의 영향

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긍정심

리자본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이 기질적 특성이 강하고, 상사의 변혁적 리

더십이 조절변인이 아니라 선행변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넷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었다(β=.149, p<.05).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의 조직변화태도가 보통이상으로 나타나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를 다룸에 있어 성별, 직급, 연령, 근속연수, 

직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는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받는다. 넷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

변화태도는 학습지원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다섯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와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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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였다. 후속연

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조직변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종단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변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차

원의 요인을 구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의 규모에 따라 조직변화태도가 다

른지 구명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실천적 활용을 위한 제언은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는 직급과 연령을 고려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 차

원에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긍정심리자본을 HR 프로세스의 선발단계부터 교육

훈련까지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조직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무형의 학습지원환경을 구축하여

야 한다. 넷째, 상사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을 변화촉진

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HRD 담당자는 상사가 변혁적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조직변화태도,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학번: 2013-2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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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은 조직의 생존을 위해 변화

를 추구한다(Gordeon, Stewart, Sweo, & Luker, 2000). 하지만 모든 

조직이 변화에 성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기업들은 시장 개척이나 사업 시너지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M&A)을 

시도하지만, M&A 성사 기업 60~70%는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화추진의 실패원인으로 조직변화의 그릇된 설정, 조직 외부환경 분석의 

부정확성 등이 있지만, 조직변화 연구자들은 변화를 추진하면서 조직구

성원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Conner, 1992; Kotter & Cohen, 2007). 

사람은 조직변화 프로세스에서 성공 또는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

한 요소이다(Yousef, 2000a). 다시 말해 조직이 성공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김기근, 문명, 조윤형, 2013). 또한 조직을 변화하고 혁

신하기 위한 조직 내 활동들을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

며 실천하는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혜진, 유태용, 2009; 임준철, 

윤정구, 1999).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최근 조직의 변화와 관련한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 반응과 태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가 이루어지

기 시작하고 있다(Cunningham, Woodward, Shannon, MacIntosh, 

Lendrum, Rosenbloom, & Brown, 2002.; Herscovitch & Meyer, 

2002; Judge, Thoresen, Pucik, & Welbourne, 1999; Wanberg & 

Bana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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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화태도의 선행연구는 조직변화태도로서의 명시적인 반응

(explicit reactions)에 대한 연구와 변화 전 선행변인, 변화의 선행변인

과 결과변인에 대해 탐색하는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변화의 태

도에 관한 연구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태도로 구분할 수 있는 명시적

인 반응이 조직몰입 등 변화의 결과변인과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많

은 연구에서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변화수용자(change 

recipient)의 반응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반면, 변화과정과 변화초기의 

성공을 결정지을 수 있는 변화관리자(change agent)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Oreg, Vakola, & Armenakis, 2011).

한편, 국내 기업의 ‘혁신경영’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GE는 130년 

역사 전반에 걸쳐 사업재편, 조직문화의 변화 등 경영 혁신을 통해 세계 

톱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국내 대기업 역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

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사업 재편과 조직 문화 개편에 나서고 있다. 즉, 

국내 대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대기업에 속해있는 조직구성

원은 상시 변화에 대해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에게 있어 조직변화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원천으로는 다른 기업이 모방

할 수 없는 자원과 역량에 있다는 자원기반관점(resource based view)

에 따르면, 기업의 자원은 인적, 물리적, 조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Barney, 1991). 변화 관리의 선행연구에서는 조직변화에 대한 구성원

의 저항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변화의 부정적인 결과에 주목하여 구성

원의 태도를 변화하게 한다는 점(Piderit, 2000)에서 한계가 있다.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긍정적 심리속성을 기반으로 변화의 필

요성을 강조하여 구성원의 변화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인

적자본이 다른 외형적 요소에 비해 모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 차원에서 관리, 개발 및 개선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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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상태적(state-like) 특성(Luthans, 2002)인 긍정심리자본을 활용

하여 조직구성원들의 동기부여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조직변화를 관리하는 한 방법으로써 구성원들에게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 및 훈련(training)을 사용할 수 있다(삼

성경제연구소, 2011).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

람직한 기업 문화를 개발하고 조직구성원들이 학습을 통해 자신을 최대

한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점(Beer & Nohria, 

2000)에서 학습이 중요하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직변화와 같은 객관적

인 상황자극에 대하여 개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내적정보

처리구조에 의해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Jones, 1985), 조직변화

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성원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학습 문화 및 학습지원환경의 구축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학습지원환경은 조직변화와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조직변화를 관리하는데 있어 리더십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리더는 변화를 관리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리더가 제시하는 

비전제시력, 추진력,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킨다는 점에서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Kanter, 1993). 특히 조직변화를 성공

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Galpin, 1996; Kotter, 1996; Kotter & 

Chohen, 2002)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한다. 변화를 실

행하는 과정에서 중간 및 하위계층의 관리자들이 최고경영자가 제시하는 

비전과 전략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조직단위를 변혁하도록 격려하

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Yukl. 2013)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한편 조직 구성원의 능력, 태도, 가치관과 같은 개

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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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변화의 모든 상황에 획일적인 변화관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Shepard & Hougland, 1978; Tosi & Slocum, 1984).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변화를 관리해야 하며, 이때 개별

적 배려를 강조하는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역동적이고 불안정적한 환경에서 변혁

적 리더십의 변화지향적인 특성이 필요하다(Yukl, 2012).

한편 인적자원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주로 

리더십이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에 초

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조직의 불완전성에 개념에 토대를 둔 연구들(최

연; 2001, Choi & Mai-Dalton, 1999)에 의하면, 인지적 한계, 정보처

리능력의 한계로 인해 조직의 시스템이나 자원만으로 경영성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때 리더십이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조직은 지속적인 외부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지속적으로 조직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설계와 리더십은 상

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때 리더십은 추가적인 변화 동력으로 

볼 수 있다(Katz & Kahn, 1978). 조직의 자원이자 시스템의 한 부분인 

긍정심리자본과 학습지원환경이 기업성과로 직결할 수 있는 조직변화태

도에 이르는 매커니즘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보완할 수 있는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먼저 변화주도자(change agent)로서의 상사가 변화수

용자(change recipient)인 조직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역

할 수행을 강조하고, 어떤 방법으로 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변화관리자로서 HRD 담당자가 어떤 학습지원환

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는지 또한 HRD 인터벤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재능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터벤션을 개발하

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Lines, 2005)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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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조직변화태도와 긍

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조직변화태도와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인식 수준을 구명한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긍정심리자본과 학습지원환경이 

조직변화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넷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조직변화태도와 긍정심리

자본,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수준은 어

떠한가?

         1-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조직변화태도와 긍정

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수준

은 어떠한가?

         1-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조직변화태도가 인구통

계학적인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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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긍정심리자본과 학습지원환경

이 조직변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긍정심리자본이 조직

변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학습지원환경이 조직

변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

이는가? 

연구문제 4.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

이는가? 

4. 용어의 정의

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이 연구에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는 대규모기업집단에 포함되는 대기

업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전체 또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계획, 실행, 평가 과업에 필요한 문서처리, 커뮤니케이션, 정보관리, 의사

결정을 활동을 주로 사무실 내에서 영속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

는 지식근로자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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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변화태도

조직변화태도(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는 조직 구성원

들이 조직에서 실행하는 변화에 대해 갖고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들이 

Dunham 외(1989)이 개발한 도구를 번안한 측정항목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은 자기효능감, 낙관주

의, 희망, 탄력성으로 대표되는 조직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심리

개발 상태를 의미한다(Luthans, Youssef, & Avolio, 2007). 이 연구에

서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들이 최용득(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

항목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학습지원환경

학습지원환경(supportive learning environment)은 조직에서 구성원

을 대상으로 구성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습을 지원하고, 조직성과 향상

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리적, 심리적 등의 직, 간접적인 지원을 의미

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들이 조세영(2012)의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항목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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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supervi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사가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비전을 제

시하고 높은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과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들이 공민영

(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항목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일반화의 한계를 갖는다. 연

구대상의 모집단인 국내 대기업은 학자들에 따라 그 정의가 상이하고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자료를 수집하기에 현실적으로 한계

가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위한 접근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의

표집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표본 집단 이

외의 기업 상황에 적용할 때에는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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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와 조직변화

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대기업(large corporation)이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국

민경제의 기본단위이고, 생산경제의 단위체 중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기

업을 의미한다(류현주, 이찬, 2013). 대기업은 생산량, 거래량, 종업원 

수, 관계자 수가 크다는 점에서 단지 경제면에서만이 아니고 한 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도 큰 영향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기

업의 존재는 사적 존재일 수 없게 되고, 제도화되어 사회성, 공공성, 공

익성 등이 강력히 요구된다.

국내에서 대기업을 일컫는데 있어 대규모기업집단이라는 개념이 존재

하는데,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자연인 혹은 법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한 기업집단 안에 여러 계열사가 속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매일경제시사용어사전, 2014). 대규모기업집단은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재벌그룹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며, 삼성그룹, 현대자

동차그룹, SK그룹 등이 해당한다. 대규모기업집단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대규모기업집단에 지정된 그룹은 상호지급보증금지 출자 

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 규제가 가해진다.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정 및 발표를 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61개 

그룹이 지정되어 있다.

근로자(勤勞者)란 사전적으로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국

립국어원, Retrieved 2015.06.14.)으로서 근로기준법 제 2조에서는 직



- 10 -

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정신노

동 또는 육체노동)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어있다(조영아, 2015). 사무

직 근로자는 정신의 노동 비중이 큰 근로자로서 조직 내 규정 및 지침 

또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지시와 권한위임에 기초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

을 위해 조직 전체 또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계획, 실행, 평가, 과업에 

필요한 문서처리, 커뮤니케이션, 정보관리, 의사결정 활동을 주로 사무실 

내에서 영속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이찬, 

정철영, 나승일, 김진모, 강두천, 2008) 

오늘날 사무직의 범주가 사무의 시스템화, 사무자동화(Office 

automation)가 진전되면서 점차 지적, 창조적, 비일상적인 일을 수행하

는 전문직(전문사무직)과 단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단순

직(단순사무직)으로 양극화되면서 사무직을 단순 사무직뿐만 아니라 고

도의 지적 활동을 요하는 전문직까지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이

찬 외, 2008). 더불어 지식정보사회로 도래하면서 조직 내 인적자원이 

중요시되면서 사무직 근로자는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김은석, 2011). 이로 인하여 사무직 근로자는 조직 내 역

할의 확장과 더불어 전문 지식과 창의력을 갖춘 지식 근로자

(knowledge worker)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조

영아, 2015). 

조직 내 지식근로자는 자기 개인과 조직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끊임없

이 자기개발과 관리를 하는 사람(양인숙, 2003)으로서 자신의 전문지식

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경력관리를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조영아, 2015).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식 근로자를 관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창조성과 잠재력을 발굴, 개발 및 이용하여 지식근로자의 업

무열정과 책임감을 높이고 지식기술의 생산, 전파, 활용, 가치창조를 촉

진시키는가 하는 것은 현대기업의 인적자원관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Bennis, Spreitzer, & Cumming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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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근로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Horibe(1999)는 지식

근로자는 아이디어, 분석과 판단, 통합과 디자인을 통해 가치를 더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Davenport(2005)는 지식근로자를 고도의 

전문성과 교육, 경험을 가진 근로자라 정의하고, 이들의 업무의 주된 목

적은 지식을 창조(creation), 전파(distribution)하고 적용(application)

하는 일이라고 한다. 강금만(1999)은 지식근로자를 담당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 및 

혁신하여 조직 경쟁력에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식근로자의 특성은 개인적 특성, 직무특성, 지식근로자와 조직의 관

계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Drucker, 1999, Horibe, 1999; 지철규, 

2013). 먼저 지식근로자의 개인특성에는 학습능력이 뛰어나 새로운 지

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특징이 해당된다. 

또한 지식근로자는 독립자율성이 강하여 자신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뛰어난 창

조와 혁신능력을 갖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조직의 가치를 창출한다. 다

음으로 개인 성취동기가 강하며,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회의 

인정과 존중을 받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식근로자는 유동성이 높아 

이직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은 이들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식근로자의 직무특성으로는 지적노동 중심으로 일을 수행하며, 일반

적으로 근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 특징이 해당된다. 또한 지식

근로자는 업무상황, 상사 또는 동료에 의해 업무 방향과 성과가 결정된

다는 점에서 상사와 동료와의 네트워크와 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지식근

로자의 성과는 지식집약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조하며 이 가치를 측정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업무를 정량화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지식근로자와 조직 간의 관계특성으로는 상호의존적인 특

징을 갖고 있다. 먼저 지식근로자는 조직에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지식근로자는 지식이라는 생산도구를 활용하여 지식의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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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현한다. 두 번째로 팀 속에서 근로자의 장점을 다른 사람의 기능이

나 통찰에 적용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네트워크 속에서 장점을 발휘하

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한편 현대조직 역시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에 

의존하고 있다. Drucker(1999)에 의하면 지식근로자는 풍부한 지적 재

산, 투철한 기업가 정신, 평생학습 정신, 강한 창의성, 비관료적인 유연

성 등을 갖추었으며, 평생직장인보다는 평생직업인이라는 신념을 지닌다

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식근로자의 욕구, 가치관, 동기유발 패턴은 전통적 육체근로

자와는 차별적인 양상을 나타낸다(Darr & Warhurst, 2008). 특히 지

식근로자에게 있어서 개인적 성장, 업무상의 자율, 과업성취가 중요하며, 

상대적으로 금전적인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Tampoe, 1997).

사무직 근로자와 대기업의 정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 대기업 사무

직 근로자는 ‘대규모기업집단에 포함되는 대기업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

을 위해 조직 전체 또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계획, 실행, 평가 과업에 

필요한 문서처리, 커뮤니케이션, 정보관리, 의사결정을 활동을 주로 사무

실 내에서 영속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지식근로자’로 정의하

고자 한다.

나. 조직변화

조직변화는 기술 및 경영혁신, 조직쇠퇴, 조직진화 등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변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Cummings & Worley, 

2004)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변화에 대한 관점

은 학자마다 다양하며, 조직변화에 대해 분류하는 기준 역시 상이하다. 

조직변화는 범위에 따라 조직변혁(organizational transformation)과 

조직개발(organizational development)로 구분할 수 있다. 조직변혁은 

조직의 존재 이유(mission), 가치(value), 나아갈 방향(vision)등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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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 모형(mental model)을 변화시켜 다른 조직 구성 요소의 변화

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반면, 조직개발은 조직의 구조, 프로세스, 기술 

등의 조직 구성 요소들에 직접 개입하여 변화시키는 것이다.

조직변화는 정도에 따라 조직구조와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정도를 의

미하며 급진적 변화(radical change)와 점진적 변화(incremental 

change)로 구분할 수 있다(Damanpour, 1996). 급진적 변화는 기존의 

실제와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활동에 근본적 변화를 주는 것이고, 점

진적 변화는 기존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기존의 제품과 프로세스에 최소

한의 변화를 주는 것이다(Gopalakrishnan & Damanpour, 1997; 

Waddell, Cummings, & Worley; 2004). Waddell 외(2004)은 조직의 

운영방식의 변화를 목적 양자론적 급진적 변화(quantum change)의 개

념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목적 양자론적 구조, 문화, 보상체계, 정보처

리 과정, 작업설계 등 조직의 여러 차원의 변화를 포괄하고 있으며, 최고

경영층으로부터 부서 및 작업조직 그리고 개별 직무까지 다층적 변화를 

수반한다.

또한 조직변화의 성격에 따라 비계획적 변화(unplanned change)와 

계획적 변화(planned change)로 구분된다(김종관, 변상우, 2003; 장해

미 외, 2006; Waddell & Cummings, 2004). 비계획적 변화는 시장 환

경, 조직 환경, 정치 환경, 경제 환경 등의 예기치 않았던 외부환경의 변

화로 인해 조직이 생존 혹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수동적 대응으로서

의 변화에 개입하는 것이다. 계획적 변화는 조직이 앞으로 있을 환경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이 원하는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

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직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김종관, 변상우, 2003). 

조직변화는 목적에 따라 단기적인 경제적 향상과 조직 역량의 개선으

로 구분할 수 있다(Beer & Nohria, 2000). Beer와 Nohria(2000)는 

E 이론(Theory Economics)과 O 이론(Theory Organization)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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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조직의 변화는 단기적인 경제적 향상과 조직 역량의 개선이 주요 

목표임을 설명하였다. E 이론은 개선된 현금 흐름과 주식가격으로 측정

이 가능한 주주가치를 큰 폭으로 신속하게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본

다. 한편 O 이론은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개발하고 종업원들이 학습을 

통해 자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

명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접근 방식이 최선인가는 조직의 처한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조직변화는 구조(structure), 기술(technology), 구성원(people)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Leavitt, 1964). 구조의 변화는 관리적 의사소통 라

인, 업무절차 또는 위계구조와 같은 내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기술

의 변화는 장비, 엔지니어링 공정, 연구 및 생산기법을 바꾸는 것이다. 

구성원의 변화는 선발, 훈련 태도, 역할 등을 바꾸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작용하는 특징을 나타낸다(권형문, 

2007). Schermerhorn, Hunt와 Osborn(1991)은 조직의 본질을 구성

하는 요소들인 조직의 목적과 목표, 전략, 직무, 기술, 구성원 및 조직 

구조를 변화의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성공적인 조직변화를 위해서는 변

화의 대상과 외부환경과 일치성을 충족시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Ginsberg & Venkatraman, 1985; Teece, 

Pisano, & Shuen, 1997). Tushman와 O'Reilly(2002)의 연구에 의하

면 가장 성공적인 기업의 경영자들은 현재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전

략, 구조, 구성원, 조직문화의 일치성을 촉진하며 조직변화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조직변화 대상에 대한 개념을 종합하여 보면, 성공적인 조직변화

를 위해서 사명(mission)및 경영전략과 조직변화 대상인 과업, 구성원, 

경영 프로세스와 일치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ichy, 1983).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이론으로 Lewin의 3단계 변화모형

(three-step change model)과 Kotter(1995)의 모형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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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in은 변화의 과정을 해빙(unfreezing), 변화(change), 동결

(refreezing)로 설명하고 있다. 해빙의 단계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

시키고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단계이다. 변화 단계는 바

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변형시키는 단계로서, 새로운 자극과 학습의 기회

를 제공한다. 이때 다양한 강화의 방법이 동원되고, 피드백 과정을 통해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기대한다. 동결단계에서는 원하던 수준을 지속적으

로 유지하고 정착하기 위해 제도화나 규범화를 통해 행동을 견고하게 만

든다. Kotter(1995)는 변화관리를 위해 8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형은 위기감 조성, 변화선도팀 구성, 비전창출, 비전공유, 변화추진, 단

기적 성과창출, 후속변화창출, 조직문화 정착으로 순서로 이루어졌다. 

변화관리 모형을 종합하면 다음 <표 Ⅱ-1>과 같다.

Lewin(1952) Tichy(1983) Kotter(1995)

1단계

unfreezing uncoupling

위기감 조성

2단계 변화선도팀 구성

3단계 비전 창출

4단계

change aligning

비전 공유

5단계 변화 추진

6단계 단기적 성과 창출

7단계
refreezing recoupling

후속 변화 창출

8단계 조직문화로 정착

<표 Ⅱ-1> 변화관리 모형 종합

변화관리 모형을 종합하면, 변화의 필요성과 비전제시, 조직 내 전파와 

실행, 정착의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변화관리 모형들

은 복잡한 변화를 단계별로 구성되어있으나, 실제로 추진되는 사례를 보

면, 후반부로 갈수록 변화의 모멘텀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 2011). 변화관리와 관련한 실증연구에 의하면, 

Kotter(1995)가 제시한 변화의 8단계 중 1~3단계인 ‘위기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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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선도팀 구성’, ‘비전창출’을 수행하였더라도 다음단계인 ‘비전

공유’와 변화추진 등으로 이행하면서 변화 동력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왜

냐하면 다음단계로 갈수록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변화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조직변화와 관련한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Kotter, 1995).

변화관리 모델은 변화 프로세스를 집단 수준과 개인 수준으로 구분하

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집단 수준으로는 도입, 채택, 지속, 유지 또는 

쇠퇴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Goodman, 1982). 개인 수준에서는 사

전탐색(precomtemplation), 탐색(comtemplation), 준비, 변화, 지속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Prochaska, Diclemente & Norcross, 

1993). 집단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개인 수준에 비해 더 쉽게 채택

되지만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개인 수준에서는 변화를 채택하기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단 채택하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경

향을 보인다. 따라서 개인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조직은 

개인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즉, 개인과 조직 간의 협정(personal compact)을 재구성해야 한다

(Strebel, 1996).

조직변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 참여, 개입, 지휘, 강제 등 5가지

로 분류가 가능하다(Johnson, Scholes, & Whittigton, 2008)). 교육은 

조직 구성원에게 변화에 대해 설명하여 이를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이다. 참여는 성공적인 조직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 수행 시 구

성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입

은 변화 담당자(change agent)를 두어 조직변화에 대한 조율과 통제를 

맡으면서 변화의 여러 요소를 현장에 전파하는 방법으로 관리 할 수 있

다. 지휘는 조직의 권위를 이용해 변화방향과 관리수단을 정할 수 있다. 

강제는 명시적 권력을 사용하여 조직변화를 관리할 수 있다(삼성경제연

구소, 2011).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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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수단/맥락 효과가 발휘되는 상황

교육
집합교육을 통해 전략 논리를 
설명하고 최고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내재화 점진적 변화 또는 장기적이고 
수평적으로 수행되는 변혁적 

변화에서 효과
참여

별도의 T/F 등이 제시한 전략 
어젠다 또는 주요 사업/조직 

이슈에 관여시킴

개입
체인지 에이전트가 조율과 통제를 
맡으면서 변화의 여러 요소들을 

현장에 이양

점진적 변화 또는 비위기성 변혁적 
변화에 효과

지휘
조직의 권위를 이용해 변화 방향과 

수단을 설정
변혁적 변화에 효과

강제 '포고령'을 통한 명시적 권력 사용
위기 변화, 급속한 변혁적 변화 
또는 독재적 문화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려 할 때 효과

출처: Johnson, G., Scholes, K., & Whittington, R. (2008). Exploring corporate strategy: text & 
cases. Pearson Education.

<표 Ⅱ-2> 조직변화 관리수단

한편, 변화관리 연구에서는 변화 동인(driver)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다. 변화 동인이란 변화를 실행하는데 있어 촉진하는 요소를 일컫는 말

로서, 이벤트, 활동, 행동, 제도 등을 통칭하며(Whelan-Berry & 

Somerville, 2010),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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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동인 의미 역할

비전
변화 비전을 회사 구성원, 

이해관련자,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기꺼이 수용

회사 내 다양한 집단과 개인의 과업과 
관련해 지금 추진 중인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밝히고 구체화하는 

역할

리더 행동
리더 공동체가 조직 전체에 걸쳐 
변화 비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실행을 지지하는 행동을 수행

지금의 변화가 조직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성원들에게 알려 이들이 
변화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실행하도록 

유인

커뮤니케이션
변화 이니셔티브, 실행, 성과, 
장애물 및 그 해결에 관한 

정기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현재 추진 중인 변화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구성원들에게 이해시키고 

관심을 촉구, 효과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변화 장애물을 확인하고 
제거할 뿐만 아니라, 변화 모멘텀을 

유지

교육훈련
변화이니셔티브가 요구하는 스킬, 
핵심가치 또는 변화 틀에 관한 

교육

집단과 개인이 자신의 과업 맥락 안에서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변화 
방향과 궁극적 결과물에 알맞은 지식, 

스킬, 업무 프로세스를 제공

직원참여
직원들이 파일럿 그룹 등의 형태로 
변화 이니셔티브에 직접 관련된 

과업을 수행

변화 추진에 대해 이해를 돕고, 체험을 
통해 변화가 본사나 변화추진 주체 뿐만 
아니라 각 부문이나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자극

인사제도/관행
성과평가나 보상, 채용, 

신입사원교육 등과 같은 인사제도 
및 관행을 변화 이니셔티브에 정렬

경영진의 약속과 의지의 표명, 변화 
이니셔티브에 맞는 행동을 보상함으로써 
조직과 개인의 행동을 강화하고 확산

조직구조
조직구조, 조직성과 측정, 기획, 

예산, 보고시스템을 변화 
이니셔티브에 정렬

변화에 필요한 조직 구조상의 지원을 
제공하여 변화를 용이하게 함.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제어

출처: Whelan-Berry, K. S., & Somerville, K. A. (2010). Linking change drivers and the 
organizational change process: a review and synthesis. Journal of Change Management, 
10(2), 175-193.

<표 Ⅱ-3> 변화동인과 역할 

변화 관리와 관련된 연구에서의 논의를 종합해보았을 때, 조직차원에서 

변화를 관리하는 방법은 공통적으로 교육훈련, 직원참여, 리더 또는 변화촉

진자(Change Agent)의 개입 등을 포함하는 의도적인 인터벤션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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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변화태도

가. 조직변화태도의 개념

태도(attitude)는 과거의 행동보다 미래의 행동을 더 잘 예측할 수 있

다는 점(Ajzen & Fishbein, 1980)에서 중요하다.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고 대응하는 일관된 성향을 의미하며,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성향을 의미한

다(손태원, 2004). 또한 태도는 한 개인이 접촉한 많은 경험이나 사람들

에 의해 형성되며 그 사람의 신념이나 가치관, 윤리의식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변화 이론(change theory)에 의하면 변화태도는 변화에 대한 신념이

나 생각이 변화하는 것으로서, 변화를 지지할지 저항할지에 대한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Kirton & Mulligan, 1973; Patchen, 1965). 또한 

조직변화태도는 조직변화에 대한 지지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Herscovitch & Meyer, 2002) 조직변화의 성공은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조직변화가 조직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할 때 조직구성원의 변화수용성이 높아진다(Lau & 

Woodman, 1995). 

조직변화태도에 대한 선행 연구는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변화를 인식하여 받아들이는 연구와 조직

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구성원들의 태도나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

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구성원의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변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인식 또는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나 저

항을 다루고 있다. 구성원들의 태도나 행동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

들은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실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 실천하

는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변화태도에 관한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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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구성원들이 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감정적

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는 여부를 결정하는 매커니즘을 연구한다고 

종합할 수 있다.

조직변화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Petty와 Wegener(1998)

는 변화태도를 변화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평가라 정의하였다. Eagly

와 Chaiken(1998)는 변화에 대한 호감 또는 비호감의 정도를 평가하는 

심리적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Piderit(2000)은 조직변화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난다고 구분하였다.  

Lines(2005)은 조직변화태도에 대해 직원들이 조직에서 실행하고자 하

는 변화주도권(change initiative)에 대한 직원들의 전반적인 긍정적 또

는 부정적인 평가적 판단(evaluative judgement)이라고 정의하였다. 조

직변화태도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를 고찰하면, 김기근, 문명, 조윤형

(2013)은 조직변화태도를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이 추구하는 변화에 대한 

인식의 상대적 강도라 정의하였다. 

조직변화태도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를 정리하면 <표 Ⅱ-4>과 같다. 

연구자 정의

Petty와 Wegener
(1998)

변화에 대해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평가

 Eagly와 Chaiken 
(1998)

변화에 대한 호감 또는 비호감의 정도를 평가하는 심리적 경향성

Piderit(2000) 조직의 변화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

Lines
(2005)

직원들이 조직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변화주도권(change initiative)에 
대한 직원들의 전반적인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적 
판단(evaluative judgement)

김기근, 문명, 조윤형
(2013)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이 추구하는 변화에 대한 인식의 상대적 강도

<표 Ⅱ-4> 조직변화태도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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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는 일반적으로 인지적(cognitive), 정서적(affective), 행동적

(behavioral)으로 분류할 수 있다(Katz, 1960; Rosenberg & 

Hovland, 1960). 손태원(2004)은 태도와 관련하여 인지적 요소는 자신

의 신념이나 사고를 반영하고 정서적 요소는 특정 사안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대해 말하며, 행동적 요소는 자신의 의도나 기대가 담긴 실제의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개념화하였다.

Dunham, Grube, Gardner, Cummings와 Poerce(1989)는 변화태도

는 일반적으로 변화에 대한 개인의 인지(person’s cognitions about 

change), 변화에 대한 정의적 반응(affective reactions to change), 변

화를 향한 행동적 경향성(behavioral tendency toward change)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Yousef(2000)은 Elizur와 Guttman(1976)가 조직변화태도를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지적 반응, 정서적 반응, 행

동적 반응으로 개념화하였다. 먼저 인지적 반응(cognitive responses)

은 변화를 다루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과 의견에 대해 느끼는 이익과 불

이익, 유용성, 필요성이라 하였다. 정서적 반응(affective response)은 

변화에 대한 걱정이나 만족, 감정의 높고 낮은 것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도구적 반응(instrumental responses)은 변화에 대하

여 이미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인 행동을 의미한다. 

김기근 외(2013)은 Yousef(2000)의 연구와 Elias(2005)의 연구에

서 제시한 조직변화태도 개념을 바탕으로 인지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를 

개념화하였다. 먼저 인지적 요소는 조직변화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유

용하다는 인지적 판단 정도를 의미하며, 행동적 요소는 조직 변화를 위

해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실천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조직변화태도를 조직변화에 대

해 개인이 갖고 있는 인지적 태도, 정의적 태도, 행동적 경향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변화태도를 



- 22 -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서 실행하는 변화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로 정의한다.

나. 조직변화태도와의 유사개념

조직변화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조직변화개방성(openness to 

organizational change), 조직변화수용성(acceptance to organizational 

change), 조직변화준비성(readiness for organizational change)이 있

다. 또한 조직변화태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변화저항(resistance for 

organizational change)이 해당한다.

Miller, Johnson과 Grau(1994)는 변화개방성을 변화를 지지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변화의 잠재적 결과에 대한 긍정적 정서이며, 성공적인 

계획된 변화에 필수적이고 초기 조건이라고 정의하였다(Covin & 

Kilmann, 1990; Lewin, 1952; Lippitt, Watson, Westley, & 

Spalding, 1958; Harcourt, Brace & World.). 또한 Miller 외(1994)

은 변화개방성을 변화준비성의 선행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수용성(acceptance)은 어떠한 제도, 정책 등 객관적 대상을 받아들이

는 것, 즉 무언가를 받아들이려는 의지 또는 제도변화에 따른 편익과 비

용에 대한 조직의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okolowska & Tyszka, 

1995). 변화수용성이란 조직변화 개념의 하나로서, 조직을 구성하는 구

조, 목적, 업무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 및 과정, 서비스 등을 실

행하는, 조직변화에 있어 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한 수용도와 변화를 일으

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Armenakis & Bedeian, 1999). 

변화준비성은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변화에 따른 실패에 대

한 위험, 외재적으로 변화에 부가된 요구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Armenakis, Harris와 Mossholder(1993)는 조직변화를 실행하는데 필

수적인 요소로서 변화의 준비성을 보고 있으며, 준비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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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in(1951)의 unfreezing의 개념과 유사하며, 변화가 필요한 정도와 

변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조직 역량에 관한 조직구성원의 신

념, 태도 및 의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변화를 지지 또는 저항할 것

인지 행동으로 옮기는지 결정하는 인지적인 선행요소라고 하였다. 

한편 변화태도와 상반되는 개념인 변화저항(resistance to change)은 

조직이 추구하는 변화에 대해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억제

하려는 구성원들의 반응을 의미한다(Piderit, 2000). 조직변화에 대한 

구성원의 저항은 변화의 목표를 저해하는 태도이며, 변화에 대해 거부하

고 반발하는 구성원의 부정적인 성향을 일컫는다(Chawla & Kelloway, 

2004).

변화태도와 유사한 개념들의 정의를 보았을 때, 변화수용성, 변화개방

성, 변화준비성은 변화결과에 대한 선행요인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변화개방성과 변화수용성은 변화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태

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변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서 변화태도와 차이가 있다. 또한 

변화준비성은 변화에 대한 대처하고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변화에 대한 호불호를 나타내는 태도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변화저항성은 변화에 대한 부정

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조직변화태도의 측정

선행연구에서 활용되는 조직변화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대부분 

Dunham 외(1989)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 도구

는 인지적 태도 6개 문항, 정서적 태도 6개 문항, 행동적 경향성 6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도구를 바탕으로 Yousef(2000)는 30개의 국

가에서 비서양사회 조직 구성원 474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조직변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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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행동적 경향성을 7점 Likert 척도로 측

정하였다. 이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77이며, 각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77, .88, .83, .86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Elias(2009)는 조직변화태도를 변화시점에 따라 

258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조직변화태도와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행동

적 경향성을 측정하였다. 

Tsaousis, Imakola와 Nikolaou(2003)은 변화태도(The attitude to 

change questionnaire(ACQ))에 대한 도구 개발 연구에서 변화태도를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 역시 Dunham 외(1989)의 연구를 기반으로 개

발하였으며, 292명의 공공기관 및 사설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5점 

Likert 척도를 실시하였고, 14개의 긍정적 질문과 15개의 부정적 질문인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김기근 외(2013)이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비전 인식과 조직

변화태도와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서

울, 경기 지역의 20개의 조직에서 235명을 대상으로 조직변화태도 중 

인지적 태도와 행동적 태도를 각 3문항으로 총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요소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문항‘우리 회사의 조직변

화는 외부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됨’이며, 행동적 요소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문항으로 ‘회사의 조직변화를 따르면 나의 업무수행

이 발전됨’이 해당한다.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인지적 영역에

서의 내적일치도계수는 .76, 행동적 영역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1로 측

정항목의 신뢰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변화태도와 유사한 개념인 재조직된 일터에서의 변화개방성의 예

측변인과 결과변인에 대한 연구에서 변화개방성(openness of change)

에 대한 측정은 Miller 외(1994)의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하여 7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였다. 변화수용성과 변화에 대한 긍정적 관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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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7문항을 사용하고 있다. 

변화수용성(acceptance of change)에 대한 측정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Wanberg와 Banas(2000)의 연구 역시 Miller 외(1994)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변화에 대한 개방성, 주도성, 적용노력도, 긍정

인식, 도움인식, 고객인식을 측정하고 있었으며 6문항으로 측정하고 있

다. 

조직변화태도를 측정하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해보았을 때, 조직변

화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Dunham 외(1989)의 연구에서 활

용된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인지적 태도, 정의적 태도, 행동적 경향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측정도구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활용되었으

며,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받았다고 할 수 있다. 

3.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가. 긍정심리자본

1) 긍정심리자본의 개념

한 사람이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일정 부분 개인이 변화 수행에 

대해 가지는 확신에 달려있다. 이 확신은 자신감, 위기 인내, 새로운 경

험에 대한 개방성과 내적 조직통제위치와 같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이전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Yukl, 2012; Erwin & 

Garman, 2010). 조직변화에 대하여 조직구성원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조윤형, 최

우재, 신제구, 2011)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리학 및 조직행동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

져 온 연구들은 구성원의 태도와 행위에 초점을 둔 긍정적 조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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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으로 발전되었다(Luthans & 

Youssef, 2004; Luthans & Youssef, 2007). 긍정적 조직행동은 긍정

적인 성향을 가진 인적자원의 강점과 심리적 능력이 조직현장에서 성과

개선을 위해 연구, 측정, 개발, 관리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

다. 다시말해 긍정적 조직행동은 보통 수준의 조직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심리상태와 강점을 개발함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을 동기 부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Luthans, 2002b).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y Capital)은 긍정적 조직행동 연구

와 더불어 발전된 개념으로서 조직구성원의 개발 가능한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Luthans & Youseef, 2007). 긍정심리자본은 1) 도전

적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을 투입하거나 책임질 수 있다

는 자신감(자기효능감), 2) 현재 또는 미래에 성공하기 위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낙관주의), 3) 목표를 향한 도전하고 필요한 경우 성공

을 위해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를 다시 설정(redirecting)(희망) 4) 문제

나 역경에 부딪혔을 때 이겨내고 성공하기 위한 회복(탄력성)으로 설명

할 수 있다(Luthans, Youssef, & Avolio, 2007). 즉, 긍정심리자본은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인 심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진취적인 사고

와 행동을 함으로서 개인 또는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

다.

국내의 긍정심리자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최용득(2009)은 

긍정심리자본을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탄력성의 긍정적인 심리상

태자원으로 한 개인의 강점 발휘라고 정의하였다. 임규혁(2011)은 자원 

보유의 관점으로 확장하여 긍정심리자본은 구성원의 종합적 긍정성을 정

민철(2011)은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를 강조하여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심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함으로

써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자

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Ⅱ-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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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Luthans & 
Youseef(2007)

조직구성원의 개발 가능한 긍정적인 심리상태

최용득(2009)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탄력성의 긍정적인 심리상태자원으로 
한 개인의 강점 발휘

임규혁(2011) 구성원의 종합적 긍정성을 자원의 보유한 것

정민철(2011)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심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

<표 Ⅱ-5>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 

또한 긍정심리자본은 조직이 가진 자본 중 하나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다시말해 조직에서는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을 보유하는데, 

자본의 범위는 기술적, 재무적, 물리적, 경제적인 유형자본에서 확장되어 

인적자본, 사회자본, 심리자본과 같은 무형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Luthans, 2004). Luthans는 조직 구성원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개

인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희망(hope), 낙관주의(optimism), 탄력성(resiliency)

의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심리적 자본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긍정

심리자본으로 개념화하였다(Luthans & Youssef, 2004; 장지선, 탁진

국, 2013). 

긍정심리자본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인은 그동안 독립된 개념으로 개

별적으로 연구되어 왔다(Bandura, 1997; Luthans & Jesen, 2002; 

Luthans, et al., 2007; Snyder, 2000, 2002). 그러나 최근 네 변수 

간의 공통성(commonality) 또는 상호 관련성이 공유된 매커니즘으로 

밝혀졌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은 네 가지 변수의 상위개념(high-order 

construct)으로써(Law, Wong, & Mobley, 1998.) 각 변수들은 개인의 

과업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적 경향성과 관련이 있으며(Luthans 

et al., 2007), 조직에서 원하는 구성원의 행동, 태도 및 성과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짐으로써 긍정심리자본을 하나의 핵심개념(core construct)

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Luthans, Avey, & Patera, 2008; 



- 28 -

Luthans et al., 2007). 또한 긍정심리자본 각 하위 차원의 개념 간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효과(interactive effects)를 가

질 수 있다(Rini, Cunkel-Schetter, Wadhwa, & Sandman, 1999; 

Thoits, 1994). 예를 들면 탄력성은 실패를 경험한 후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며, 낙관주의는 업무를 잘 수행

하지 못했을 때도 자기효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Rego, Sousa, Marques, & Cunha, 2012; 김은실, 백윤정, 2014).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Bandura(1997)의 일반적인 정의로서 

적절한 상황에서 행동의 과정을 수행(execute)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

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신념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는 개인의 능

력 또는 성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긍정적인 신념에 초점을 두고 있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정의에 발전하여 Stajkovic와 Luthans(1998b)는 

긍정적 조직행동에서 확장적이며(broader) 실용적인(workable)한 정의

로서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상황(context)에서 특정한 과업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의 과정(courses of action), 동기, 인지

적 자원을 운용(mobilize)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

(conviction)이나 믿음(confidence)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능력은 업

무를 수행할 때 있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변화의 초기단계에서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결부되어 개인이 향후 나

타날 더 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한다(Herold et al., 2007)는 

점에서 중요하다.

희망(hope)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성공적인 힘(agency)

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의 경로(pathways)의 상호작용에서 기

인하는 긍정적 동기부여 상태(state)를 의미한다(Snyder, Irving, & 

Anderson, 1991). Snyder(2000)는 희망을 구성하는 요소로 힘

(agency), 수행경로(pathways), 목표(goal)를 언급하며, 희망은 성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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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방안(way)을 규명(identify)하고, 명확화하고, 추구하는 능력

과 성공에 대한 의지라 정의하였다.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하고 계획을 세움으로서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동기 상

태들을 결합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Snyder, Sympso, 

Ybasco, Border, Babya & Higgin, 1996). 또한 희망은 자기주도적이

며(self-initiated), 목표지향적(goal directed)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행

동한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유사하지만 목표가 성취되는 과정

(mechanisms)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구분된다

(Luthans & Youssef, 2007; 김은실, 백윤정, 2014). 

즉 희망은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한 결심(determination)이나 동기부여

(willpower)를 위해 내재화된 통제력(control) 즉 의지를 활용하며, 목

표를 달성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경로 및 사전 대책

(contingency plan)을 세우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희

망의 수준은 설정된 목표에 대한 자신의 수행의지(willpower)와 달성경

로(waypower)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이동섭 

외, 2009). 그동안 최근 업무현장에서 종업원들의 희망이 직무성과와 직

무태도(Luthans, Avolio, Walumbwa, & Li, 2005; Perterson & 

Luthans, 2003; Youssef & Luthans, 2007) 및 창의적 성과

(Sweetman et al., 2011)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희망

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희망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Larson & 

Luthans, 2006)에 정적 영향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희망은 상태의 

변인(state-like)로서 조직적 개입을 통해 개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uthans & Youssef, 2007). 

낙관주의(optimism)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동기(outlook) 또는 사

건에 대한 귀인과 관련된 것으로, 긍정적인 정서와 동기와 관련이 있으

며, 현실에 대한 경고(caveat)를 포함하고 있다(Luthans, 2002a). 낙관

주의는 개인의 행동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추론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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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인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낙관주의자는 긍정적인 사건에 대

해 내재적이고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기여(global attribution)로 생각하

는 사람을 의미한다(Stajkovic & Luthans, 1998). 또한 낙관주의자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외재적이고, 안정적이지 않으며, 특정한 원인이 있

을 것이라 생각한다. 낙관주의자는 자신의 직무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보

람을 찾고 높은 성과를 달성하며(Youssef & Luthans, 2007), 자신에

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Carver & Scheier, 2002). 

희망과 유사하게 낙관주의는 결과가 상당히 가치 있다고 인식하는 목

표 기반의 인식과정이라 할 수 있다(Synder, 2002). 낙관주의는 개인의 

목표추구와 관련하여 창출되고, 동기부여되며, 개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희망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낙관주의는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가진 능력

에 대한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Luthans, 

Avey, Avolio & Peterson, 2010; 김은실, 백윤정, 2014). 또한 자기

효능감과 희망은 개인의 내재성에 초점을 둔 반면, 낙관주의는 내재성뿐

만 아니라 외재적 차원까지 포함하고 있다(Bandura & Locke, 2003; 

Snyder, Harris, Anderson, Holleran, Irving, Sigmon, Yoshinobu, 

Gibb, Langelle, & Harney, 1991). 이러한 귀인방식의 차이로 인해, 

낙관주의자들은 목표추구와 접근적 대처행동(approach coping 

behavior)을 동기화함으로써 긍정적 기대를 쌓아가는 반면, 비관주의자

들은 자기회의(selfdoubt)와 부정적인 기대에 의해 방해를 받게 된다

(Carver & Scheier, 2002; 김은실, 백윤정, 2014). 

탄력성(resiliency)은 복원력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특정한 위험이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이를 긍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적용하는 능력으로 정

의할 수 있다(Masten, 2001; Masten & Reed, 2002). 업무현장에 적

용해보았을 때, 역경, 불확실성, 갈등, 실패, 또는 심지어 긍정적인 변화, 

진보, 증가된 책임으로부터 원래상태로 돌아오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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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ce back) 긍정적 심리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Luthans, 

2002a).

탄력성은 임상 및 사회심리학에서 전통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이 분

에서의 탄력성은 매우 특이한 개인들에게서 관찰되거나 높이 평가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역량(extraordinary capacity)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긍정심리와 긍정적 조직 행동분야에서의 탄력성은 대부분의 평범한

(ordinary) 개인들에게서 개발되고 학습할 수 있는 역량(learnable 

capacity)으로 이해된다(Masten, 2001; Masten & Reed, 2002; 이동

섭 외, 2009). 

탄력성은 역경에 직면하였을 때 개인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초점

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체의 능동성을 주로 강조하는 희망이나 낙관주

의와 구별된다(Youssef & Luthans, 2007). 즉, 탄력성은 반응적

(reactive)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좌절 또

는 위협을 도전의 기회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탄력성은 변화와 불확실

성이 높은 상황에서 즉흥적인 대응, 유연함, 적응력이 필요할 때 그 가치

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Masten, 2001). 조직 분야에서 탄력성

과 관련한 연구는 시작단계에 있으며, 최근 들어 조직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성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Masten, 2001; 이

동섭 외, 2009). 기업 현장에서 종업원들의 성과 및 태도와 긍정적인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rson & Luthans, 2006; Luthans et al., 

2005; Youssef & Luthans, 2007). 

선행연구를 종합해보았을 때, 긍정심리자본은 조직차원에서 개발 가능

한 자본의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탄

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하위 개념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

심리자본을 하나의 상위개념으로 구성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 연구에서

의 긍정심리자본은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탄력성으로 대표되는 

조직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심리개발 상태’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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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긍정심리자본의 측정

긍정심리자본은 하위변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탄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로 Luthans 외

(2007)의 연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긍정심리자본 척도(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PCQ)를 사용하고 있다. 이 도구는 자기효능감

(Parker, 1998), 희망(Snyder et al., 1996), 탄력성(Wagnild & 

Young, 1993), 낙관주의(Scheier & Carver, 1985)에서 활용된 도구

로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네개의 변인 각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각 영역에서 자기효

능감 .89, 희망 .88, 탄력성 .89, 낙관주의 .89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이동섭과 최용득(2009)이 긍정심리자본의 선행요인

과 결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Luthans 외(2007)의 연구에서 

활용된 도구를 기반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 도구를 최용득(2009)

이 긍정심리자본과 리더십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의 상황에 맞게 수

정한 문항을 사용하고 있다. 이 도구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탄

력성의 하위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각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내적 신뢰

도 계수는 .87, 각 영역별로는 자기효능감 .73, 희망 .74, 낙관주의 .67, 

탄력성 .63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과 리더십 성과에 대해 실증연구를 한 정대용, 박권홍, 서

장덕의 연구(2011)에서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탄력성을 측정하였

고,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신뢰도 계수는 자기효능감 .67, 희망 

.73, 낙관주의 .74, 탄력성 .63으로 나타났으며 도구 전체의 신뢰도 계

수는 .87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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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지원환경

1) 학습지원환경의 개념

개인의 행동은 개인과 상황의 함수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특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규범, 

관습, 상사, 동료 등의 인간적,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맥락에 대해 지각

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조직 연구에서 환경의 영향이 강조되고 인간행동

에 영향을 주는 사회 심리적으로 의미 있는 환경이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노력에서 조직풍토, 조직문화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왕선영, 

2000) 

교육학에서도 학습 환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Bloom(1964)

에 의하면 학습과 관련한 환경적인 요인은 학습을 강화하거나 증진시켜 

준다고 한다. 즉, 좋은 학습 환경은 학습자의 학습 동기나 의욕을 자극한

다(왕선영, 2000). Dick과 Carey(1996)는 학습 환경을 새로운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하는 학습장의 환경으로 정의하며, 학습 환경의 맥락을 

학습장의 수와 본질, 교육적 요구와 학습상황과의 일치성, 학습자 요구와

의 일치성, 작업장의 반영으로 분석하였다. 

조직구성원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서 크게 개인차원의 

변인과 조직차원의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Lohman, 2007), 이중 

조직 차원의 변인은 학습자가 특정 조직의 맥락에 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학습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직의 학습 환경을 의미한다(문세연, 

2008). 

김지영과 장원섭(2010)은 기업의 학습지원이 개인의 학습참여와 조직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의 학습지원은 조직 내에서 다

양한 학습을 공식적으로 지원함으로서 합법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

며, 기업의 경영이념과 목표를 공유하고 합의된 규범과 문화를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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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며(이영현, 유한구, 2008), 학습지원분위기 및 보상체제와 같

은 환경과 문화, 구조의 수축은 개인들의 정보에 대한 개방성을 촉진하

는데 기여하며, 또 다른 형태의 학습과정을 창출할 수 있다. 

학습지원환경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경력몰입, 조직몰입 등 몰

입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하고 있었다. 학습지원환경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의 핵심어를 살펴보면, 학습지원, 학습지원 문화, 학습지원 풍토 

및 학습지원환경, 학습 환경 등 다양한 용어로 조직에서 제공하는 학습

지원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신성진, 2006). 

이창현(2004)은 자기주도성을 갖춘 구성원들에게 적절히 자기주도 학

습을 촉진하는 조직풍토를 조성해주는 것이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있

어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성진(2006)은 많은 기업에서 조

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을 위해 조직원들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조직 전체가 학습하는 풍토 즉, 학습문화를 조직에 확산하는 노력

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조직의 형성을 위해 조직은 조직 구성원이 

자발적인 학습활동과 구성원을 둘러싼 내외부환경의 학습지원풍토를 조

성하고, 이를 지원할 리더의 학습지원이 있을 때, 학습지원문화가 형성된

다고 하였다. 

학습지원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Ⅱ-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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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왕선영
(2001)

새로운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하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와 교수자에게 
물리적, 심리적 영향을 주는 모든 외부적 요소로써, 교육과정 측면과 
교육시설 측면, 사회심리적 환경 측면을 포함

이창현
(2004)

조직 구성원들을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자기 주도형 학습을 지원하여 
구성원들의 성장과 개발을 중시하는 조직 내의 상황에 대한 하나의 심리적 
개념으로,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조직풍토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해석 및 지각

신성진
(2006)

기업과 그 구성원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구성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조직의 성과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의 
시스템, 제도, 분위기 등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

임승옥
(2007)

조직원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지원 정책이나 실행 등에 대하여 조직원이 
갖는 인식

김창훈
(2008)

조직에서 조직구성원의 학습향상 및 학습문화 구축을 위하여 직, 
간접적으로 실행하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전략이나 실천

김상석
(2009)

조직 구성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의 직, 간접적인 지원에 대해 
조직원이 갖는 인식

조세영
(2012)

조직에서 구성원의 학습을 지원해주는 환경으로 조직과 구성원의 
목표달성과 성과향상을 위해 구성원의 성장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학습을 
지원해주는 환경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진혜원
(2013)

기업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상사와 동료가 지원해 주거나, 교육훈련을 
권장하는 조직 분위기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

<표 Ⅱ-6> 학습지원에 대한 정의

위의 학습지원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정의를 종합해보았을 때, 학습지

원환경은 조직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구성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습을 

지원하고, 조직성과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리적, 심리적 등의 

직, 간접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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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지원환경의 측정

학습지원환경을 측정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습지원환경에 대한 구성

원이 갖는 인식에 대해 측정하고 있었다. 

먼저 임승옥(2004)은 기업조직원의 인적자원전략 인식과 조직몰입 및 

경력몰입의 관계 분석을 구명하는 연구에서 경력개발에서의 학습지원환

경의 하위변인으로 상사의 경력개발 지원을 보았고, 조직개발에서의 학

습지원환경의 하위 변인으로 상사/동료의 학습관련지원, 학습지원시스템, 

학습인프라를 포함시켰다. 

이창현(2004)은 기업의 자기주도학습 지원풍토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조직의 학습지원 풍토를 자기주도학습을 장려하는 일종

의 조직특성으로 정의하였고, 그 하위 변인으로 인간적 측면(경영자의 

인식, 상사 및 동료의 지원), 인프라 측면(학습지원제도, 학습인프라), 

조직특성측면(혁신적 분위기, 학습성향)으로 분류하였다. 

기업의 학습지원 문화가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한 신성진(2006)은 학습지원 풍토의 개념이 학습지원 문화

와 매우 유사한 개념이라고 정의하면서 학습지원문화의 하위 변인으로 

비전공유, 조직구성원의 학습지원, 학습지원제도, 조직구성원의 학습 성

향으로 분류하였다. 

조세영(2012)은 기업의 학습지원환경과 경력몰입의 관계에서 프로틴 

경력태도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 연구에서 하위요인을 리더의 학습지원, 

동료의 학습지원, 학습지원제도, 혁신적 분위기를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

서 리더의 학습지원과 혁신적분위기가 경력몰입에 정적인 영향

(t=2.194, p=.029)을 주었다. 

선행연구의 학습지원환경 구성요소에 대해서 다음 <표 Ⅱ-7>로 정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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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초점 인적 차원 
시스템 및 
인프라 차원

조직문화 차원

이창현
(2004)

기업의 
자기주도학습 
지원풍토

경영자의 인식, 
상사 및 동료의 

지원

학습지원제도, 
학습인프라

혁신적 분위기, 
학습성향

신성진
(2006)

기업의 학습지원 
문화

조직구성원의 
학습지원

학습지원제도
비전공유,

조직구성원의 
학습 성향

임승옥
(2006)

인적자원전략 
인식

상사의 
경력개발지원,
상사/동료의 
학습관련지원

직무교육,
학습지원시스템, 

학습인프라
-

조세영
(2012)

기업의 
학습지원환경

리더의 학습지원, 
동료의 학습지원

학습지원제도 혁신적 분위기

<표 Ⅱ-7> 학습지원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분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았을 때, 학습지원환경은 인적지원, 시스템 및 인

프라적 지원, 조직 문화적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적지원의 영역

에는 상사 및 동료의 지원, 물적 지원 영역에는 학습지원제도, 문화적 지

원 영역에는 혁신적 분위기를 측정할 수 있다.

다.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1)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변화를 위해서 역동적인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

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노력과 몰입을 유도한다는(Pawar 

& Eastman, 1997) 점에서 변화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한 조직의 문화적 타성과 변화에 대한 냉소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되

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변화를 주도하는 변혁적 리더십이며, 변화

를 실천하는 중간 관리자에게 변화주도자(Change Agent)로서의 권한과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손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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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이라는 용어는 개별 부하직원의 변혁과 조직의 변혁 모두를 지

칭한다(Yukl, 2012).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용어는 Downton(1973)이라

는 학자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으나, 정치사회학자인 Burns의 저서  

Leadership(1978)에서부터 변혁적 리더십이 리더십의 중요한 접근법으

로서 대두되었다. 

Burns(1978)가 변혁적 리더십 이론과 변혁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과 거래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두 가지 유

형을 최초로 제안하였으며, Bass(1985)는 변혁적 리더십 이론을 확장하

고, 두 가지 유형을 조직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 

먼저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간의 교환(exchange) 관계에 초점

을 두고 있는 반면,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 모두의 동기와 목적의

식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거래적 리더는 구성원들이 계

획된 성과를 달성하였을 때 구성원들이 원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Bass, 1985). 한편 변혁적 리더는 긍정적 정서와 메시지를 활

용하여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더 높은 수준의 잠재력과 수행을 구성원

들에게 동기부여한다(Shamir, House, & Arthur, 1993; 이철희, 신강

현, 허창구, 2012). 

거래적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기대했던 성과(expected 

performance)’만을 이끌어내는 반면,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의 기본적

인 기대 이상의 수행을 획득하는 ‘증폭효과(augmentation effect)’의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Waldman, Bassm & Yammarino, 1990) 기대 

이상의 성과(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를 이끌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Lowe, Kroeck과 Sivasubramaniam(1996)의 연구에서 변혁

적 리더가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업무성과를 초

래하게 하며, 더 효과적인 리더로 지각됨이 실증되었다.

또한 변혁적 리더는 부하를 단순히 일차적 욕구수준에 머물러 있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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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으로 파악하여 부하의 상위수준 욕구

를 강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은실, 백윤정, 2014).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비교해 보았을 때, 변혁적 리더는 

부하들에게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가치와 성취할 목표의 중요성을 깨

닫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여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며, 부하들에게 

높은 상위 욕구를 각성시키거나 욕구목록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리더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주입하여 부하들을 동기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을 변혁하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더 많은 노

력을 기울이도록 만들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해낸다(Bass, 1985).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초기 연구는 리더가 직속부하들에게 미치는 직

접적인 영향력을 설명하는데 주로 관심을 가졌다.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이론을 지지했지만, 리더 행동과 부하

의 수행 간에 발견된 긍정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매커니즘과 영향요인을 

검토한 연구가 부족하였다(Yukl, 2012). 이에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최

근 연구는 초기 연구에 비해 리더의 특성, 행동, 영향력 과정, 상황 등의 

변수를 보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리더십에 대해 통합

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Yukl, 2012). 또한 부하의 특성과 가치가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가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De Vries, Roe, & Taillieu, 2002).

변혁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은 학자마다 다르게 구성하고 있

다. 먼저 Bass(1985)는 초기에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인으로 이상적 

영향력,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영감적 동기부여를 

추가하였다(이철희 외, 2012). Podsakoff, Mackenzie, Moorman와 

Fetter(1990)은 비전제시,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 역할모델링, 집단 목

표 육성, 고성과 기대로 구분하였으며, Bycio, Hacket와  Allen(1995)

은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로 구분하였다. 또한 Rafferty와 

Griffin(2004)은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 지원적 리더십, 격려적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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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비전제시로 제시하였다. 

카리스마(charisma)는 이상적 영향력(idealised influence)으로 불리

우기도 한다.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는 부하에게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함으로서 부하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리더와 동일시하

고자 욕구를 유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공민영, 2008). 변혁적 리더

의 행동은 부하들에게 역할모델로 작용하며, 이러한 역할모델링은 부하

들의 스킬과 자신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작용한다(Bandura, 2000; 이

철희 외, 2012). 

격려적 동기(inspirational motivation)는 부하 혹은 부하의 노력에 대

해 감정적(emotional)측면에서 격려하거나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라 정

의할 수 있다(최용득, 2009). 즉, 부하들이 업무에 대한 의미를 자각하

여 열정과 자신감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 간에 공유된 비전을 실현하는데 전념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

서 부하들의 의욕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이러한 동기부여는 카리스마

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카리스마의 하위요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Bass, 1985). 비전은 도덕적으로 함축된 의미를 지니는 이상적이고 바

람직한 최종 목표로서, 변혁적 리더십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Jex & Britt, 2008). 변혁적 리더는 명확한 비전제시를 통해 도전과제

를 부여하여 비전 달성에 참여시킨다.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은 기존의 사고, 고정관념, 현실문

제 등의 틀에 의문을 갖게 함으로서 창의적 관점에서 자신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특성을 의미한다(공민영, 2008). 변혁적 리더는 

지적으로 자극하는 행동을 통해 부하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해석

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이 장애물을 발전적인 도

전으로 여기고 역경을 회복하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한다(Bass, 1990). 

개별적 배려(individualized consideration)는 권한위임, 카운슬링, 멘

토링 등의 활동을 통해 부하의 목표설정 및 달성 능력을 고취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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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Bass, 1990). 코칭 및 멘토링의 활동은 

부하들이 더 큰 리더십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Sosik, 2006). 부하직원을 개별적으로 배려해주는 리더는 부

하 직원 각각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보인다. 또한 부하직원의 욕구와 

가치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며, 부하직원의 관점에서 이해하

며 서로 다른 부하직원들을 다르게 대해 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격려적 동기, 지

적자극, 개별적 배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의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사가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

로 비전을 제시하고 높은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과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으로 정의한다.

2)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측정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현장 조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Yukl, 2012). 특히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여러 설문지가 개발되었지만(Bass, 1985; Bass & Avolio, 1999a; 

Pdsakoff, MacKenzie, Moorman, & Fetter, 1990), 대부분의 연구에

서는 MLQ(Multiple Leadership Questionnaire)나 MLQ의 개정된 버

전(Bass & Avolio, 1999a)을 활용하고 있다.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행

동은 높은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할 

때 각 구성요소를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이화용

(2004)의 측정도구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화용(2004)은 Bass와 

Avolio(1990)의 MLQ-5X를 우리나라의 현실과 연구목적에 맞게 번안

하여 총 카리스마 8문항, 격려적 동기 4문항, 지적자극 4문항, 개별적 

배려 4문항의 총 20문항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요인분

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내적일치도 계수는 카리스마 0.81,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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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적 동기 0.83, 지적자극 0.83, 개별적 배려 0.81로 적절한 수준을 나

타내었다. 

공민영(2010)은 조직학습과 변혁적 리더십, 학습문화 및 사회관계망

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한 연구에서 이화용(2004)의 도구를 기업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였다. 이 도구의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는 .057이며, 각 구인별로는 카리스마 .930, 격려적 동기 .882, 지

적자극 .803, 개별적 배려 .863으로 적절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4. 조직변화태도와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

가.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변화태도와의 관계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조직구성원의 태도, 행동, 성과와 관

련하여 이루어졌다(Luthans, et al, 2007; Avey, Reichard, Luthans 

& Mhatre, 2011; 김은실, 백윤정, 2014). 이 중 긍정심리자본과 조직

구성원의 태도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심리적 웰

빙의 바람직한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냉소주의, 이직의도, 스트레스, 근심

의 바람직하지 않은 종업원의 태도를 실증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긍정심리자본과 감정(emotions)이 긍정적 조직변화에 기여하는지 근

로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한 

Avey, Wernsin와 Luthans(2008)은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근로자가 조

직변화와 관련된 몰입(engagement)과 냉소주의(cynicism)의 태도와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과 일탈(deviance)의 행동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Luthans 외(2008)의 연구

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조직변화태도의 결과변인인 종업원의 성과, 직무

만족, 직무몰입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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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심리자본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를 탐색하는 국내 연구에서는 긍

정심리자본, 학습목표지향성, 리더의 비전제시가 정서적 조직변화에 미치

는 영향을 구명한 장지선과 탁진국(2013)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과 

변화몰입은 정적 상관관계(r=.315, p＜.01)를 보였다. 긍정심리자본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김주엽

과 김명수(2011)의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및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한 구인인 자기효능감과 조직변화태도의 유사개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재형성되는 조직에서 변화개방성의 선행변수와 결과

변수를 탐색하는 Wanberg와 Banas(2000)의 실증 연구에서 도출된 개

인적 선행변수로 자기효능감과 낙관주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

다. Taylor와 Brown(1988)은 변화는 많은 스트레스를 수반하기 때문

에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과 낙관주의가 변화수용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근로자의 변화몰입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변수를 탐색

하는 연구를 수행한 Herold, Fedor와 Caldwell(2007)은 자기효능감이 

조직변화태도의 결과변인인 조직변화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

혔다.

인지 채택이론(cognitive adaptation theory)에 따르면 한 개인이 스

트레스가 높은 상황에 있어도 행복(well-being)의 수준이 높을 경우 높

은 수준의 자기효능감과 낙관주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

이 가진 자기효능감과 낙관주의에 따라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만족하며 적응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Taylor & Brown, 

1988). 또한 확장과 수립이론(Broaden-and-build theory)에 의하면, 

제안된 긍정적 정서(positive emotions)는 인지적 경향성(cognition 

tendencies)과 행동적 경향성(behavioral tendencies)을 증대시킨다

(Fredricks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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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심리자본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를 탐색하는 선행연구와 관련 이

론을 종합해보았을 때, 긍정심리자본은 조직변화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나.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view)에 의하면, 자원이 풍부한 조직

일수록 변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흡수할 수 있어 변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Nohira & Gulati, 1996).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구명한 연구는 없지만, 학습지원

환경의 개념을 이루는 구성요소들과 조직변화태도와 영향 관계를 실증하

는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 간의 영향관계

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먼저 동료의 학습지원과 조직변화태도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판매 조직을 대상으로 개인, 팀, 조직 맥락에서 조직변

화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는 Eby, Adam, Russell와  

Gaby(2000)의 연구에서 동료 신뢰(trust in peers)가 조직변화준비성

과 정적 영향관계(β=.28, p<.05)에 있었다. 합병하는 기업에서 개인의 

변화인식과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히는 Fugate, Kinicki와  

Scheck(2002)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 인식된 통제, 감정 대응의 4가

지 변인 중 사회적 지원이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도출

되었다. 변화준비성, 조직몰입,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 간의 관계

를 탐색하는 Madsen, Miller와 John(2005)의 연구에서 변화준비성과 

사회적 관계는 높은 상관관계(r=.18, p=.001)를 나타냈다. 조직변화 저

항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Oreg(2006)은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이 조직변화에 대한 저항 중 정의적 저항(affective 

resistance)(β=.27, p<.001), 행동적 저항(behavioural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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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24, p<.001) 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학습지원제도에 대한 인식과 조직변화태도 간의 관계를 실

증하는 연구는 없지만, 학습지원제도가 업무환경과 유사한 개념이라 보

고 간접적으로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 간의 영향관계가 있을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의 업무환경에서 지원받지 못한

다고 생각하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변

화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Kiefer, 2005; Martin et al., 2005; 

Stanley, Meyer, & Topolnytsky, 2005). 

김지영과 장원섭(2010)은 기업에서의 학습지원이 개인의 학습참여와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기업의 학습지원을 개인수

준(형식학습참여, 공식적 관계학습 참여, 비공식적 관계학습 참여, 기타

학습참여)과 조직수준(형식학습, 무형식학습, 교육훈련투자)으로 구분하

고 이들이 조직학습(수용력, 조직기억, 가치공유, 학습능력, 환경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직학습에서의 환경적응 구인

은 조직과 관련한 외부활동을 이해하고,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여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조직변화태도와 유사한 개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적응은 개인 수준에서는 비공식적 참여변수가 유의

미하였으며, 조직수준의 변수에서는 학습지원변수가 유의미한 상관(

=197.25, p<.01)을 보였으며, 특히 형식학습지원(t=2.45, p<.05)과 교

육훈련에 대한 투자(t=2.35, p<.05)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혁신적분위기와 조직변화태도 간의 직접적인 실증연구는 

없지만, 조직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심리적인 분위기 형성하는데 있어 변

화촉진자들의 조절효과에 관한 Martin, Jones와 Callan(2005)의 연구

에서 교육 훈련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수용자들이 업무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변화수용자들이 변

화에 대해서 준비하고 개방하며, 이를 조절할 수 있다(Miller, Johnson 

& Grau, 1994). 긍정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climate)는 변화수



- 46 -

용자로 하여금 변화에 준비할 수 있게 한다(Armenakis, Bernerth, 

Pitts, & Walker, 2007; Holt et al., 2007).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를 탐색하는 선행연구와 관련 이

론을 종합해보았을 때, 학습지원환경은 조직변화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 긍정심리자본 및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와의 관계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1)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변화태도 관계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긍정심리자본은 리더의 반복되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강화 또는 감소될 

수 있다(Peterson, Luthans, Avolio, Walumbwa, & Zhang, 2011)는 

점에서 리더십이 조절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은 리더

에 의해 개발되고 관리될 수 있는 상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Luthans 

& Youssef, 2007).

또한 조직변화에 대해 냉소적인 구성원의 태도를 변혁적 리더의 행동

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Bommer, Rich와 Robin(2005)의 연구에서 

조직구성원이 가지고 있던 조직변화에 대한 냉소주의를 변혁적 리더의 

행동을 통해 감소시켰다는 실증결과를 가져왔다. 

Gardner와 Schermerhorn (2004)은 진정성 추구 리더의 과업 중 하

나는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리더들이 종업원들의 자

신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강화시켜 주어 어려운 시기에 탄력성을 통해 자

신이 직면한 문제와 역경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의 특성변인과 변화몰입 간의 관계에서 변화리더십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손향신과 유태용(2011)의 연구에서 개인의 특성변인 중 하나인 

핵심자기평가가 유의미한 영향(  =.028, p<.01)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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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직 내부에서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개인이 긍정적인 심리경

향성일 경우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때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수준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가진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더라도 상사의 변혁적 리더가 아닐 경우 

조직변화태도가 부정적일 수 있다. 반대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가진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낮을 경우 상사가 변혁적 리더일 경우 조직변화

태도가 긍정적일 수 있다.

Smith(1996)는 변화를 실행할 때 조직원과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10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변화를 위한 비전 제시와 저항의 극복을 위해 

변화활동의 수행에 조직원을 참여시키고 변화 목표와 성과를 연결시키며 

이를 위해 동기 부여적 리더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내 대기업 내에 구축된 긍정심리자본과 대

기업 사무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의 관계에 있어서 상사의 변혁적 리

더십이 조절변인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2)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 관계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

절효과를 검증한 실증연구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조직변화태도의 유

사개념과 결과변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세 변인 간의 관계성을 유

추할 수 있다. Logan과 Ganster(2007)는 훈련, 자원접근성, 정보접근

성 등의 하위 변인으로 구성된 권한위임(empowerment intervention)

과 조직변화태도의 결과변인인 몰입(commitment)과 직무만족(job 

satisfaction)간의 관계에서의 상사지원(supervisory support)이 갖는 

조절효과를 실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훈련(training)과 태도 변화의 관계

에서 인식된 상사의 지원이 조절효과(β=3.350, p<01)를 갖는 것이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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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인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에 강한 영향을 주는 오피니언 리더로

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으면 변화수용자들은 변화에 대해 존중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동안 이들의 정서 소진(emotional 

exhaustion)이 감소하였다(Cunningham et al., 2002; Eby et al., 

2000; Fugate, Kinicki, & Scheck, 2002; Madsen, Miller, & John, 

2005; Peach, Jimmieson, & White, 2005).

조세형과 윤석천(2009)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조직학습능력이 혁신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조절하는 효과를 구명하는 

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학습환경 및 시스템을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일부 보완할 수 있음을 실

증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내 대기업 내에 구축된 학습지원환경과 대

기업 사무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의 관계에 있어서 상사의 변혁적 리

더십이 조절변인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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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직변화태도와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 종합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조직변화태도와 긍정심리자본, 학습지

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다

음의 <표 Ⅱ-8>와 같다.

관계 선행연구

긍정심리자본
→ 조직변화태도

Avey, Wernsin & Luthans(2008),  Herold, Fedor & 
Caldwell(2007), Luthans et al.,(2008),  Taylor & Brown(1988), 
Wanberg & Banas(2000), 장지선, 탁진국(2013), 김주엽, 

김명수(2011)

학습지원환경
→ 조직변화태도

동료의 
학습지원

Eby, Adam, Russell & Gaby(2000), Fugate, Kinicki,, 
& Scheck(2002), Madsen, Miller, & John(2005)

학습
지원제도

김지영, 장원섭(2010)

혁신
분위기

Martin, Jones, & Callan(2005)

긍정심리자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 조직변화태도

Bommer, Rich, & Robin(2006), Gardner & Schermerhorn (2004), 
손향신, 유태용(2011)

학습지원환경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 조직변화태도

Logan & Ganster(2007), 조세형, 윤석천(2009), Cunningham et 
al., 2002; Eby et al., 2000; Fugate et al., 2002; Madsen et al., 

2005; Peach et al., 2005

<표 Ⅱ-8>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조직변화태도와 긍정심리자본과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관련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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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조직변화태도, 긍정

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

변화태도,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목표에 따라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

해 [그림 Ⅲ-1]과 같은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Ⅲ-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조직변화태도와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간 가설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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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이 연구의 실제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

이다. 대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① 중소기업법에 근거하여 업종별로 상시 종사자 수 및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방법(중소기업

청, 2008)과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1000대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법, ③ 30대 그룹과 그 계열사(대한상공회의소, 2007)가 해당한다.

먼저 중소기업법에 근거하는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이 인원수

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1000대 기업의 경

우 매출액과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선정되는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

우 상위권에 해당하는 기업과 하위권에 해당하는 기업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또한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업종 특성에 따라 은

행 및 보험사가 높은 순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조직변화태도와 관

련한 연구목적에 미루어보았을 때 대규모기업집단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

응한다는 점에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해있는 상위 30대 그룹과 그 계열

사가 연구대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국내 30대 기업체 리스

트를 목표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표 Ⅲ-1> 참조). 2012년 기준 국내 

30대 그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는 123만 2238명으로 보고되고 있

으나, 그 중에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어, 목표 모집단의 규모와 적정 표집수를 산출하기 어렵다

(McMillan & Schumacher, 2006). 그러나 연구결과의 일반화는 모집

단의 수에 상관없이 표본집단의 절대 수에 기인하며, 사회과학에서는 

300명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표본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류근관, 

2005). 이 연구에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사례수의 최

소 독립변인의 20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양병화, 2006; Tabachnick & 



- 52 -

Fudekkm 1989). 사례수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 통계적으로 변인 간 중

다 상관이 과대평가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에도 독립변인이 유의미하

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사례수가 많은 경우 통계적 유의도를 평가할 

때 실용적 유의도(practical significance)를 고려해야 한다(양병화, 

2006).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이 가장 많은 경우 4개의 독립변인을 사

용하므로 최소 80개의 사례 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는 80~300명의 

표본의 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400명을 표집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무응답이나 불성실 응답자가 있다는 점과 회수율 등을 고려하

여 600부 이상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편을 이용한 설문의 경우 낮은 회수율

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료의 수집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Dilman(2000)이 제시한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먼저 각 기

업의 조사 협력자를 확보하고,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며 조사 가능한 인원을 파악한 뒤 설문지를 배포하고, 10개의 그

룹사의 15개 계열사로부터 협조를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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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그룹명
계열사
수

No. 그룹명
계열사
수

No. 그룹명
계열사
수

1 삼성 68 11 한국도로공사 3 21 한국석유공사 2

2 한국전력공사 24 12 한국가스공사 2 22 한국철도공사 10

3 현대자동차 56 13 농협 33 23 LS 49

4 한국토지주택공사 5 14 한진 43 24 대우조선해양 12

5 SK 83 15 한화 47 25 금호아시아나 22

6 LG 56 16 KT 48 26 동부 56

7 롯데 70 17 두산 22 27 대립 20

8 포스코 48 18 한국수자원공사 2 28 부영 13

9 현대중공업 27 19 신세계 28 29 현대 21

10 GS 71 20 CJ 62 30 OCI 24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2014). 30대 그룹 Retrieved Dec. 21, 2014, from 
http://www.korchambiz.net/COMPI/compi_grouplist.jsp

<표 Ⅲ-1> 국내 30대 그룹사 현황(2014년 11월 기준)

3.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조사도구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개인의 생

각, 태도, 감정 등 관찰하기 힘든 구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된

다는 점에서(박도순, 2004) 본 연구의 목적과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사도구는 <표 Ⅲ-2>과 같이 조직변화태도 척도, 긍정심리자본 척도, 

학습지원환경 척도, 변혁적 리더십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척도를 포함하였다. 긍정심리자본 척도와 학습지원환경 척도는 조

직 단위의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

직구성원이 지각하는 인식정도를 측정하였다. 

각 변인들에 대한 척도는 조직변화태도 척도를 제외하고 관련 선행연

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해 개발된 기존 도구를 활용하였다. 

조직변화태도 척도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외국의 도구를 번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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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이러한 조사도구는 연구 목적과 대상에 맞도록 수정하여 

HRD 전공 박사수료생 2인에게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문항의 

이해도와 명확성을 검증받았다. 

본 조사에 앞서 설문지의 신뢰도롤 검증하기 위해 2014년 11월 08일

부터 11일까지 64명의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자 2명을 제외하고 최종 62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신뢰도 검증에는 문항내적일치도(Cronbach’s α)

를 사용하였다.

구분 문항 수 문항번호 출처

조직변화태도

인지적 태도 6 Ⅰ-1~6
Dunham 등 (1989)을 

번안
정의적 태도 6 Ⅰ-7~12

행동적 경향성 6 Ⅰ-13~18

긍정심리자본

자기효능감 6 Ⅱ-1~6

최용득(2009)
희망 6 Ⅱ-7~12

낙관주의 6 Ⅱ-13~18

탄력성 6 Ⅱ-18~24

학습지원
환경

동료의 학습지원 4 Ⅲ-1~4
조세영(2012)의 도구

수정
학습지원제도 4 Ⅲ-5~8

혁신적분위기 4 Ⅲ-9~12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8 Ⅳ-1~8

공민영(2010)
격려적 동기 4 Ⅳ-9~12

지적자극 4 Ⅳ-13~16

개별적 배려 4 Ⅳ-17~20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별, 연령, 직급, 
최종학력, 근속연수,  

산업군, 직무
7 Ⅴ-1~7 -

총 문항 81문항

<표 Ⅲ-2> 조사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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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직변화태도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조직변화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지

적 태도, 정의적 태도, 행동적 경향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도구는 Dunham 외(1989)의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6개로 구성되었다. 도구 번안 시 번안의 질(translation quality)을 확보

하기 위해 재번역 방법(back transla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HRD 

전공자에게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은 뒤,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

회전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선택기준으로 고유값은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5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항목은 ‘나는 대체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

는다.’, ‘변화는 대체로 조직에게 유익하다.’, ‘ 나는 업무에서의 변

화를 기대한다.’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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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인지적 태도 01 .321 .712 .030

인지적 태도 02 .123 .805 -.045

인지적 태도 03 -.197 .757 .024

인지적 태도 04 .175 .628 .280

인지적 태도 05 .409 .651 -.143

인지적 태도 06 .136 -.319 .596

정의적 태도 01 .171 -.037 .687

정의적 태도 02 .843 .117 .177

정의적 태도 03 .456 .358 .493

정의적 태도 04 .567 .406 .175

정의적 태도 05 .108 .104 .713

정의적 태도 06 .326 .306 .694

행동적 경향성 01 .539 -.005 .289

행동적 경향성 02 .880 .165 .164

행동적 경향성 03 .664 .137 .223

행동적 경향성 04 .846 .001 -.036

행동적 경향성 05 .742 .116 .290

행동적 경향성 06 .583 .305 .321

고유값 4.873 3.212 2.574

설명변량 27.074 17.844 14.303

누적변량 27.074 44.918 59.221

주1: 요인추출방법: 주성분 분석
주2: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Ⅲ-3> 조직변화태도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예비조사 결과

그러나 인지적 태도의 6문항 중 5문항이 역문항(reversed items)이

기 때문에 이론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었다. 응답자들이“변화는 대체

로 업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도록 돕는다.”의 문항을 이

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며, 역문항으로 구성된 다른 다섯 문항과 다르

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 구인 타당도를 떨어트리는 

문항일 수 있다. 또한 정의적 태도의 2번 문항 역시 다른 차원의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 구인타당도를 떨어트리는 문항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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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인지적 태도 6번 문항과 정의적 태도의 2번 문항을 제거하고 

본조사를 실시하였다(<표 Ⅲ-4> 참조). 

구분
성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공통성

인지적 태도 01 .315 .151 .751 .685

인지적 태도 02 .252 .119 .811 .736

인지적 태도 03 -.015 .068 .822 .680

인지적 태도 04 .191 .450 .605 .605

인지적 태도 05 .508 -.022 .600 .619

정의적 태도 01 .137 .748 .045 .580

정의적 태도 03 .324 .667 .175 .580

정의적 태도 04 .437 .557 .254 .566

정의적 태도 05 .195 .728 .016 .568

정의적 태도 06 .363 .719 .207 .690

행동적 경향성 01 .513 .420 .143 .460

행동적 경향성 02 .815 .254 .259 .796

행동적 경향성 03 .569 .485 .217 .606

행동적 경향성 04 .792 .259 .153 .718

행동적 경향성 05 .635 .459 .146 .469

행동적 경향성 06 .705 .312 .239 .651

고유값 3.734 3.455 3.000

설명변량 23.337 21.596 18.749

누적변량 23.337 44.932 63.681

주1: 요인추출방법: 주성분 분석
주2: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Ⅲ-4> 조직변화태도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본조사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조직변화태도의 3개 하위요인이 확인되었고,  

설명량은 63.68%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의 수

가 3개로 도출되었고, 문항 별 공통성(communality)은 인지적 태도 

.605-.736, 정의적 태도는 .566-.690, 행동적 경향성은 .460-.79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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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각 문항이 단일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각 하위요인의 설명량은 인지적 태도는 18.75%, 정의적 태도는 

21.60%, 행동적 경향성은 23.34%로 확인되었다. 

<표 Ⅲ-5>와 같이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조직변화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90,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753~.860로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조사에서의 신뢰도 수준은 .920으로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25~.887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문항수 예비조사(n=62) 본조사(n=240)

16 .890 .920

조직변화태도

인지적 태도 5 .795 .836

정의적 태도 5 .753 .825

행동적 경향성 6 .860 .887

<표 Ⅲ-5> 조직변화태도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나. 긍정심리자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기

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탄력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도구

는 Luthans et al.(2007)의 긍정심리자본 척도(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PCQ)를 최용득(2009)이 국내 조직상황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설문도구는 하위변인 각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

적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7 이다. 

구체적인 설문 항목은 ‘나는 장기적인 문제를 해석해서 해결책을 찾

는 일에 자신있다.’, ‘나는 직장에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벗어

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다.’, ‘나는 하고 있는 일의 

미래 전망에 낙관적이다.’, ‘나는 보통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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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극복한다.’가 해당한다.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본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27, 각 하위요

인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695~.830로 높은 수준으로 판단하여 본조사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본조사에서의 신뢰도는 .934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하위변인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775~.835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표 Ⅲ-6> 참조).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문항수 예비조사(n=62) 본조사(n=240)

24 .927 .934

긍정심리자본

자기효능감 6 .824 .835

희망 6 .830 .822

낙관주의 6 .695 .775

탄력성 6 .787 .812

<표 Ⅲ-6> 긍정심리자본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다. 학습지원환경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학습지원환경의 측정 도구는 조세영

(2012)이 학습지원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지원환경을 상사의 학습지원, 동료의 학습지원, 학

습지원제도, 혁신적분위기로 구분하여 개발한 5점 Likert 척도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조세영(2012)은 상사의 학습지원의 문항은 신영철(2008)의 도구를, 동

료의 학습지원의 문항은 신성진(2006)의 도구를, 학습지원제도의 문항은 

이창현(2004), 혁신적 분위기는 이창현(2004)의 도구에서 발췌하여 사용

하였다. 각 문항은 상사의 학습지원 18문항, 동료의 학습지원 4문항, 학습

지원제도 4문항, 혁신적 분위기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내적신뢰도 계

수(Cronbach α)는 .956, .881, .820, .883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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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에서 상사

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기 때문에 조세영(2012)

의 연구를 구성하고 있는 상사의 학습지원과 중복될 수 있다. 따라서 조

세영(2012)의 연구에서의 학습지원환경의 네 가지 하위변인 중 상사의 

지원을 제외하고, 동료의 학습지원, 학습지원제도, 혁신적분위기에 해당

하는 12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설문항목은 ‘나의 동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편이다.’, ‘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스터디 

그룹과 같은 업무 외적인 학습활동을 권장한다.’, ‘ 우리 회사의 관리 

방식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때로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도전적이

다.’등이 있다.

HRD 전공자에게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은 뒤,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

하여 직교회전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선택기준으로 고

유값은 1.0이상, 요인 적재치는 .5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표 Ⅲ-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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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동료의 학습지원 01 -.152 .785 .219

동료의 학습지원 02 .197 .869 .026

동료의 학습지원 03 .308 .825 -.035

동료의 학습지원 04 .301 .601 .229

학습지원제도 01 .412 .332 .510

학습지원제도 02 .320 .079 .796

학습지원제도 03 .190 -.054 .785

학습지원제도 04 .174 .318 .767

혁신적분위기 01 .611 .377 .229

혁신적분위기 02 .876 .087 .258

혁신적분위기 03 .835 .213 .175

혁신적분위기 04 .835 .048 .315

고유값 3.392 2.779 2.359

설명변량 28.264 23.157 19.654

누적변량 28.264 51.421 71.075

주1: 요인추출방법: 주성분 분석
주2: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Ⅲ-7> 학습지원환경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예비조사 결과

예비조사 결과를 확인적 요인 분석한 결과, 학습지원환경의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의 수가 3개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본조사의 도구로 활용하

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본조사 결과는 <표 Ⅲ-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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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공통성

동료의 학습지원 01 -.065 .837 .181 .738

동료의 학습지원 02 .164 .876 .073 .799

동료의 학습지원 03 .196 .852 .140 .785

동료의 학습지원 04 .354 .624 .033 .515

학습지원제도 02 .391 .235 .678 .668

학습지원제도 03 .145 .047 .858 .759

학습지원제도 04 .307 .137 .771 .707

혁신적분위기 01 .658 .280 .328 .619

혁신적분위기 02 .844 .103 .264 .793

혁신적분위기 03 .854 .194 .172 .797

혁신적분위기 04 .850 .068 .231 .781

고유값 3.061 2.791 2.108

설명변량 27.826 25.369 19.167

누적변량 27.826 53.195 72.363

주1: 요인추출방법: 주성분 분석
주2: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 Ⅲ-8> 학습지원환경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조사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학습지원환경의 3개 하위요인이 확인되었고, 

학습지원환경의 설명량은 72.36%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유값이 1이

상인 요인의 수가 3개로 도출되었고, 문항 별 공통성(communality)은 

동료의 학습지원 .515-.799, 학습지원제도는 .668-.759, 혁신적 분위기

는 .619-.797로 나타나 각 문항이 단일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각 하위요인의 설명량은 동료의 학습지원은 25.37%, 학

습지원제도는 19.17%, 혁신적분위기는 27.83%로 확인되었다.

<표 Ⅲ-9>와 같이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본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

는 .886,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770~.880로 높은 수준으로 

판단하여 본조사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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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에서의 신뢰도 수준은 .877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

다.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783~.884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

이고 있었다.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문항수 예비조사(n=62) 본조사(n=240)

12 .886 .877

학습지원환경

동료의 학습지원 4 .770 .843

학습지원제도 4 .783 .783

혁신적분위기 4 .880 .884

<표 Ⅲ-9> 학습지원환경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라.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측정도구는 카

리스마, 격려적 동기,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도구

는 중소기업에서의 조직학습과 변혁적 리더십, 학습문화 및 사회관계망의 

인과적 관계를 연구한 공민영(2010)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한 20

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의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카리스마 8

문항, 격려적 동기 4문항, 지적자극 4문항, 개별적 배려 4문항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내적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카리스마 .930, 격려적 동

기 .882, 지적자극 .803, 개별적 배려 .863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인 측정 항목은 ‘나의 상사는 직원에게 자신과 같이 일하고 있

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나의 상사는 미래 비전을 강

하게 제시하는 편이다.’, ‘나의 상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관점을 

고려하는 편이다.’, ‘나의 상사는 개별 직원들을 다른 사람과는 다른 

욕구와 능력, 열정을 지니고 있는 인격체로 간주한다.’ 등이다.

HRD 전공자에게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은 뒤,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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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

하여 직교회전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선택기준으로 고

유값은 1.0이상, 요인 적재치는 .5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조사에서의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47로 나

타나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50~.884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표 Ⅲ-10> 참조).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문항수 예비조사(n=62) 본조사(n=240)

16 .956 .947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6 .912 .872

격려적 동기 4 .850 .883

지적자극 2 .814 .850

개별적 배려 4 .872 .884

<표 Ⅲ-10>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4. 자료수집

본 조사의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설문 시스템(KSDC)과 우편 조사를 함

께 활용하여 2014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목표 모집단인 상위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요청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629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그중 253

부(40.2%)의 설문이 회수되었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 13부를 제외한 

240부가 최종 설문분석에 활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분석된 240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Ⅲ-11>

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면 남성(65.0%)이 여성(30.5%)에 비

해 많았으며, 연령은 30대 이하가 전체의 50.8%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

부분 4년대 졸업(78.3%)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급은 사원급(62.1%), 

대리급(12.5%), 차장급(10.8%), 과장급(7.5%), 부장급(7.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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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56 65.0

여성 84 35.0

계 240 100.0

연령

30세 이하 122 50.8

31~40세 66 27.5

41~50세 41 17.1

51세 이상 11 4.6

계 240 100.0

최종학력

전문대졸 9 3.8

대졸 188 78.3

석사졸 38 15.8

박사졸 5 2.1

계 240 100.0

직급

사원급 149 62.1

대리급 30 12.5

과장급 18 7.5

차장급 26 10.8

부장급 17 7.1

계 240 100.0

<계속>

<표 Ⅲ-11> 응답자의 일반특성

응답자의 현 근속연수는 3년 이상 7년 미만(40.0%), 1년 이상 3년 미만

(33.8%), 12년 이상(17.9%), 7년 이상 12년 미만(8.3%) 순이었다. 응답자

의 소속 산업군은 제조업이 4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도매 및 

소매업 14.6%, 교육 서비스업 1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6%, 

금융 및 보험업 7.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건설업 

5.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8% 순이었다. 응답자의 직무의 

경우 영업 29.2%, 연구개발 22.1%, 인사/교육 17.5%, 기획/총무 10.4%, 

마케팅/홍보 7.5%, 생산5.8%, 재무/회계 5.0%, 기타 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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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근속연수

1년 이상 3년 미만 81 33.8

3년 이상 7년 미만 96 40.0

7년 이상 12년 미만 20 8.3

12년 이상 43 17.9

계 240 100.0

산업군

제조업 102 42.5

건설업 12 5.0

도매 및 소매업 35 14.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 5.8

금융 및 보험업 18 7.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 9.6

교육서비스업 27 1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 3.8

계 240 100.0

직무

기획/총무 25 10.4

인사/교육 42 17.5

마케팅/홍보 18 7.5

재무/회계 12 5.0

영업 70 29.2

생산 14 5.8

연구개발 53 22.1

기타 6 2.5

계 2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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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

정하였다. 주요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기법을 활용하고,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1)의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

구에서 사용할 통계방법을 연구 문제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12>과 

같다.

관계 통계기법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연구문제 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조직변화태도와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수준은 
어떠한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연구문제 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긍정심리자본과 
학습지원환경이 조직변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연구문제 3.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위계적 회귀분석
(조절변인분석)

연구문제 4.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위계적 회귀분석
(조절변인분석)

<표 Ⅲ-12> 연구문제에 따른 통계분석 방법

다음으로 연구문제 2에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긍정심리자본과 gl

학습지원환경,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고, 이 때, 상관관계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

는 피어슨 상관계수(r)를 활용하였으며, Davis(1971)가 제시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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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상관관계를 해석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 3, 4의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변화의 관

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

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여러 독립변수들 가운데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

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독립변수를 투입하

는 등 상대적 영향력 크기의 순서를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분석방

법이다(송지준, 2008). <표 Ⅲ-13>과 같이 상관계수가 0.7 이상이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박종선, 2015). 따라서 

상관계수 0.7을 임계치로 하여 독립변인 간 상관계수 중 다중공선성에 

유의해야 할 변인을 확인하였다. 

상관관계 계수 상관관계 강도

± 0.9 이상 매우 높은 상관관계

± 0.7 ~ 0.9 높은 상관관계

± 0.4 ~ 0.7 다소 높은 상관관계

± 0.2 ~ 0.4 낮은 상관관계

± 0.2 미만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

자료: 송지준. (2008). 통계분석방법. 서울: 21세기사

<표 Ⅲ-13> 상관관계의 해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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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의 결과

1. 조직변화태도와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수준

연구문제 1-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조직변화태도와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수준은 어떠한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조직변화태도와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

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수준은 다음 <표 Ⅳ-1>과 같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조직변화태도 3.57 .52 2.25 5.00

인지적 태도 3.90 .67 1.80 5.00

정의적 태도 3.37 .68 1.80 5.00

행동적 경향성 3.47 .58 1.67 5.00

긍정심리자본 3.61 .51 2.13 5.00

자기효능감 3.51 .64 1.83 5.00

희망 3.68 .61 1.83 5.00

낙관주의 3.59 .61 1.67 5.00

탄력성 3.68 .58 1.67 5.00

학습지원환경 3.36 .63 1.91 5.00

동료의 학습지원 3.78 .68 2.00 5.00

학습지원제도 3.38 .84 1.00 5.00

혁신적분위기 2.92 .87 1.00 5.00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3.47 .75 1.31 5.00

카리스마 3.49 .81 1.00 5.00

격려적 동기 3.57 .84 1.00 5.00

지적자극 3.35 .84 1.00 5.00

개별적 배려 3.44 .93 1.00 5.00

주: n= 240

<표 Ⅳ-1> 연구변인에 대한 인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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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화태도의 평균은 3.57점, 표준편차는 .52, 최소값은 2.25, 최대

값은 5.00으로 나타났다. 조직변화태도의 하위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인지적 태도의 평균은 3.90점, 표준편차는 .67, 최소값은 1.80, 최대값

은 5.00로 나타났다. 정의적 태도의 평균은 3.37점, 표준편차는 .68, 최

소값은 1.80, 최대값은 5.00로 나타났다. 행동적 경향성의 평균은 3.47

점, 표준편차는 .58, 최소값은 1.67, 최대값은 5.00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은 조직구성원의 인식수준을 측정하였으며, 평균

은 3.61점, 표준편차는 .51, 최소값은 2.13, 최대값은 5.00인 것으로 나

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첫 번째 하위변인인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51

점, 표준편차는 .64, 최소값은 1.83, 최대값은 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두 번째 하위변인인 희망의 평균은 3.68점, 표준편차는 

.61, 최소값은 1.83, 최대값은 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세 번째 하위변인인 낙관주의의 평균은 3.59점, 표준편차는 .61, 최소값

은 1.83, 최대값은 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네 번째 하

위변인인 탄력성의 평균은 3.68점, 표준편차는 .58, 최소값은 1.67, 최

대값은 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원환경의 수준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3.36점, 표준편차는 .63, 

최소값은 1.91, 최대값은 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원환경의 첫 

번째 하위변인인 동료의 학습지원의 평균은 3.78점, 표준편차는 .68, 최

소값은 2.00, 최대값은 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원환경의 두 번

째 하위변인인 학습지원제도의 평균은 3.38점, 표준편차는 .84, 최소값

은 1.00, 최대값은 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원환경의 세 번째 하

위변인인 혁신적분위기의 평균은 2.92점, 표준편차는 .87, 최소값은 

1.00, 최대값은 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평균은 3.47점, 표준편차는 .75, 최소값은 

1.31, 최대값은 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의 첫 번째 하위

변인은 카리스마의 평균은 3.49점, 표준편차는 .81, 최소값은 1.00,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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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값은 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의 두 번째 하위변인은 

격려적 동기의 평균은 3.57점, 표준편차는 .84, 최소값은 1.00, 최대값

은 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의 세 번째 하위변인은 지적

자극의 평균은 3.35점, 표준편차는 .84, 최소값은 1.00, 최대값은 5.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의 네 번째 하위변인은 개별적 배려

의 평균은 3.44점, 표준편차는 .93, 최소값은 1.00, 최대값은 5.00인 것

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조직변화태도,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인식 수준은 5점 만점에 3.36~3.61점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

를 보이고 있다. 

연구문제 1-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조직변화태도가 인구통계학적인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직변화태도의 평균점수는 남성이 

3.66점, 여성이 3.40점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조직변화에 대해 긍정적

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값이 3.657(p=.000)로 유의수

준 .05하에서 연령별 조직변화태도의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표 Ⅳ-2> 참조). 

구분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조직
변화
태도

① 남성 156 3.66 .512
3.657***

② 여성 84 3.40 .510

주: *p<.05, **p<.01, ***p<.001 

<표 Ⅳ-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조직변화태도의 차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직변화태도의 평균점수는 20대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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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30대 3.51점, 40대 3.89점, 50대가 3.91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

록 조직변화태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분산분석 결과 

F값이 9.436(p=.000)로 유의수준 .05하에서 연령별 조직변화태도의 수

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

과, 40대, 50대의 근로자가 20대, 30대의 근로자보다 조직변화태도를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 참조). 

구분 연령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조직
변화
태도

① 20대 122 3.46 .487

9.436***
② 30대 66 3.51 .496

③ 40대 41 3.89 .519 *** **

④ 50대 11 3.91 .570 *

주: *p<.05, **p<.01, ***p<.001 

<표 Ⅳ-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조직변화태도의 차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가 최종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직변화태도의 평균점수는 전문

대졸 3.68점, 대졸 3.54점, 석사졸 3.67점, 박사졸 3.75점으로 최종학력

이 높을수록 조직변화태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분

산분석 결과 F값이 1.005(p=.391)로 유의수준 .05하에서 최종학력별 

조직변화태도의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Ⅳ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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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종학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조직
변화
태도

① 전문대졸 9 3.68 .377

1.005
② 대졸 188 3.54 .515

③ 석사졸 38 3.67 .601

④ 박사졸 5 3.75 .466

주: *p<.05, **p<.01, ***p<.001 

<표 Ⅳ-4>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최종학력에 따른 조직변화태도의 차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가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직변화태도의 평균점수는 사원 

3.47점, 대리 3.42, 과장 3.88점, 차장 3.86점, 부장 3.91점으로 직급이 

높아질수록 조직변화태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분산

분석 결과 F값이 8.090(p=.000)로 유의수준 .05하에서 직급별 조직변

화태도의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

과, 과장, 차장, 부장의 간부급 근로자가 사원급, 대리급의 근로자보다 

조직변화태도를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5> 참

조). 

구분 직급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⑤

조직
변화
태도

① 사원급 149 3.47 .473

8.090***

② 대리급 30 3.42 .530

③ 과장급 18 3.88 .447 * *

④ 차장급 26 3.86 .558 * *

⑤ 부장급 17 3.91 .575 * *

주: *p<.05, **p<.01, ***p<.001 

<표 Ⅳ-5>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급에 따른 조직변화태도의 차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가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직변화태도의 평균점수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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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3년 미만 3.46점, 3년 이상 7년 미만 3.51점, 7년 이상 12년 미

만 3.57점, 12년 이상 3.91점으로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조직변화태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분산분석 결과 F값이 

8.130(p=.000)로 유의수준 .05 하에서 근속연수별 조직변화태도의 수

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

과, 근속연수가 12년 이상인 근로자가 조직변화태도를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6> 참조). 

구분 근속연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조직
변화
태도

① 1년 이상 3년 미만 81 3.46 .489

8.130***
② 3년 이상 7년 미만 96 3.51 .513

③ 7년 이상 12년 미만 20 3.57 .485

④ 12년 이상 43 3.91 .511 *** ***

주: *p<.05, **p<.01, ***p<.001 

<표 Ⅳ-6>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른 조직변화태도의 차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가 산업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직변화태도의 평균점수는 제조업 

3.64점, 건설업 3.67점, 도매 및 소매업 3.74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41점, 금융 및 보험업 3.40점, 전문, 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3.34점, 교육서비스업 3.55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 3.25점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조직변화태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분산분석 결과 F값이 2.470(p=.000)로 

유의수준 .05 하에서 산업군별 조직변화태도의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

과, 도매 및 소매업 산업군에 소속된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가 전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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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및 기술서비스업 산업군에 소속된 근로자의 태도보다 상대적으로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7> 참조). 

구분 산업군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조직
변화
태도

① 제조업 102 3.64 .554

2.470*

② 건설업 12 3.67 .586

③ 도매 및 
소매업

35 3.74 .334 *

④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 3.41 .606

⑤ 금융 및 
보험업

18 3.40 .512

⑥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3 3.34 .439

⑦ 교육서비스업 27 3.55 .489

⑧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 3.25 .601

주: *p<.05, **p<.01, ***p<.001 

<표 Ⅳ-7>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산업군에 따른 조직변화태도의 차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가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직변화태도의 평균 점수는 기획/

총무 직무가 3.46점, 인사/교육 직무 3.93점, 마케팅/홍보 직무 3.76점, 

재무/회계 직무 3.10점, 영업 직무 3.53점, 생산 직무 3.66점, 연구개발 

직무 3.43점으로 인사/교육 직무가 조직변화태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분산분석 결과 F값이 6.287(p=.000)로 유의수준 

.05 하에서 직무별 조직변화태도의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 

한편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

과, 인사/교육 직무를 가진 근로자가 조직변화태도를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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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무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조직
변화
태도

① 기획/총무 25 3.46 .436

6.287***

② 인사/교육 42 3.93 .586 * *** * **

③ 마케팅/홍보 18 3.76 .518

④ 재무/회계 12 3.10 .309

⑤ 영업 70 3.53 .478

⑥ 생산 14 3.66 .485

⑦ 연구개발 53 3.43 .456

⑧ 기타 6 3.34 .523

주: *p<.05, **p<.01, ***p<.001 

<표 Ⅳ-8>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에 따른 조직변화태도의 차이

조직변화태도와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 

변인을 제외한 성별, 연령, 직급, 근속연수, 산업군, 직무 변인이 유의미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성별, 직급, 근속연수, 산업군, 직무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직변화태도와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상관관계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와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간의 상관관계는 <표 Ⅳ-9>와 같다. 조직변화

태도와 긍정심리자본은 유의수준 0.01에서 상관계수(r)가 .682로 다소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변화태도와 학습지원환

경은 유의수준 0.01에서 .476으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변화태도와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유의수준 0.01

에서 상관계수(r)가 .511으로 다소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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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1-1 1-2 1-3 2 2-1 2-2 2-3 2-4 3 3-1 3-2 3-3 4 4-1 4-2 4-3 4-4

1 조직변화태도 1

1-1 인지적 태도 .763** 1

1-2 정의적 태도 .850** .448** 1

1-3 행동적 경향성 .852** .443** .646** 1

2 긍정심리자본 .682** .520** .557** .603** 1

2-1 자기효능감 .503** .284** .361** .588** .735** 1

2-2 희망 .590** .455** .531** .468** .875** .498** 1

2-3 낙관주의 .597** .490** .502** .480** .882** .495** .717** 1

2-4 탄력성 .600** .524** .476** .482** .865** .446** .724** .752** 1

3 학습지원환경 .476** .373** .442** .359** .475** .251** .423** .484** .441** 1

3-1 동료의 학습지원 .362** .284** .274** .333** .411** .306** .342** .340** .394** .714** 1

3-2 학습지원제도 .244** .157* .262** .182** .299** 0.086 .241** .372** .312** .796** .363** 1

3-3 혁신적분위기 .490** .409** .478** .325** .409** .200** .403** .429** .344** .859** .379** .577** 1

4 변혁적 리더십 .511** .371** .460** .428** .509** .309** .449** .526** .426** .650** .489** .442** .595** 1

4-1 카리스마 .501** .352** .429** .454** .486** .350** .394** .488** .398** .595** .446** .423** .531** .893** 1

4-2 격려적 동기 .439** .320** .419** .343** .409** .217** .391** .423** .343** .551** .433** .379** .487** .879** .718** 1

4-3 지적자극 .458** .321** .420** .387** .453** .266** .401** .479** .375** .617** .439** .413** .588** .893** .703** .701** 1

4-4 개별적 배려 .390** .315** .345** .302** .448** .241** .409** .468** .390** .529** .406** .336** .494** .872** .681** .689** .775** 1

**p<0.01, * p<0.05

<표 Ⅳ-9> 조직변화태도와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변인 간의 상관관계



- 78 -

3. 긍정심리자본 및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

가. 회귀분석에 대한 가정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조직변화태도와 긍정심리자본, 학습지

원환경,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회귀분석

의 가정을 검토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중다회귀분석의 일환으로 여

겨지는데, 다중회귀분석에서 예측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

가 양적변수이어야 하고,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해야 하며, 잔차의 등분산

성, 상호 독립성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규분포 가정은 정규확률도표(P-P 

plot)를 이용하여 검토할 수 있는데, 점들이 45°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

을 경우 대체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등분산

성은 잔차의 산점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0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경우 등분산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총 2번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

데, ①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변화태도 간의 관계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

십의 조절효과 분석, ②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 간의 관계에서 상

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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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다중회귀분석(긍정심리자본-조직변화태도 간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 검정

다음 [그림 Ⅳ-1]는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분석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 검증 결과이다. P-P 도

표를 보면 대부분의 점이 45°직선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므로 정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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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산점도 역시 0을 기준으로 고르게 분

포하고 있기 때문에 등분산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Ⅳ-2] 다중회귀분석(학습지원환경-조직변화태도 간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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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Ⅳ-2]는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분석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 검증 결과이다. P-P 도

표를 보면 대부분의 점이 45°직선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므로 정규성

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산점도 역시 0을 기준으로 고르게 분

포하고 있기 때문에 등분산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잔차 간의 상호 독립성에 대한 가정은 Durbin-Watson의 통계

값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통계값이 0에 가까우면 양의 상관관계, 4

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며, 2에 급접할 때 상호 독

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Durbin Watson의 통계값이 

1.990~2.027로 2에 근접하고 있어 상호 독립성에 대한 가정을 충족한

다고 해석할 수 있다(<표 Ⅳ-10> 참조). 

구분 Durbin-Watson 계수

긍정심리자본-조직변화태도 1.993

학습지원환경-조직변화태도 1.990

긍정심리자본-조직변화태도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2.011

학습지원환경-조직변화태도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2.027

<표 Ⅳ-10> 다중회귀분석의 상호독립성 검증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

날 경우에 발생하며,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지나치게 높은 상관

은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개별 변인의 변량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지며, 

회귀계수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해진다(최동선, 2003). 게다가 변인의 

투입 순서에 따라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변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

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함에 있어서 기초상관,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

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상태지수(condi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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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비율(variance proportions)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

으나, 이 연구에서는 기초상관, 공차한계, 변량팽창계수를 사용하였다. 

기초상관의 경우, 여러 변인이 결합된 다중공선성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한 대략적인 통찰을 얻을 수는 있다. 특정 변인의 표준

오차의 크기를 의미하는 공차는 1.0에서 한 변인이 다른 변인들과 얼마

나 상관을 갖는지를 의미하는 독립변인들의 중다상관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을 빼줌으로써 계산하게 된다. 중다상관제곱 값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한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그 값이 1에 접근할때 다중공선성

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10 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하게 된다(주홍석, 2014). 변량팽창계수는 공차한계의 역수로서 이 값 

또한 마찬가지로 1.0에 접근할수록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10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는 .525~.788로 확인

되었고, VIF는 1.279~1.905의 값을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이 발생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Ⅳ-11> 참조).

독립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계수(VIF)

독립
변인

긍정심리자본 .705 1.419

학습지원환경 .549 1.821

동료의 학습지원 .788 1.279

학습지원제도 .626 1.597

혁신적분위기 .564 1.774

조절
변인

변혁적 리더십 .525 1.905

<표 Ⅳ-11> 연구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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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변화태도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회귀분석

연구문제 2-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긍정심리자본이 조직변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대기업 내에 형성된 긍정심리자본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

태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긍정심

리자본을 독립변인으로, 조직변화태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조직변화태도

모형1 모형2

β t β t

통제
변인

성별 -.214 -3.532*** -.041 -.826

연령 -.019 -.287 .029 .560

직급 -.084 -1.296 -.031 -.608

근속연수 -.038 -.615 -.044 -.896

산업군 .042 .684 .052 1.071

직무 .291 4.728*** .116 2.318**

독립
변인

긍정심리자본 .633 12.162***

F 7.250*** 31.265***

  .157 .485

∆  .136*** .470***

주1: 성별은 남자, 연령은 40대 이상, 직급은 과장급 이상, 근속연수는 12년 이상, 산업군은 
도매 및 소매업, 직무는 인사/교육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함

주2: *p<.05, **p<.01, ***p<.001 

<표 Ⅳ-12> 조직변화태도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회귀분석

위의 <표 Ⅳ-12>에서 살펴보듯이, 성별, 연령, 직급, 근속연수, 산업

군, 직무를 통제한 뒤 긍정심리자본을 회귀시켜 분석한 결과, 긍정심리자

본은 조직변화태도를 48.5%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내

에 형성되고 있는 긍정심리자본은 기업 구성원의 조직변화태도에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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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표준화 계수 는 .633이었으며, t값

은 12.162로 유의수준 .05에서 긍정심리자본은 조직변화태도에 유의미

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다. 조직변화태도에 대한 학습지원환경의 회귀분석

연구문제 2-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학습지원환경이 조직변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대기업 내에 형성된 학습지원환경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

태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학습지

원환경과 학습지원환경의 하위변인인 동료의 학습지원, 학습지원제도, 혁

신적분위기를 독립변인으로, 조직변화태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조직변화태도

모형1 모형2

β t β t

통제
변인

성별 -.214 -3.532*** -.128 -2.334*

연령 -.019 -.287 -.007 -.124

직급 -.084 -1.296 -.088 -1.533

근속연수 -.038 -.615 -.035 -.636

산업군 .042 .684 -.003 -.057

직무 .291 4.728*** .212 3.864***

독립
변인

학습지원환경 .412 7.337***

동료의 학습지원 .205 3.487***

학습지원제도 -.094 -1.405

혁신적 분위기 .402 5.858***

F 7.250*** 15.315***

  .157 .316

∆  .136*** .295***

주1: 성별은 남자, 연령은 40대 이상, 직급은 과장급 이상, 근속연수는 12년 이상, 산업군은 
도매 및 소매업, 직무는 인사/교육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함

주2: *p<.05, **p<.01, ***p<.001 

<표 Ⅳ-13> 조직변화태도에 대한 학습지원환경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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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Ⅳ-13>에서 살펴보듯이, 성별, 연령, 직급, 근속연수, 산업

군, 직무를 통제한 뒤 학습지원환경을 회귀시켜 분석한 결과, 학습지원환

경은 조직변화태도를 31.6%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학습지원환경의 표준화 계수 는 .412이었으며, t값은 7.337로 유의

수준 .05에서 학습지원환경은 조직변화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

었다. 학습지원환경의 하위변인인 혁신적분위기(=.402, p<.001)와 동

료의 학습지원(=.205, p<.001)로 조직변화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고 있었으나, 학습지원제도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내에 형성된 긍정심리자본과 학습지원환경은 조직변화

태도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문제는 채택되었다. 

4.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과 학습지원환경이 조직변화태도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어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갖는 조절효과를 구명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긍정심리자본을 독립변인으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조절변인으로, 조직변화태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조절변인 분석 방법

을 바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모형 1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모형 2에서

는 조절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모형 3

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종속변인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결정계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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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모형 3에서 상호작용항만 유의미하다면 순수 조절변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호작용항과 조절변인 모두가 유의하다면 유사조절변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절변인만 유의하다면 이는 조절변인이라기보다 독립변

인으로 간주해야 하며, 조절변인과 상호작용 변인 둘 다 유의하지 못하

면 조절변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연구문제 3.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긍정심리자본과 조직

변화태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긍정심리자본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갖는 조절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 

<표 Ⅳ-14>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총 3단계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모형 1에서는 독

립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을 투입하였으며, 모형 2에서는 조절변인인 상사

의 변혁적 리더십을 투입하였고, 모형 3에서는 상호작용항인 (긍정심리

자본 ×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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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통제
변인

종속변인: 조직변화태도

통제변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β t

통제
변인

성별 -.214 -3.532*** -.041 -.826 -.024 -.491 -.027 -.569

연령 -.019 -.287 .029 .560 .023 .458 .024 .484

직급 -.084 -1.296 -.031 -.608 -.023 -.458 -.024 -.490

근속연수 -.038 -.615 -.044 -.896 -.053 -1.134 -.056 -1.200

산업군 .042 .684 .052 1.071 .047 1.009 .041 .888

직무 .291 4.728*** .116 2.318* .116 2.388* .102 2.083*

독립
변인

긍정심리자본 .633 12.162*** .526 9.282*** .514 9.032***

조절
변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218 4.088*** .211 3.959***

상호
작용항

긍정심리자본 
X 변혁적 
리더십

.082 1.734

F 7.250*** 31.265*** 31.298*** 28.396***

  .157 .485 .520 .526

∆  .136*** .470*** .504*** .508

주1: 성별은 남자, 연령은 40대 이상, 직급은 과장급 이상, 근속연수는 12년 이상, 산업군은 
도매 및 소매업, 직무는 인사/교육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함

주2: *p<.05, **p<.01, ***p<.001 

<표 Ⅳ-14>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분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각 모형에서 결정계수( )가 48.5%, 52.0%, 

52.6%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형 1에서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긍정심리자본은 조직변화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β=.633, t=12.162), 모형2에서 투입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β=.218, 

t=4.088). 그러나 모형3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상호작용항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긍정심리자본과 상사의 변혁적 리

더십 변인과 상호작용항 모두 자신들이 갖고 있던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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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절효과를 보이기보다는 독립변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긍

정심리자본과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변인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

직변화태도를 변화시키는데 각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4.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학습지원환경과 조직

변화태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학습지원환경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갖는 조절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다음 

<표 Ⅳ-15>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총 3단계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모형 1에서는 독

립변인인 학습지원환경을 투입하였으며, 모형 2에서는 조절변인인 상사

의 변혁적 리더십을 투입하였고, 모형 3에서는 상호작용항인 (학습지원

환경 ×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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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통제
변인

종속변인: 조직변화태도

통제변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β t

통제
변인

성별 -.214 -3.532*** -.140 -2.521* -.110 -2.026* -.112 -2.091*

연령 -.019 -.287 .011 .186 .000 -.002 .002 .031

직급 -.084 -1.296 -.081 -1.375 -.058 -1.022 -.061 -1.097

근속연수 -.038 -.615 -.042 -.742 -.055 -1.020 -.064 -1.199

산업군 .042 .684 .001 .022 .016 .301 .016 .310

직무 .291 4.728*** .240 4.294*** .222 4.110*** .193 3.561***

독립
변인

학습지원환경 .412 7.337*** .220 3.146** .185 2.650**

조절
변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306 4.369*** .338 4.825***

상호
작용항

긍정심리자본 
X 변혁적 
리더십

.149 2.776**

F 7.250*** 15.315*** 16.831*** 16.252***

  .157 .316 .368 .389

∆  .136*** .295*** .346*** .365***

주1: 성별은 남자, 연령은 40대 이상, 직급은 과장급 이상, 근속연수는 12년 이상, 산업군은 
도매 및 소매업, 직무는 인사/교육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함

주2: *p<.05, **p<.01, ***p<.001 

<표 Ⅳ-15>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분석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각 모형에서 결정계수( )가 31.6%, 36.8%, 

38.9%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형 1에서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학습지원환경은 조직변화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β=.412, t=7.337), 모형 2에서 투입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β=.306, 

t=4.369). 모형 3에서 조절변인으로 투입한 (학습지원환경 ×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상호작용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

다(β=.149, t=2.776). 그러나 상호작용항과 조절변인 모두가 유의하기 

때문에, 순수 조절변인이라기 보다는 유사 조절변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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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제시된 [그림 Ⅳ-3]은 학습지원환경이 조직변화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어떻게 조절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변인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각 집단에 따라 학습지원환경이 변혁적 리더십 변인에 미치

는 정도를 각각 비교하였다. 

[그림 Ⅳ-3]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분석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수준이 낮은 집단은 학습지원환경의 인식수준

이 낮을 때 조직변화태도의 평균 점수가 3.35점, 학습지원환경의 수준이 

높을 때 조직변화태도의 평균 점수 3.39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두 집

단의 평균점수의 차이는 .04점이다. 한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수준

이 낮은 집단은 학습지원환경의 인식수준이 낮을 때 조직변화태도의 평

균 점수가 3.62점, 학습지원환경의 수준이 높을 때 조직변화태도의 평균 

점수 3.86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두 집단의 평균점수의 차이는 .24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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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직변화태도를 긍정적

으로 인식한다. 반면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수준이 높은 집단은 학습

지원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직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와 긍정

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조직변화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 또는 부정적 

태도를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서 조직차원에서 

어떤 인터벤션을 제공해야 하는지 밝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의사항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가. 조직변화태도와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변인의 수준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조직변화태도, 긍정심

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

였으며,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조직변화태도와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

경,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대체로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것을 나타났다. 

특히 조직변화태도 중 인지적 태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정의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지원

환경 중 동료의 학습지원을 인식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혁신적분위기를 인식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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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국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는 조직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

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조직변화의 유인가에 대해 인지

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변화를 행동으로 옮길 가능

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 따라 조직변화태도가 차이

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t검정과 F검정, 사후검증을 통

해 조직변화태도가 구성원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

음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성별(Armstrong-Stassem, 1998), 직급

(Parsons et al., 1991), 근속연수(Iverson, 1996)의 변인의 결과는 선

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연령과 관련한 결과는 연령

이 낮을수록 조직변화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Cadwell et al., 

2004)와는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Cadwell 외(2004)의 연구에서는 직무와 개인의 기질적 특성과의 관계

를 탐색하고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며, 그 원인

으로 연령이 높은 근로자가 변화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노

력을 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국내 대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직무

보다는 조직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국내의 대기업 사무직 근로

자는 한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속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령과 

근속연수가 대체로 비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조직에서 오랫동안 근

무할수록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변화에 대한 저항감이 낮아진다

는 점에서 조직변화태도가 형성되는데 있어 연령보다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인사/교육 직무를 가진 사람일수록 조직변화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

다. 인사/교육 직무를 가진 사람이 기업 내에서 주로 변화 촉진자의 역

할을 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대기업 HRD 담당자의 역할수행을 분

석한 황성준과 김진모(2011)의 연구에서는 대기업 HRD 담당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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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로 조직변화 촉진자를 도출하였다. 조직변화 촉진자의 역할은 조

직의 변화를 위한 지원과 오너십을 확보하고 변화 관리 활동을 위한 동

의(협정)를 구한다. 구체적으로 조직변화 촉진자로서의 HRD 담당자는 

① 조직변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피드백하며, ② 조직변

화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을 지원하며 ③ 조직변화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조직문화로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볼 때 국

내 대기업에서 변화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

교육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조직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

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나. 긍정심리자본 및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국내 대기업에 형성되어 있는 긍정심리자본이 조직 구

성원이 조직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

이라고 가정하였다. 성별, 연령, 근속연수, 직급, 산업군을 통제한 상태에

서 단순회귀 분석한 결과 긍정심리자본은 조직변화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긍정심리자본이 조직변화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 실증연구(Abey, Luthans, & Wemsing, 2008; 

Luthans et al., 2008; Herold, Fedor & Caldwell, 2007; Wanberg 

& Banas, 2000; Taylor & Brown, 1988; 김주엽, 김명수, 2011; 장

지선, 탁진국, 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내 대기업에서의 동료의 학습지원, 학습지

원제도, 혁신적분위기의 학습지원환경이 조직 구성원이 조직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데 중요한 영향요인일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성별, 연령, 근속연수, 직급, 산업군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중회귀분

석한 결과 학습지원환경은 조직변화태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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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지원환경을 구성하는 하위변인 중 동료의 학습지

원과 혁신적분위기가 조직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혁신적분위기가 조직변화태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Armenakis 외(2007)의 연구와 Holt 외

(200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조직변화태도를 형성하는데 있

어 ‘조직풍토’, ‘조직문화’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은 다양한 연구

에서 제안되었으며, 국내외 실증연구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혁신적분위기가 조직 구성원의 변화태

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인임을 실증했으며, 조직 내에 혁신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인터벤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동료의 학습지원이 조직변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Eby 외(2000)의 연구, Fugate 

외(2002)의 연구, Madsen 외(200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동료의 지원은 개인이 변화 속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경쟁이 아닌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받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Rousseau, 

Aube, & Savoie, 2006). 변화에 대해 호의적일 수 있다. 이는 태도는 

한 개인이 접촉한 많은 경험이나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학

습지원환경 중 동료의 학습지원이 한 개인이 조직변화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임을 실증하였다. 

한편 학습지원제도는 조직변화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학습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이 연구의 대상이 상사와 동료 

등과의 네트워크 속에서 협동을 하는 지식근로자라는 점에서, 교육훈련

의 효과성보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직변화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가 더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 지식근로자에게 있어서 변화관리의 수단

으로서 교육훈련과 제도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육체노동자와 지식근로자의 교육 및 훈련 등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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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학습지원과 동료의 학습지원, 상사지원 등 무형의 학습지원이 차별

적인 양상이 나타나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다.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변화태도와의 관

계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두 변인간의 관계를 강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Martin, Jones & Callan, 2005)를 지

지하지 못하는 결과이지만, 조직변화태도에 있어 긍정심리자본과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갖는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변

화태도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할 수 있다.

첫째, 긍정심리자본의 변인이 조직차원에서 관리, 개발 및 개선이 가능

한 상태적(state-like)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쉽

게 변하지 않는 개인 기질적(trait-like)인 특성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

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을 구성하는 희망과 낙관주의의 

경우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Scheier & Carver, 1992). 특히 이 연구의 대상이 고도의 전문성과 

교육, 경험을 가진 지식근로자라는 점에서 상사의 리더십과 같은 외부환

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 개인 기질적 특성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식근로자는 개인 성취동기가 강하며, 자아실현이 중요

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변화태도와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이 아닌 조직변화태도의 선행변인이기 때문에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실제 결과분석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긍정심리자본과 상사의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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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리더십은 조직변화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

성하는 선행변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Santhidran, Chandran과 

Borromeo(2013)의 연구에서는 리더십이 변화준비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리더십은 변화준비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에서(β=0.444, p<0.001) 리더십은 학습지원환경의 

한 구인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라.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

화태도의 관계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

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상사의 변혁적 리

더십이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조직 내에 학습지원환경이 구축되

어있을 때 조직변화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절 

효과를 보이는 선행연구(Logan & Ganster, 2007) 결과를 지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직 내에 학습지원환경 즉, 동료의 학습지원, 학습지원제도, 

혁신적분위기가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정도에 따라 조직변화태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변화관리 연구

(Johnson et al., 2008; Whelan-Berry & Somerville, 2010)에서 조직차

원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 리더의 행동, 리더의 비전제시가 변화를 관리하

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학습지원환경과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대기

업 사무직 근로자의 변화태도를 형성하고 바꾸어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

요인임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 97 -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조직변화태도

와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를 구명

하는데 있었으며,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와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인식 수준을 구명한다. 둘째, 긍정심리자본과 학습지원

환경이 조직변화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명한다. 셋째,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변화태도와의 관계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가를 구명한다. 넷째,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와의 관계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절효과를 보이는가를 구명한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이며, 목표모집단은 기

업정보사이트 코참비즈에서 제공하는 국내 30대 그룹사에 근무하는 사

무직 근로자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이루어졌

으며, 조직변화태도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변혁적 리더십, 인구통

계학적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내적일치도 계

수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수집은 우편조사와 온라인 설문 시스템(KSDC)을 함께 활용하여 

2014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목표 모집단인 30대 그룹사를 중심으로 무작위 표집을 실시하여 선발한 

뒤 설문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629명에게 설문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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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그 중 253부(40.2%)의 설문이 회수되었고 이중 불성실한 응

답 13부를 제외한 240부(94.8%)가 최종 설문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

정하였다. 우선, 연구목적 1에 대한 검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

해 단순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문제 3과 4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조절변인 분석 모형(moderator 

model)에 근거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와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

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인식 수준은 5점 Likert 척도에서 

대부분 3.5점이 넘는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성별

(p<.001), 연령(p<.001), 직급(p<.001), 직무(p<.001), 산업군(p<.05)

에 따라 조직변화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긍정심리자본은 조직변화태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β=.633, p<.001). 또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학습지원환경은 조직변화태도에 유의한 영향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21, p<.001). 또한, 대기업 사무직 근

로자가 인식한 학습지원환경은 조직변화태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21, p<.001). 학습지원환경의 하위변인 중 혁신

적분위기(β=.402, p<.001), 동료의 학습지원(β=.205, p<.001)은 유

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학습지원제도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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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이 개인의 기질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대상이 고도의 전문성과 교육, 경험을 가진 사무직 

근로자라는 점에서 환경보다 개인 기질의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변화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선행변인

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선행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학습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의 

관계를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β=.149, p<.05)이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조직 내 학습지원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결론

이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가 보통이상으로 나타나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변화태도의 하위변

인 중 인지적 태도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정의적 태도가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긍정심리자본과 학습지원환경, 상사의 변혁적 리

더십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 역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냈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를 다룸에 있어 성별, 직

급, 연령, 근속연수, 직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성별로 보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긍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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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는 40대 이상의 연령, 과장급 이상의 직급, 12년 

이상의 근속연수일 때 조직변화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는 연령, 직급,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조직변화태도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직 차원에서 조직변화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연령, 직급

과 근속연수가 높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와 연령과 직급, 근속연수가 

낮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

한다.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의 산업군에 속해있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가 조직변화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 유통업, 외식

업 등의 도매 및 소매업 분야의 경우 다른 산업군에 비해 변화의 주기가 

짧기 때문에, 이 산업군에 속해있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는 변화에 상

대적으로 자주 노출되며 그로 인해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차별적으

로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의 주기가 짧은 산업군에 종

사하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에게 조직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터벤션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중 인사/교육의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긍정

적인 조직변화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사/교육의 직무를 

가진 경우 조직 내에서 변화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들을 조직변화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변화촉진

자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는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결과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

구에서 설정한 물리적 자원(학습지원환경)과 조직자원(상사의 변혁적 리

더십)에 비해 인적자원인 긍정심리자본이 조직변화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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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은 조직차원에서 조직변

화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조직 차원에서 

이를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는 학습지원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기업의 경우 긍정적인 조직변화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동료의 학습지원과 혁신적분위기의 학습지원환경에 영

향을 받는 반면 학습지원제도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는 학습지원환경의 경우 학습지원제

도의 형식적(formal)인 학습 지원보다 무형(informal)의 학습 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

태도는 무형의 학습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이다. 

다섯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학습

지원환경과 조직변화태도와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직변화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학습지원환경(물

리적 자원),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조직 자원)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각 자원 간에 상호 관련이 있으며, 학습지원환경과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상호작용할 때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가 

가장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에 근

무하는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상사

의 변혁적 리더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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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이 연구에서는 국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와 관련한 

변인들로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설정하여 

그 관계를 구명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 및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변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

한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대

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연령, 직급,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조직변화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각 시점에 따라 어

떤 변인이 효과적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

구에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각 경력단계 시점별로 관련 요인의 영향

력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변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차원의 요인을 구명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개인 차원의 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이 조직 차

원의 변인인 학습지원환경과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보다 조직변화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직변화태도가 인구통

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조직변화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관련 변인들을 포함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개인 차원의 요인을 탐색하고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를 변

화하기 위해 인사 또는 교육 차원의 접근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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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직의 규모에 따라 조직변화태도가 다른지 구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의 한계로 조직의 규모와 관계없이 

조직변화태도의 수준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팀 또는 조직의 규모에 따라 

조직변화의 정도와 이를 인식하는 수준과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

에서, 조직변화태도의 수준이 차별적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인 조직의 규모와 형태, 특성을 규명하고 차이를 확인함으로

서 조직변화태도와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영향관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의 실천적 활용을 위한 제언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조직변화태도는 직급과 연령을 고려하

여 다룰 필요가 있다. 이 연구 결과, 조직변화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연

령과 직급에 따라 차별적인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입사원 교육, 계층 교육이나 직급별 교육에 있어서 조직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느끼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적절한 인터벤션

을 고려하여야 한다. 직급과 연령이 낮은 근로자가 변화가 본인에게 이

득을 얻을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유무상의 보상이나 변화의 혜택, 유용

성 또는 효과 등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변화를 통해 호의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를 형성하여야 

한다. 또한 신입사원이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변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교수전략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 차원에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긍정심리자본을 HR 프

로세스의 선발단계부터 교육훈련까지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필요

가 있다. 이 연구결과 긍정심리자본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하는 

조직변화태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 차원에서 근로자의 긍정심리를 변화의 지속적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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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driver)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긍정심리는 개인 기질적 특

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발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

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변화의 주기가 짧은 대기업에서는 변화에 자

주 노출된다는 점에서, 긍정성을 가진 사무직 근로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긍정성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은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한 상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

다는 점에서, 교육 및 훈련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은 조직구성

원이 조직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희망, 낙관주의, 자기효능

감, 탄력성의 긍정심리자본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정성을 갖게 된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자기

효능감과 탄력성이 낮은 근로자에게 개별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방

법이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조직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무형의 학습지원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정의한 

학습지원환경 중 혁신적분위기와 동료의 학습지원이 조직변화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HRD 담당자는 혁신적

인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하여 실수를 허용하는 문화, 문제해결을 지향하

는 문화, 도전을 권장하는 문화,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권장하는 문화 

등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가 변화와 관련된 행동을 할 때 이를 지지해주는 사회 네트워크의 형성 

등 동료의 학습지원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상사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을 변화

촉진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사는 자신이 부하 직

원에게 있어 중요한 역할모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바람직한 행동

을 하여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또한 명확한 비전 제시를 통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조직변화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또한 리더는 조직 내 부하직원이 조직변화에 대해 유인가를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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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HRD 담당자는 상사가 변혁적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리더

십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특히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상사가 후배 직원에게 있어 바람직한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현장에서 변화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강조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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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조직변화태도, 긍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전공하고 있는 나

소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조직변화태도, 긍

정심리자본, 학습지원환경 및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하가 속한 조직의 변화태도, 긍정심리자본, 학습

지원환경,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지는 총 5면이며, 응답하시는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는 회사의 

사적 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

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중

한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나소영 드림

지도교수 김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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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조직변화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에서의 ‘변화’

란 귀하가 속한 조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문항을 읽

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대체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3 변화는 나에게 좌절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44 업무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변화는 성가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5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것을 주저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6
변화는 대체로 업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도
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77 변화는 대체로 조직에게 유익하다. ① ② ③ ④ ⑤

88 나는 대체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⑤

99 대부분의 내 동료들은 변화로부터 혜택을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1010 나는 변화를 지지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11 나는 대부분의 변화가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12 나는 대체로 변화로부터 혜택을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1313 나는 업무에서의 변화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414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15 변화는 나를 고양시키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16 나는 종종 새로운 업무 방식을 제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1717 변화는 종종 내가 더 잘 일하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1818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변화를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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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는 장기적인 문제를 해석해서 해결책을 찾는 일에 자신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상사들과의 회의에서 자신 있게 나의 직무 분야를 대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우리 회사의 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 참석하여 내가 자신 있게 
공헌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의 업무분야에서 목표설정을 도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5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사람들과 자신있게 접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6 나는 동료들에게 내가 가진 정보를 자신있게 제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7
나는 직장에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많은 방
법을 생각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8 나는 현재 직장에서의 나의 목표를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9 어떤 문제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10 나는 현재의 직장에서 꽤 성공한 것으로 스스로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1111 나의 업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12 나는 직장에서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만족시키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13
나와 관련된 업무상 일들의 전망이 불확실 할 때 나는 보통 최상의 
결과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414
나와 관련된 직무에 문제가 생겨도 그 일이 잘 안될 것이라고 받아
들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15 나는 항상 내 직무에 있어서 밝은 면을 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16 나는 하고 있는 일의 미래 전망에 낙관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717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려나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818 나는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는 믿음으로 직무를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919
나는 직장에서 좌절을 겪었을 때 그것을 떨쳐버리고 회복하는 데 어
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020 나는 보통 직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잘 대처한다. ① ② ③ ④ ⑤

2121 나는 근무 시 필요하다면 혼자서도 일을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22 나는 보통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을 잘 극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323 나는 과거의 경험들로 힘든 시간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24 나는 나의 직무에서 한 번에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긍정심리자본’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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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학습지원환경’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의 동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편이
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동료들은 서로 자기개발과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격려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의 동료들은 나에게 유용한 학습정보와 학습방법을 조언
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우리 회사는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인간
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55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스터디 그룹과 같은 
업무 외적인 학습활동을 권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66
우리 회사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학습활동도 평가
하여 보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77
우리 회사는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거나 인사
상 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88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스스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
양한 학습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9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실수했을 때 비난하고 처벌하기 보다
는 그것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10
우리 회사는 직원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업
무가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11
우리 회사의 관리방식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때로 위험
을 감수할 정도로 도전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212
우리 회사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조직의 문제를 개선함으로
써 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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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나의 상사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나 신념을 직원에
게 자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상사는 직원에게 자신과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
해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의 상사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지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의 상사는 자신의 이익보다 회사 또는 팀의 이익을 우선
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5 나의 상사는 직원들로부터 존경받을만 하도록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66
나의 상사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
적, 윤리적 결과를 먼저 고려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7 나의 상사는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8
나의 상사는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 공동으로 사명의식을 지
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99 나의 상사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10
나의 상사는 달성해야 할 업무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다.

① ② ③ ④ ⑤

1111 나의 상사는 미래 비전을 강하게 제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12 나의 상사는 목표달성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13
나의 상사는 직원들이 적절하게 업무수행을 하는가를 평가
하기 위한 기준들을 검토한다.

① ② ③ ④ ⑤

1414 나의 상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관점을 고려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15
나의 상사는 직원들이 현재 회사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 비
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권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16
나의 상사는 직원들에게 업무를 완수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
운 시각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717
나의 상사는 직원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
애한다.

① ② ③ ④ ⑤

1818
나의 상사는 직원을 단지 회사의 한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919
나의 상사는 개별 직원들을 다른 사람과는 다른 욕구와 능
력, 열정을 지니고 있는 인격체로 간주한다.

① ② ③ ④ ⑤

2020
나의 상사는 직원들이 자신이 보유한 장점을 개발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상사’란 나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인사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속상사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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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해 주시거나 
서술식으로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나이로 기재) (ex. 30세)

(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석사졸           ⑥ 박사졸

4.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ex. 부장)

(                  )

5. 귀하의 근무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ex. 5년) 

(현재 속해있는 조직에서의 근무경력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년

6. 귀하가 소속된 산업군은 어떤 분야입니까?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도매 및 소매업        ④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⑥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⑦ 금융 및 보험업 ⑧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⑨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⑩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⑪ 교육 서비스업

⑫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⑭ 기타 (                     )

7. 귀하가 소속되어있는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① 기획/총무 ② 인사/교육 ③ 마케팅/홍보 

④ 재무/회계 ⑤ 영업 ⑥ 생산 ⑦ 연구개발   

⑧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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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look forward to change at 
work

나는 업무에서의 변화를 손꼽아 
기대한다.

I look forward to changes at 
work

2 I usually resist new ideas
나는 대체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양한다.

I generally avoid new ideas

3 I am inclined to try new ideas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
고 싶어한다.

I want to try new ideas

4
Change usually benefits the 
organization

변화는 대체로 조직에게 유익하
다.

changes are beneficial for an 
organization

5 I usually support new ideas.
나는 대체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지한다.

I generally support new ideas

6
Most of my co-worker benefit 
from change

대부분의 내 동료들은 변화로부
터 득을 본다.

Most of my colleagues have 
benefited from changes

7 I don’t like change 나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I do not like changes

8 Change frustrates me. 변화는 나에게 좌절감을 준다.
Changes give me a sense of 
frustration

9 Change tend to stimulate me. 변화는 나를 고양시키는 편이다. changes tend to lift me up

10
Most changes at work are 
irritating.

업무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변
화는 성가시다.  

most of the changes that appear 
at work are bothersome

11
I often suggest new approaches 
to things.

나는 종종 (업무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

Every now and then (when it 
comes to work) propose new 
methods

<표 1> 조직변화태도 문항 번안 과정

부록 2. 조사도구 문항 번안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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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hange often helps me perform 
better.

변화는 종종 내가 더 잘 일하도
록 돕는다. 

Sometimes, changes help me do 
a better job

13
I intend to do whatever possible 
to support change.

나는 변화를 지지하기 위한 것
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편이다.

If it is about supporting change, 
I'm willing to do anything

14
Other people think that I support 
change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변화를 지
지한다고 생각한다.

Other people think that I support 
change

15
I usually hesitate to try new 
ideas.

나는 대체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것을 주저한다.

Most of the time, I am hesitant 
about trying new ideas

16
Change usually helps improve 
unsatisfactory situations at work.

변화는 대체로 업무에서 만족스
럽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도록 
돕는다.

Generally changes help improve 
situations where there is 
dissatisfaction

17
I find most changes to be 
pleasing

나는 대부분의 변화가 좋은 것
임을 알게 되었다. 

I have learned that most 
changes are good

18 I usually benefit from change.
나는 대체로 변화로부터 혜택을 
얻는다.

Overall, I benefit from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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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causal relationship 

among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upportive learning environment, supervi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employees in large corporations, The 

specific objectives were to identify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upportive learning environment on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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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organizational change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supervi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The population for this study was every knowledge worker in 

Korea large corporation. The target population that knowledge 

worker in 30 large group corporations. A survey questionary was 

conducted to measure variables which are consist of scales of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upportive learning environment, supervi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demographic items. In this study, the existing scales 

were used fo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cale, supportive 

learning environment scales, and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scale was translated. The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scale consists of person’s cognitions about change, 

affective reactions to change and behavioral tendency toward 

change,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cale consists of 

self-efficacy, hope, optimism and resiliency, supportive learning 

environment was consist of coworker’s support, learning 

supporting system and innovative climate. Supervi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cale was consists of charisma, 

inspirational motivation,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and 

intellectual stimulation. The reliability of theses were examined 

through implementing pilot test and final survey.

The data collected by online survey system form November 

17th to 30th. A total 253 out of 240 questionaries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screening the data. The responses were used fir 

statistical analysis.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suing 

SPSS 18.0-Win statistic package. An alpha level of 5%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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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prior for determining significanc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ng analyze was ti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The finding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s attitudes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upportive 

learning environment, supervi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ere higher than normal. Also, the level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age, 

continuous service year, position, job, and industry type. Second,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an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β=.633, p<.001). 

The supportive learning environment had an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β

=.421, p<.001), the sub creative atmosphere(β=.402, p<.001) 

and peer’s learning support(β=.205, p<.001) had an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however, learning supporting system haven’t an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Third, supervi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did no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attitudes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It’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hows the trait-like, and supervi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hould be considered as a antecedent 

variable. Fourth, supervi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ortive learning 

environment and attitudes toward organizational change(β=.14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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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major conclusion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he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of the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was slightly higher than normal, they could be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Second, to change the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to positive, the 

demographics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such as the 

gender, position, age, continuous service year and job. Third,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ere impacted on the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of the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Fourth,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ere 

impacted on the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of the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Fifth, supervi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s the moderator the relationship 

between supportive learning environment and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First, a longitudinal study is necessarily conducted in order to 

thoroughly to identify to impact on the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Secon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individual variables to impact on the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Third, the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shows the different aspects depend on the size of the 

organizations. Futhermore, some recommendations for workplace 

were suggested. First, to make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different way according to the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s position and age. Second, it is 

necessary to sustain the office worker’s positiv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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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easure and manage consistently from recruit to training in 

HR process. Third, the informal learning support environment 

should be built to make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organizational attitude. Forth, to improve supervi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 organization should manage them 

systematically and plan some ways to use them for the change 

agent. Fifth, HRD professional designs the leadership program for 

supervisor to develop thei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attitudes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upportive learning environment, supervi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tudent Number: 2013-2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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