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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 무형식학습, 창의
적 자기효능감 및 내재적 동기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창의
적 자기효능감 및 내재적 동기의 구조적 모형이 변인 간 인과관계를 적합하
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
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및 내재적 동기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가 나타내는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이며, 목표 모집단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
템에 등록되어있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본 조사의 자료 수
집은 우편조사 및 온라인 설문 시스템(KSDC)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기간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총 26개 기업에 기
업당 5~25인의 대상자에게 설문 배포를 시행하였고 총 344명이 응답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상치 제거의 과정을 통해 총 334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3.0과 AMOS 23.0 통계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주요 통계방법으로는 평균, 분산,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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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
과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및 내재적 동기 간의 구조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
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인 정
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의적 자기효능감도 혁신적 업
무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재적
동기 또한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
감은 유의미한 간접효과(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재적 동기
또한 유의미한 간접효과(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
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는
유의미한 이중매개효과(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는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
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및 내재적 동기의 구조적 모형은 중소기업 근로자
를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며,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타당
하게 예측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
과 관련한 행동 이론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
자의 무형식학습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무형식학습이 다른 변인에 비해 큰 효과크기를 가지고 있
음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상황에서 무형식학습이 혁신적 업무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중소기
업 근로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가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혁신적 업무행동이 역할 외 활동
으로 개인의 자발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창의적 자기효능감
과 내재적 동기가 혁신적 업무행동을 촉진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주요 심리요
인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이 창의적 자기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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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내재적 동기를 매개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적인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무형식학습을 통해 개인의 동기요인 수준
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혁신적 업무행동이 촉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고, 무형식학습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혁신적 업
무행동의 수행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연구의 대상, 연구의 방법,
연구의 활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연구의 대상
측면에서 중소기업 상황에서 혁신적 업무행동이 수행되는 메커니즘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학습과 동기요인, 혁신적 업무행
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하는데 있어 특별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
는 산업군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근
로자의 무형식학습이 동기요인을 매개로 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한 질적연구가 필요하며, 시간적 흐름에 따른 혁신적 업무행동
의 촉진과정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무형식학습의 개념적
변화 및 확장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유영화된 측정도구의 개발을 통해 무
형식학습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 및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관
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혁신적 업무행동이 중
소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국가적
정책 및 지원 사업 수립 과정에서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
하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에서 무형식학습이 혁신적 업무행동을 촉진하기 위
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무형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이 요구되며, 개인의 동기요인이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직
수준에서의 개입 방안을 담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 중소기업 근로자, 혁신적 업무행동,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
적 동기
학 번 : 2014-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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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조직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신
속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환경에서 조직효과성을 높이
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혁신이 필수적이다(전화익, 윤관
식, 2014). 특히, 제품이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
고 발전시키는 근로자 개인의 업무 행동은 역동적인 경영환경 속에서 조직
의 성공을 위한 조직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자산이다(박경규, 신이현, 최항
석, 2012; Yuan & Woodman, 2010). 이러한 근로자 개인의 업무행동을
혁신적 업무행동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과업역할이나 소속집단 또
는 조직의 성과향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도적으로 창조, 도
입, 적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즉, 개인 수준의 혁신은 조직 수준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요소이며, 개인 수준의 혁신을 가장 잘 포괄하는 개
념이 혁신적 업무행동이라 할 수 있다.
조직의 혁신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인의 혁신적 업무행동은 특히 중소기
업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장
벽이 낮은 영역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남들보다 빨리 구체
화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기 때문에 조직혁
신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성원 개인의 혁신적 업무행동이 어느 경우보다
중요하다(이지우, 2002; Yuan & Woodman, 2010). 또한 중소기업은 우리
나라 전체 기업의 99.8%를 차지하며, 총 고용의 87%, 총 산출물의 50.6%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 및 고용창출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혁신체제에서도 핵심적인 역할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이기은, 운
병운, 2012),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개인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촉진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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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수행된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R&D 분
야나

제조업에

한하여

이루어져

왔다(Scott

&

Bruce,

1994;

Ramamoorthy et al., 2005; Yuan & Woodman, 2010; 양종곤, 이호
준, 2014). 하지만 최근 들어 혁신적 업무행동은 한 분야나 업종에 국한되
는 것이 아니며, 조직 최고경영자 혹은 일부 팀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닌
기업의 모든 수준에서 동시 수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퍼지게 되었고
(Griggin, Rafferty, & Mason, 2004; Kotter, 1996; Yukl, 2006), 암묵
지와 같이 내재된 인간의 창의성에 초점을 맞춰 지식집약서비스산업
(Knowledge Intensice Business Service: KIBS)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도 시행되었다(Kheng, June, & Mahmood, 2013). 따라서 혁신적 업무
행동이 개인의 과업부터 조직의 성과까지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인 만
큼 특정 부서나 산업분야에 제한되지 않고 개인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촉진
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조직들은 역동적인 경영환경에서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
자의 지식, 아이디어, 창의력과 혁신성 등을 높임으로써 경쟁력 확보와 관련
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인적자원개발에 다양한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전
화익, 윤관식, 2014). 대기업의 경우 실행공동체(CoP), 세미나, 체계적 코
칭 및 멘토링 등의 공식적인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운
영하고 있지만(박종선, 김진모, 2012),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 한계로 인해
교육 투자가 충분하지 못하고 교육 시스템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다(황영훈, 김진모, 2014). 중소기업이 처한 이러한 상황에서 무형식학습은
개인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문세연, 나승일, 2011).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무
형식학습이 학습을 통해 습득하고 형성된 지식이 실제 업무에 적용될 가능
성이 높으며, 혁신적 업무행동을 위해 요구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생산
과, 적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권중생, 노수근,
2014; 이정금, 손승남, 2014; 전화익, 윤관식, 2014; Cross, 2007; E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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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hrhahn & Bell, 2003; Ness & Søreide, 2014).
이렇듯 무형식학습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상황 내에서 근로자가 혁신적
업무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형식학습 혹은 무형식학습이 개인의 혁신적 업무행동
을 촉진하는 구조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 요
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동기요인은 개인의 행동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Bandura, 1997; 고영심, 김희철, 2014).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

수준의

혁신에

대한

메타분석을

수행한

Hammond et al.(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 수준의 혁신을 촉진
하는 동기요인에는 동기와 자기효능감이 포함되었으며, 각각 내재적 동기
와 외재적 동기, 직무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으로 구분되었다.
위의 동기요인 중에서도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Tierney & Farmer, 2002), 내
재적 동기 또한 개인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
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Amabile, 1979, 1985).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과 행동의 주체로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 간 인과적 관
계 및 혁신적 업무행동이 촉진되는 매커니즘을 파악하고,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가 수행
하는 역할, 특히 매개효과를 구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
자의 무형식학습이 혁신적 업무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임
을 확인하고, 그 과정 내에서 동기요인의 관계를 규명하여 무형식학습
이 혁신적 업무행동을 촉진하는 프로세스를 정교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장에서 개인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
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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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창의
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
감 및 내재적 동기의 구조적 모형이 변인 간 인과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
지를 검증한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및 내재적 동기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의 관계에서 창의
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가 나타내는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서의 무형식학습과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
가 혁신적 업무행동과 어떤 인과적 관계를 갖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 혁신적 업무행동의 구조적 모형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한가?

연구문제 2.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인과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
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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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2.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혁신적 업무행
동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3. 중소기업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는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3-1.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
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3-2.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
계에서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3-3.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
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이중매개효
과가 있는가?

4. 용어의 정의
가. 혁신적 업무행동
혁신적 업무행동이란 조직구성원 개인의 과업 수행에서 기존과는 다른 아
이디어를 생각하고, 홍보하며, 실현하는 활동으로 개인과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행동이다(Scott & Bruce, 1994). 혁신적 업무행동의 수준은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현실화의 각 단계를 수행한 정도로, 이 연구
에서는 Janssen(2000)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김일천, 김종우, 이지우(2004)
가 번안한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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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형식학습
무형식학습이란 일터에서의 일상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업무활동 경험을 통
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성찰하는 과정으로, 조직에의 적응과 개인적 성
장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을 의미한다. 무형식학습의 수준은 타인과의 학습,
자기점검, 외부탐색을 수행한 정도로, 이 연구에서는 Choi(2009)가 개발한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자기효능감이란 창의적 산출물을 생산하는 능력에 개인이 갖는 믿음
을 의미한다(Tierney & Farmer, 2002). 이 연구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수
준은 Chen, Gully와 Eden(2001)이 타당성을 검증하여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
능감 문항을 Carmeli와 Schaubroeck(2007)이 창의적 자기효능감에 맞게 수
정한 문항을 김상수(2013)이 번안한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내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는 업무 수행 그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껴 발생되는 동기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여하는 가치와 업무수행 과정으로부터
개인이 느끼는 성취감 등을 통해 발생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내
재적 동기의 수준은 Tierney, Farmer와 Graen(1999)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과 관련된 활동에서 느끼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 개발한 도구를
최익성과 장영철(2014)가 번안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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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
본 연구의 대상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의 규
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자료 수집을 위한 접근도 제한적이기 때문
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중소기업 중 자료 수집을 위한
접근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였
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표본 집단 이외의 기업 상황에 적용할 때에는
해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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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혁신적 업무행동
가. 중소기업에서의 혁신적 업무행동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영역에서 경쟁하
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남들보다 빨리 구체화하여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지우, 2002). 또한,
Link와 Bozeman(1991)은 작은 규모의 기업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기업
보다 더 혁신적이며,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의 제품 혁신이 큰 규모의 기업
에서 보다 많이 나온다고 하였다. 이렇듯 중소기업의 상황과 특징에 있어
혁신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와 같은 조직의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이 제품이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발전시키는 등의 업무행동이 무엇보다 요구된다(박경규, 신이현, 최항석,
2012; Yuan & Woodman, 2010).
조직의 혁신에 대한 선행연구들 중 다수는 R&D 인력을 특수한 케이스로
생각해 조직의 다른 영역은 혁신적 업무행동과 관련이 깊지 않은 것으로 다
루고 있었다(Scott & Bruce, 1994). 하지만 최근 들어 혁신이 더 이상
R&D분야나 제조업에만 속하는 영역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암묵지와 같이
내재된

인간의

창의성에

초점을

맞춰

지식집약서비스산업(Knowledge

Intensive Business Service: KIBS)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시행되었다
(Kheng, June, & Mahmood, 2013). 또한 혁신적 업무행동은 개인의 과
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실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직의 R&D 영역 외에서도 요구되는 근로자의 행동이며, 같은
맥락에서 제조업에서의 제품혁신을 위한 업무행동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즉, 조직 혁신을 위한 근로자 개개인의 혁신적 업무행동은 특정 분야나 업
무, 직위에 한정된 것이 아닌 기업의 모든 수준에서 동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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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ggin, et al, 2004; Kotter, 1996; Yukl, 2006).

나. 혁신의 개념 및 수준
역동적인 기업환경은 조직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
다. 즉, 조직은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 혁신을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 도태될 수밖에 없다. 변화라는 용어는 혁신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차이가 존재한다. 변화는 무엇인가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
지만, 혁신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거나 이
전과는 다른 상태를 이끌어 내려는 단절적인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김
일천, 김종우, 이지우, 2004).
즉, 혁신이란 새로운 상품의 도입, 새로운 제조방법의 도입, 새로운 시장의
개척, 새로운 원자재 및 반제품 공급원의 확보, 새로운 조직의 수행 등에 의
해 발생하는 것이다(Schumpeter, 1942). 기존의 경제학적인 접근은 기술혁
신 분야에 국한되어 혁신과정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경
영학, 조직사회학, 산업공학, 교육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오흥재, 2011; 최만기, 이지우, 1997).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연구됨에 따라 혁신에 대한 정의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혁신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West와 Farr(1989)는 혁신을 혁신의 결과로 예상되는 이익까지 포함
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인식하였으며, 혁신으로 인한 예상이익은 기업의 재
무적 이익은 물론 혁신을 받아들이는 조직의 이미지 개선과 같은 비재무적
이익 또한 포함된다고 하였다. Rogers(1995)는 혁신은 개인이나 조직이 새로
운 것으로 지각하는 아이디어, 실행방법 또는 대상을 채택하고 활용하는 것으
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혁신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첫째, 혁신은
새로운 것을 초래하는 창조적 과정이다. 둘째, 혁신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선
택을 통해 실제 실행되기까지의 과정이다. 셋째, 혁신은 발명되어지고 새롭게
인지되는 제품으로 이해된다. 이 외에도 Amabile(1988)은 창의적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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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하고, 이를 유용한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
고 정의하였고, Van de Ven(1986)은 혁신을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서 비
롯되는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
발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Oldham과 Cummings(1996)는 창의적
결과물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 하였다. 이 같은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면,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과정, 제품 등을 개발하거나
도입하여 적용하는 개인, 조직 차원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혁신은 혁신이 이루어지는 수준에 따라 조직수준의 혁신과 개인수준의 혁
신으로 나눠질 수 있다(King, 1990). 조직수준의 혁신이란 조직이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제도, 프로그램, 과정 또는 정책 등을 자체적으로
창안, 개발, 실용화하거나 이미 활용되고 있는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제도,
프로그램, 과정 또는 정책 등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King, 1990). 개인수준의 혁신은 조직변화를 위한 혁신에서 업무를 개선하
고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은 결국 개인이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조직수준
의 혁신을 위해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개인수준의 혁신은 개별구성원이
담당하고 있는 과업과 관련된 역할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에서 조직수준 혁
신과 구분될 수 있다.(Janssen, 2000; Scott & Bruce, 1994). Farr와
Ford(1990)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 또는 도입
해 활용하는 혁신을 과업역할 혁신으로 개념화 하였고, 자신의 과업역할이나
소속집단 또는 조직의 성과향상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의도적으로 창조,
도입, 적용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혁신적 업무행동은 개인수준의 혁신을 가장
잘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혁신적 업무행동의 특징
혁신적 업무행동은 개인수준의 혁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개념으로 조직의
개별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개인수준의 혁신을 이루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혁신적 업무행동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는 창의성인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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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다(Scott & Bruce, 1994). 창의성은 새롭고 유용
한 아이디어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혁신적 행동은 아이디어의 개
발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홍보, 실행, 확산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리
고 창의성이 없던 것을 처음으로 시도하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혁신적 업무행동은 기존에 존재하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구성범위가 더 넓은 개념
이다(이지우, 2002).
혁신적 업무행동은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공통적으로 혁
신적 업무행동이 개인이 주체가 되어서 수행하며, 수행의 향상이나 그 결과
로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표 Ⅱ-2> 참조).
<표 Ⅱ-1> 혁신적 업무행동의 개념
연구자 (연도)

혁신적 업무행동의 개념

Kanter (1988)

문제인식과 아이디어 채택 또는 해결안 생성에서 시작하여 아이
디어에 대한 후원을 찾아 나서고 이의 실현을 위한 지지자를 연
합하여 개인의 아이디어를 제품이나 서비스, 공정 등으로 만드는
과정

Farr & Ford (1990)

자신의 과업역할과 관련하여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과업처리 방법, 과정, 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과업수행결
과의 향상을 도모하는 행동

Scott & Bruce (1994)

과업, 소속집단 또는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다른 사
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실현시키는 일련의 활동, 즉, 아이디어의
의도적인 창조, 도입, 적용하는 활동

출처: 이호준. (2013).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조직원의 혁신행동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다양한 개념 정의를 종합하면 혁신적 업무행동은 조직구성원 개인의 과업
수행에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개발, 홍보, 실현하는 것을 통해 개인의
과업 수행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혁신적 업무행동은 아이디어의 개발, 홍보, 실현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
성되어 있다(Amabile et al., 1996; Janssen, 2000). 혁신적 업무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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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과업과 관련해 일
어나는 문제, 불일치 등의 갈등은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Drucker, 1988). 다음은 잠재적 지지자에게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단계
이다.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지자를 찾기 위한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Kanter, 1983).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행되고 조직에 확산되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프로토타입이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Kanter, 1988).
이렇듯 문제를 인식하고, 아이디어를 생성하며, 지지자를 확보하고, 아이디
어를

실현하는

것이

행동과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Kanter(1983),

Drucker(1988) 등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행동과업에 대한 기존의 설명에서
는 제조업, R&D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적인 과업이나 보편적인 상
황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하나의 과정이기
도 하지만 혁신적 업무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존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도 있다는 점, 개인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혁신적 업무행동의 경우 지지자
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모든 행동과업을 수행해야 혁신적 업
무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 혁신적 업무행동의 측정
현재까지 이루어진 혁신적 업무행동의 측정은 혁신적 업무행동의 차원을
1차원적으로 이해한 측정(Scott and Bruce, 1994; Bunce and West,
1995; Spreizer, 1995; Basu and Green, 1997; Scott and Bruce,
1998; Janssen, 2000;, Kleysen and Street, 2001)과 다차원적으로 이해
한 측정(Krause, 2004; Dorenbosch, van Engen, & Verhagen, 2005)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다수의
연구는 혁신적 업무행동이 여러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혁
신적 업무행동을 1차원적으로 측정한 연구자의 경우 혁신적 업무행동의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구분하여 측정할 수 없다고 여겼고, 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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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각 단계에서의 행동과업이 명확해 구분해 측정할
수 있다고 여겼다.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해

처음으로

측정도구를

개발한

Scott과

Bruce(1994)는 R&D 부서에서 172명의 기술자, 과학자, 엔지니어 관리자
를 대상으로 혁신적 업무행동을 6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신뢰도는
0.89로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Scott과 Bruce가 개발한 문
항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수정 보완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다(Bunce
and West, 1995; Spreizer, 1995; Basu and Green, 1997; Scott
and Bruce, 1998).
Janssen(2000)은 처음으로 혁신적 업무행동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였다.
Janssen은 아이디어 개발,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실행의 세 단계로 나누
어 측정을 시도하였는데 각 차원 간 높은 상관관계가 도출되었고 그의 측정
도구는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적함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Kleysen과 Street(2001) 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다차원적인 측정을 시도하였
으나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Krause(2004)와

Dorenbosch,

van

Engen과 Verhagen(2005)은 혁신적 업무행동을 아이디어 개발과 아이디어
실행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을 시도하였고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최근 들어 혁신적 업무행동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인식하여 측정에 이를
반영하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단일차원으로 인식하여
측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론적으로 혁신적 업무행동은
다양한 단계로 구분되어 이해되고 있으나 실제 혁신 과정에 있어서는 각 단
계의 상관이 높아, Scott과 Bruce(1994)가 그들의 연구에서 개인은 각 단계
의 조합을 통해 혁신행동을 행하게 된다는 주장이 지지된다. 또한 혁신적 업
무행동을 다차원으로 인식하고 측정한 Janssen(2000)의 경우 자기보고 형식
으로 구성된 도구에서 혁신적 업무행동의 각 요인들 간의 상관이 .76(아이디
어 발생과 아이디어 인식)부터 .85(아이디어 홍보와 아이디어 인식)으로 높게
나타나 전체 척도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Dorenbosch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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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 마찬가지로 창의성 지향 혁신적업무행동과 실행 지향 혁신적 업무
행동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나 두 요인의 상관이 .67로 높아 통합된 척도
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2.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
가. 무형식학습
1) 무형식학습의 개념 및 특징
무형식학습이란 용어는 1950년대 Malcolm Knowles의 Informal Adult
Education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이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 Dewey의 경험
학습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Watkins & Marsick, 1992; Garrick,
1998).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성인교육의 많은 영역을 무형식적으로 기술하
기 시작하였고, 여러 관점에서 무형식학습이 개념화되었다.
무형식학습을 개념화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관점은
무형식학습이 일터에서 발생되는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경험과 조직 구
성원들과의 상호작용 및 각자의 비판적 성찰 등을 통해 비체계적으로 발생된
다는 점이다(문세연, 나승일, 2011; 황영훈, 김진모, 2014). 무형식학습은
이와 같은 공통적인 인식을 바탕에 두고 각 연구에서 강조하는 초점에 따라
다양하게 개념화된다. 무형식학습에 대한 선행연구의 관점을 종합하면 세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무형식학습을 학습자 개인의 의도나 통제에 중점을 두고 개념화하는
관점이다. 대표적으로 Marsick과 Watkins(1990)은 형식학습은 일반적으로
교실 기반의 고도로 구조화된 학습이고, 무형식학습은 우연적 학습을 포함하
며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학습자에게 학습의 주요한 부분이 통제되는 학
습이라고 정의하였다. Livingstone(2001)은 무형식학습은 외부에서 도입된
교육과정이나 준거 없이 이해, 지식 혹은 기술의 추구를 포함하는 활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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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였다. 즉, 무형식학습이 바깥은 어떤 맥락이나 미리 개설된 교육과정
의 틀 안에서 발생할 수는 있지만, 목적, 내용, 습득의 과정이나 그 의미와
같은 기본적인 무형식학습의 항목들은 개인이나 집단이 그곳에 참여함으로써
결정된다는 것이다.
둘째, 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개념화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한 연구자로는 Enos, Kehrhahn과 Bell(2003)이 있다. Enos et al.은
관리자가 능숙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암묵지와 명시지를 개발함과 동시에
일터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나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 업무 과제
에 도전하는 것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Lohman(2006)
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 다른 사람과의
학습 자원 공유와 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무형식학습이 다른 항목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이나

환경의

맥락에

중점을

두고

개념화하는

관점이다.

Ellinger(2005)는 학습은 대개 무형식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이 무형식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습 지향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Watkins와 Cervero(2000)는 학습의 우선순위나 학
습의 기회를 이끄는 업무 과제를 발생시키는 데 조직적 맥락이 주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조직은 근로자가 학습자로 유지되는데 그들 스스
로의 역할을 찾고 이는 조직이 근로자의 선택을 결정하는 학습을 위한 맥락
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무형식학습은 개인의 통제나 주도성, 타인과의 상호작용, 조직
적 맥락의 강조 등과 같은 수준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세 가지의 관점
은 각기 다른 곳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세 관점이 함께 공유하
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무형식학습은 일터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경험에서 발생하는 학습에
관심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근본적으로 무형식학습이 Dewey의 경험학습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음에서 기인한다. Marsick(2009)은 Dewey의 성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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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문제 해결 방법에 착안하여 개인의 학습 과정에 우연적으로 발생하지만
무형식학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찰을 통한 학습을 더하여 무형식학습 모형
을 구성하였다. 성찰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방향과 문제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것을 이끌고, 발생한 것과 기대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시
작한다(Marsick,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연구에서 무형식학습은 일
터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며 일터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 얻는 경
험이 학습의 원천이 된다고 하였다(김미애, 2011; 문세연, 나승일, 2011; 박
혜선, 이찬, 2012; 이윤하, 이기성, 2010).
둘째, 무형식학습은 흔히 형식학습, 우연적학습과 비교하여 무형식성
(informality)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Marsick과 Watkins(1990)은 형식
학습과 무형식학습, 우연적학습을 구분하면서 형식학습은 일반적으로 기획
되고 매우 구조화되어 있으며 교실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무형식학습은 우연
적학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게 교실 바깥에서 이루어지며 구조화되어있
지 않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안동윤(2006)은 무형식학습과 우연적학습 모두
비의도적인 학습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말하며, 그 중에서도 무형식학습은
무형식성을 가짐과 동시에 학습자의 의도에 핵심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무형식학습이 다른 학습 방법과 구분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학습의 비
의도성에 있으나, 개인의 의지가 무형식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무형식학습의 결과는 일터에서의 실제적인 수행과 성과에 그 목적이
있다. Enos et al.(2003)는 무형식학습을 구성원이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고,
타인과 함께 학습하면서 점차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터에서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지식을 얻게 되고 타인과 함께 학
습하는 과 정에서는 조직에의 적응이 유도될 수 있다(박종선, 김진모, 201
2). 즉, 무형식학습이 발생하는 맥락적인 요소와 그 방법에 따라 학습을 통
해 얻어진 암묵지와 명시지, 사회적 관계는 실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개인의 성장, 조직에의 적응 등과 같은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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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 무형식학습 활동
Eraut(2004)는 무형식학습이 갖고 있는 무형식성이 암시적이고 비의도적
이며 우발적이며 비구조화된 학습이라고 언급하며 암시적 학습(implicit
learning),

반응적

학습(reactive

learning),

의도적

학습(deliberative

learning)의 세 가지와 시점에 따라 무형식학습을 유형화 하였다(<표 Ⅱ-3>
참조). 암시적 학습은 Reber가 정의한 용어로 Reber(1989)에 따르면 학습
을 위한 의도된 시도나 무엇을 학습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는 상태
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응적 학습은 의도적이지만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을 때 행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의도적 학습은 새로운 지
식을 얻기 위한 학습 목표, 시간 등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경우와 문제 해결
과정 등과 같은 활동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여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의 개념으
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Eraut, 2004).
<표 Ⅱ-2> Eraut(2004)의 무형식학습 유형
시점

암시적 학습

반응적학습

과거의
사건

Ÿ

현재의 경험과 과거의
기억의 연결

Ÿ

준자발적 성찰

현재의
경험

Ÿ

경험의 단편적인
기억으로의 이동

Ÿ

기록, 질문, 관찰

Ÿ

무의식적 기대

Ÿ

미래 학습기회에 대한
기대

미래의
행동

의도적학습
Ÿ

토론, 고찰

Ÿ

의사결정, 문제해결,
설계된 무형식학습

Ÿ

학습기회의 계획,
미래사건의 시연

자료: Eraut, M. (2004). Informal Learning in the Workplace. Studies in Continuing Education,
26(2). p.250 재구성

Kim과 McLean(2014)는 무형식학습 방법과 요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개인 수준(individual level), 동료와의 관계 수준(peer to peer level), 조
직·환경 수준(organization/environment level)을 사용하였다(<표 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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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구축하
여 운영하고 있어, 조직·환경 수준에서의 무형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이나 교육훈련비용이 부족
한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과 같은 시스템에서의 학습을 지원하기 어렵기 때
문에 근로자 간에 지식이나 기술이 무형식적으로 전이되는 특징을 가진다
(Billet, 1999; Gray, 1994; Raffo et al., 2000; Rowden, 2002).
<표 Ⅱ-3> Kim & McLean(2014)의 무형식학습 방법
수준

무형식학습 활동

개인

Ÿ

자기주도적 학습

Ÿ

역할모델

Ÿ

시행착오

동료와의 관계

Ÿ

멘토링

Ÿ

코칭

Ÿ

협동

조직·환경

Ÿ

직무할당

Ÿ

HR시스템

Ÿ

경력개발 정책

자료: Kim, S. McLean, G. N. (2014). The Impact of National Culture on Informal Learning in
the Workplace. Adult Education Quarterly, 64(1). p.42 재구성

이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무형식학습이 이루어지는 유형에 대해 연구하
였다. Marsick과 Watkins(1990)는 무형식학습 활동에는 멘토링, 관계 정
립, 코칭, 학습커뮤니티도 포함된다고 하였고, Eraut(2004)는 듣기, 관찰,
심사숙고, 시행착오, 감독 또는 코칭, 멘토링, 고객과의 접촉, 리더와의 소
통, 현장 방문, 회의참가가 있다고 하였다. Kremer(2006)은 동료와의 대
화, 상사나 파트너와의 대화, 멘토링, 웹 컨퍼런스, 고객과의 회의, 경험을
통한 학습, 부서 회의, 전문서적, 잡지, 신문, 이메일 등을 무형식학습의 방
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Conlon(2004)은 도움, 정보, 지원 받기, 대안적
관점으로부터 학습하기, 더 나은 피드백을 받기, 행동 혹은 사고의 다른 방
식을 생각하기, 학습경험에 대해 성찰하기, 의사결정하기 등이 무형식학습
방법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무형식학습 활동을 파악하고자하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안동
윤(2006)은 액션러닝 프로그램에서의 무형식학습 방법에 대해 팀원들과의

- 18 -

대화, 고객과의 접촉, 실행부서와 일하기, 조사활동, 다른 팀과의 교류, 스
폰서 보고, 프로젝트 문서 작성, 상사와의 접촉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
고 이지은(2008)은 5개 영역별 13개의 학습방법을 구명하였는데, 여기에는
획득하기(자료수집, 관찰, 질문), 저장하기(체험, 연습), 창출하기(성찰, 환기
/휴식, 네트워크, 탐구), 공유하기(글쓰기, 대화), 활용하기(적용, 외부환경)
가 포함된다.

3) 무형식학습의 측정
현재까지 일터학습에 대한 측정은 크게 두 관점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하나는 학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의 수행수준을 판단하여 참여로써의
학습에 대한 측정(Bryans & Mavin, 2003; Hager, 2004; Sense, 2004)이
며, 다른 하나는 학습의 결과로 도출된 행동의 변화와 같은 성취로써의 학습
에 대한 측정(Argyris, 2003; Macpherson et al., 2003)이다.
일터학습의 한 분류로 이해되고 있는 무형식학습 또한 학습을 과정으로 보
는 관점과 결과로 보는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
서는 과정의 관점과 결과의 관점이 혼재되어 명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Fenwick, 2006). 이 두 관점이 명확히 구분되어지지 못한 것은 학습이
라는 개념이 지식과 기술 등의 습득과정, 습득된 지식과 기술, 그 결과로 나
타나는 행동의 변화를 모두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개념적인 분
류는 무형식학습 측정에도 영향을 미쳐 무형식학습에 대한 측정이 정확히 이
루어지지 못하게 하였고, 무형식학습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과 측정을 위
해서는 학습에 대한 과정적 관점과 결과적 관점을 분리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문세연, 2010).
Doombos et al.(2008)은 네덜란드 경찰의 무형식학습 활동 유형을 구분
하고 각 유형에 대한 빈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여 무형식학습의 수
준을 파악하였고, Kremer(2006)는 일터학습을 무형식학습과 형식학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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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교실상황에서의 학습을 제외한 것을 무형식학습이라 정의하여 그
빈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Lohman(2005)도 무형식학습 활동의 유형을 구분
하여 측정하였으나 개인이 인식한 참여정도를 측정했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앞서 제시한 연구와는 달리 학습을 성취로 바라본 Clark(2005)의 연구
는 일터학습의 결과를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한 정도, 효과적으로 변화를 관
리한 정도,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능력을 습득한 정도, 효과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기술을 획득한 정도를 측정하였고, 문세연(2010)의 연구는 무형
식학습의 수준을 성취수준으로 간주하고, 그 구성요인을 업무지식 획득,
조직적응 및 맥락이해, 관계형성, 자기개발능력 함양으로 파악하고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최근 신은경(2014)은 무형식학습이 과정과 결과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무형식학습의 결과를 측정하지 않고 무형식학습의 방법 적용수준과 조직
적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형식학습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
고 무형식학습의 결과를 명확히하여 각각의 측정도구를 만들었다. 무형식
학습의 구성요소는 타인과의 학습, 외부자원활용, 성찰, 학습기회탐색으로
구성되고 결과는 서술적 지식, 절차적 지식, 사회적 관계 및 지원으로 그
하위요소를 가진다.

나. 창의적 자기효능감
1)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개념
Bandura(1997)는 새로운 지식의 발견이나 창의적인 산출물을 위해서 강
한 자기효능감은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
는 동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개념화 하였다. 또한 Ford(1996)는 자기효
능감을 개인의 창의적 활동과 관련된 모형에서 중요한 동기 요인으로 놓았
다. 이렇듯 자기효능감은 이전부터 잠재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행동에 대
해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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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Tierney와 Farmer(2002)는 근로자가 자신의 일 역할에서 창의적일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자신의 믿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 개
념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Tierney와 Farmer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의가 개인에게 인지된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
급하며, 창의적 자기효능감(creative self-efficacy)를 창의적 산출물을 생산
하는 능력에 개인이 갖는 믿음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도전과제에 대해 창의적인 수행을 위한 노력의 지속성 및 양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Tan., 2011). 만약 개인이 창의적인 수행을 요
구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어 자신이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그 개인은 또 다른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것이다. 반면 과거에 그러한 성
취가 부족하거나 실패한 경험이 많은 경우에는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낮아 이
로 인해 혁신적 사고를 필요로하는 업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Maddux & Gosselin, 2003).
자기효능감은 다른 개인 내적 심리를 설명하는 개념들과 차이가 있는데,
자아존중감(self-esteem)과 자신감(confidence)은 보다 넓고 일반적인 감정
인 반면에 자기효능감은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더 좁고 구체적인 감정이다
(Bandura, 1997). Carmeli와 Schaubroeck(2007) 또한 자기기대와 자기
효능감의 차이를 규명하였는데, 자기기대라는 것은 결과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막연한 바람이며 자기효능감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믿음으로 자기기대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의성이나 일반적인 자기효능감과 분명히 구분되는 개
념이다. 창의성은 새롭고 유용한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
되는 반면,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이러한 창의적인 능력에 대하여 본인이 가
지고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여러 영역
에 걸쳐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전체적인 믿음인 반면에, 창의적 자기효능
감은 창의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특정 영역에 대해 개인이 얼마만큼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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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여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Chen, Gully
& Eden, 2001; Tierney & Farmer, 2002).

2)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측정
창의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측정은 Tierney와 Farmer(2002)가 창의적 자
기효능감의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시행하였
다. 이들은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초기문항을 개발한
후 4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한 결과 13문항으로 추렸고, 본조사 후
요인분석 결과 3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작성하도록 구성되었다. Tierney
와 Farmer의 측정도구는 이후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대표적
으로 Beghetto(2006)는 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창의적자기효능감
연구에서 이를 활용하여 측정하였고, Chong과 Ma(2010)은 개인적 요인,
감독과 일 환경이 창의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이를 활용
하였다.

이후

Carmeli와

Schaubroeck(2007)는

Chen,

Gully와

Eden(2001)이 개발하고 타당성을 입증한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문항을 채택
하여 창의성 맥락에 맞게 기존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총 8문항으로
6점 리커트 척도 작성하도록 구성되어있다.

다. 내재적 동기
1) 내재적 동기의 개념
내재적

동기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Kruglanski et al.(1975)는 어떤 활동의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나
정의하였고,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외재적 동기는 어떤 활동의 결과에 대
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조직 내 구성원의 수준에서 내재적 동기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이론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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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직 구성원의 동기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구분된다(Deci &
Ryan, 1985). 외재적 동기는 급여나 승진, 포상, 휴가 및 인센티브와 같은
외부요인, 직무환경, 실제적인 보상과 같은 요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것
을 의미하며, 내적인 동기는 외부 결과가 아닌 과업 자체에 매력을 느껴 활
기를 얻게 되는 측면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성과에 대해 외부의 물질적 보
상이아닌 자신의 직무 및 직무활동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흥미나 즐거움, 소
속감, 자부심, 인정 등과 같은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말한다. 따라
서 내적으로 동기 부여된 조직 구성원은 인지적으로 더 유연하고 인내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McGraw & Fiala, 1982). 내적으로 동기 부여된 사람은
문제해결에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관습적이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즉, 내재적 동기가 향상될 경우 조직 구성원
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업무 향상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Amabile, 1988; Oldham & Cummings, 1996).
Deci(1975)와 White(1959)는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
해 연구하였는데, 내재적 동기가 높은 사람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
기 위해 다양한 업무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결정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보
다 더 많이 수행한다는 점을 밝혔으며, 그 결과 유능함과 자기결정이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Deci(1975)는 내재적 동
기는 성취 과정의 즐거움, 즉, 일 자체에 대한 즐거움으로 생겨나며, 리더보
다는 조직 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리더는 조직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일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갖게 하는 것이 동기를 유발하고 반족도와 창의성을 증
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2) 내재적 동기의 측정
내재적 동기에 대한 측정은 주로 학습자가 어떠한 지정된 학습 활동을 하
는데 있어서 주관적인 경험과 관련된 자신의 느낌에 대한 응답이 주를 이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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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표적으로는 Ryan(1982)이 처음 사용한 내재적 동기 측정 문항(the
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 이하 IMI)가 있으며, 현재까지 널리 사용
되는 도구이다. IMI는 흥미, 인지된 역량, 노력, 압박감, 인지된 선택, 가치,
관계성이 포함된 총 7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든 문항이 측
정에 사용된 경우는 극히 드물며 실험의 특성과 환경에 맞게 실험자가 임의
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Tierney et al.(1999)은 리더십과 근로자의 창의성의 관계에서 관계
와 특질이 가지는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 내재적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Amabile(1985)의 연구 등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
과 관련된 활동에서 느끼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 개발하였다. 국내에서는
육현표(2010), 정국현(2010) 등이 개발된 문항의 일부 혹은 전체를 내재적
동기를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3. 혁신적 업무행동,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및 내재적
동기의 인과적 관계
가.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인과적 관계
무형식학습은 일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학습자 주도적, 의도
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학습으로(Watkins & Marsick,
1992), 무형식학습의 이러한 특성에 의해 무형식학습을 통해 습득된 지식은
학습자가 의도적이며 주도적으로 학습한 결과로 다른 학습활동을 통해 얻어
진 지식보다 개인의 업무에 적용되기 쉽다. Enos, Kehrhahn과 Bell(2003)
의 연구에서는 업무현장에서 발생한 업무경험과 타인에 대한 관찰, 개인의
성찰을 통해 발생하고 변형된 지식이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Enos et al.과 같이 무형식학습과 학습전
이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들은 무형식학습을 통해 형성된 지식이 행동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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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인호(2007)와 김명오(2011)는 무형식학습을 통해 형성된 지식과 실무 수
행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고, 현영섭(2010)은 실천공동체(CoP)를 통해 학습
된 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데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이렇듯 무형식학습을 통해 근로자 개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무형식학습 중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의 성찰은 이를 실제 업무 혹은 새로운 업무에 적용하기 용이
한 지식으로 변화시킨다.
직접적으로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무형식학습 방법으로 분류되는 학습조직이나 CoP, 코칭 등의 학
습활동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다수 존재하였다(권중생,
노수근, 2014; 전화익, 윤관식, 2014; 이홍재, 한수영, 2013; 조영복, 주규
하, 2013; Therin, 2003; Liao, 2006). 전화익과 윤관식(2014)는 중소기업
에서 학습조직이 인적자본, 혁신행동,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습조직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수준에서
.427로 나타났으며, 학습조직이 인적자본을 매개로 하여 혁신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수준에서 .195로, 전체효과는   수준에서 .623로
나타났다. 권중생과 노수근(2014) 또한 유사하게 기업의 학습조직 구축요인
이 심리적 자본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학습조직의 구축요인인 인적요인, 구조적 요인 중 인적요인만이   수준
에서 .160의 경로계수가 도출되어 유의하게 나타났다. 권중생과 노수근은
Watkins와 Marsick(1993)의 학습조직 구축요인 모델을 활용하였는데, 인적
요인에는 지속적인 학습기회의 창출, 대화와 연구의 활성화, 협력과 팀 학습
의 격려가 포함된다. 또한 Therin(2003)과 Liao(2006)의 연구에서도 학습
조직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 외에도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자발적 학습과
이를 통한 지식의 창출과 공유, 그리고 이의 실천을 강조하는 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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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of Practice)와 같은 무형식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도 존재하
였다. 이홍재와 한수영(2013)의 연구에서는 인간행동을 설명·예측하기 위한
주요 모형 중 하나인 Triandis 모형을 중심으로 CoP 활동의 선행요인과 혁
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였다. 이홍재와 한수영의 연구에서 CoP
활동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수준에서 .347로 나타났으며, 이는
CoP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발견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
는 혁신적 업무행동이 촉진될 수 있음을 규명한 것이며, 학습과 혁신적 업무
행동 간의 선순환 관계를 경험적으로 실증했다 할 수 있다. 조영복과 주규하
(2013)는 코칭행동이 조직구성원의 역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하였는
데, 이 중 역할 외 행동으로 분류되는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코칭행동의
직접효과는 .537로 나타났다. 이는 코칭행동을 통해 조직구성원이 새로운 아
이디어를 떠올리고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려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무
형식학습에 포함된 타인과의 상호작용, 이를 통한 개인의 성찰과 같은 요소
들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포함된 상사나 동료와의 사회적 과정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
를 규명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학습된 결과가 행동으로 전이되는 과정과 무형
식학습의 다양한 방법들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고려하면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나.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인과적 관계
또한 동기요인은 창의성과 혁신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론과 연구에서 다루
어지고 있고, 개인 수준의 혁신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Hammond et al., 2011). 동기요인에는 크게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자기
효능감이 존재한다. 이러한 동기요인들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직접
적으로 밝힌 연구는 많지 않지만, 직무성과, 창의성, 혁신성과와 같이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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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행동과 유사한 개념과의 관계를 통해 동기요인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연
계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창의성이나 혁신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론과 연구에서 동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특히 내재적 동기는 외재적 동기와 비교하
여 개인수준의 혁신에 대해 더 강하고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Hammond et al., 2011; Tierney et al., 2011). Amabile(1979, 1985)
는 내재적 동기가 개인으로 하여금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탐구하거나
과업에 있어 다른 접근법을 탐색하는데 있어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내재적 동기는 행위자체로 인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의
미하는 것으로 내재적 동기가 증가하면 혁신성과가 증가하게 된다고 받아들
여지고 있다(Colquitt et al., 2000; Deci & Ryan, 1985). 최석봉과 양필
석(2011)은 혁신성과를 혁신의 실천과 목표달성을 위해 개인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노력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혁신성과의 선행요인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개인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내재적 동기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 외에도 Amabile, Conti, Lazenby와
Herron(1996)은 내재적 동기를 가진 구성원은 스스로 자율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창의적인 성과를 높인다고 하였고, 최익성과 장영철
(2014) 또한 내재적 동기와 개인 창의성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규명하
였다. 이렇듯 직접적으로 내재적 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혁신적 업무행동의 결과라 할 수 있는 혁신성과, 혁신적
업무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분류되는 창의성과 내재적 동기의 관계를 통해
내재적 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를 가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사회학습 이론의 한 부
분인 자기효능감에서 발전된 특수 자기효능감 중의 하나로, Tierney와
Farmer(2002)에 따르면 창의적 산출물을 생산하는 능력에 개인 스스로가
갖는 믿음이라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기제
는 개인이 업무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으로

- 27 -

고려해왔으며, 개인의 업무성과를 예측하는 주요한 선행요인으로 고려되어왔
다(심덕섭, 하성욱, 2013).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내적통제위치, 자긍심과 같은 개념이 존
재하는데, 김일천 등(2004)는 내적통제위치 성향이 강한 구성원들은 자신들
의 업무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 혁신
적 업무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최석봉과 양필석(2011)은 핵심자기평가와 혁신성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핵심자기평가는 일반 자기효능감, 통제위치, 자기존중 등의 개념
을 포함하여 측정하는데, 핵심자기평가가 높은 사람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며, 조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과업에 도전하여 직무를
혁신적으로 수행한다고 하였다.
창의적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창의적인 업무수행과 혁신적인 결과물을 산출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규명된

바

있다(Axtell

et

al.,

2000;

Carmeli

&

Schaubroeck, 2007; Frese et al., 1999; Tierney & Farmer, 2002). 장
징, 홍기석과 양바이인(2015)는 리더 구성원 교환관계가 창의적 자기효능감
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창의성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침을 규명하였다. 비록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혁신적 업무행동
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유사한 개념과 관련
한 다수의 선행연구 및 이론을 통해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혁신적 업무행동간
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다.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
재적 동기의 매개효과
학습이나 훈련이 동기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성인교육 장면보
다는 페다고지적 측면에서 다수 연구되어 왔다. Gist(1989)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훈련방식이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일반적인 강의식 훈련보다 인지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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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촉진하는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자기효능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규
명하였는데, 이는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
었다. 사회학습이론은 훈련을 방법을 결정하고 그 훈련의 결과로 자기효능감
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
다(Gist, 1989).
Bandura(1977, 1982)에 따르면 지식이나 심적 조작과 같은 정신 능력
혹은 특정 기능이나 지식만으로는 성취관련 행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자신의 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지고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자기관련 사고가 지식과 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효능
감은 지식과 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동기화시키고 결과적
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andura, 1997).
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종합하면 학습을 하는 방식이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을 통해 습득된 지식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을 동기화시켜 행동을 촉진한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자기주도적으로 외
부탐색을 통한 학습, 그리고 개인의 성찰과 같이 개인의 인지·사회적 과정을
포함한 무형식학습이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가
정할 수 있다. 또한 무형식학습이 형식지 뿐만 아니라 암묵지를 형성하는데
유용하고, 개인의 성찰과 같은 무형식학습을 통해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식이 변형될 수 있음은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같이 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
다. 그리고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스스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재적 동기를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
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를 창의적 자기효능감이나
내재적 동기가 매개한다는 직접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동기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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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개로하여 개인의 행동이 촉진되고 개인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
권중생과 노수근(2014)는 기업의 학습조직 구축요인이 심리적 자본과 혁
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학습조직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
계에서 심리적 자본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심리적 자본은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인 심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자기효능감, 희망, 낙천성, 탄력
성과 같은 개념이 통합된 합성 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Luthans, et al,
2003). 권중생과 노수근의 연구에서는 학습조직의 인적요인과 혁신적 업무
행동의 관계를 심리적 자본이 부분매개(직접효과 .160, 간접효과 .0946)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석봉과 양필석(2011)은 조직구성원의 핵심자기평가와 혁신성과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가 갖는 매개효과에 대해 규명하였다. 핵심자기평가는
개인 스스로에 대한 평가로 자기존중, 통제위치, 일반화된 자기효능감, 정서
적 안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근로자 개인이 자신의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
행함은 물론 조직의 효과성 및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내재적 동기는 핵심자기평가과 혁신성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직접효과 .254, 간접효과 .27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에서 동기요인이 갖는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심덕섭과 하성욱(2013), 육현표(2011)와 같은 연구자는 각각 직무
특성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리더십과 창의
성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
한편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
재적 동기의 이중매개에 대한 선행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지만, 학습과 동기
요인, 동기요인과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그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먼저, 자기조절학습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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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 권정임과 박성옥(2011)에 따르면, 자기조절학습이 자기결정동기 및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자기계발동기 및 혁
신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고영심과 김희철(2014)는 자기효능감이 자기계발
동기를 매개로 하여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기조절학
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의 사고와 감정, 행동을
체계적으로 활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학습자 주도로 학습자 본인의
적극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형식학습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자기결
정동기와 자기계발동기는 모두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mination theory:
SDT)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내적동기의 중요성과 자기조절에
초점을 맞추어 목표지향적 행동을 이끄는 요인들을 설명하는 이론이다(고영
심, 김희철, 2014). 자기결정동기와 자기계발동기 모두 하위 요인으로 행동
그 자체의 즐거움이나 재미 때문에 발생하는 동기인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내재적 동기는 자기결정동기와 자기계발동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비록 두 연구는 대상이나 구체적인 개념 사용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학습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과정에서 자
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가 가지는 역할을 유추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상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및 내재적 동기
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표 Ⅱ-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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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활동, 창의적 자기효능감 및 내재적 동기의 영향관계 관련 선행연
구 종합
관계

선행연구

무형식학습
→ 혁신적 업무행동

권중생, 노수근(2014), 이홍재, 한수영(2013), 전화익, 윤관식(2014),
조영복, 주규하(2013), Therin(2003), Liao(2006)

내재적 동기
→ 혁신적 업무행동

최석봉, 양필석(2011), 최익성, 장영철(2014), Amabile et
al.(1996), Colquitt et al.(2000), Deci & Ryan(1985),
Hammond et al.(2011), Thierney et al.(2011),

창의적 자기효능감
→ 혁신적 업무행동

김일천 등(2004), 심덕섭, 하성욱(2013), 장징, 홍기석, 양바이인
(2015), 최석봉, 양필석(2011), Axtell et al.(2000), Carmeli &
Schaubroeck(2007), Frese et al.(1999), Tierney &
Farmer(2002)

무형식학습
→ 내재적 동기
→ 혁신적 업무행동

심덕섭, 하성욱(2013), 최석봉, 양필석(2011)

무형식학습
→ 창의적 자기효능감
→ 혁신적 업무행동

권중생, 노수근(2014), 육현표(2011), Gist(1989)

무형식학습
→ 창의적 자기효능감
→ 내재적 동기
→ 혁신적 업무행동

권정임, 박성옥(2000), 고영심, 김희철(2014), Bandura(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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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
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은 혁신적 업무행동,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이며,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그림 Ⅲ-1]과 같이 인과적 관계에 대한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
였다. 연구모형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는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무형식학습은 창의적 자
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를 매개로 혁신적 업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내재적 동기를 매개로 혁신적 업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Ⅲ-1]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 간
인과적 관계의 가설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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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이다.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된 모
든 기업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중앙회(2014)에 따르면 중소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012년 현재 3,466,904개이며 근로자 수는 15,423,333명이다. 그러
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체 수만 보고되고 있을 뿐, 개인에 대한 정보는 공
개되고 있지 않아 모집단을 대상으로 표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산업별 협회나 산업분류에 따라 집계가 되고 중소기
업청에서는 각 산업별 전체 사업체 수만을 보고받고 있어 사업체 목록을 확
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생성·소멸 주기는 대기업에 비
해 매우 짧아서 일정한 주간동안 사업체 수가 유지되지 않고 가변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을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목표
모집단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목표모집단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
.go.kr)에 등록되어 있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제한하
였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정보, 중앙행
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지원정보, 통계지표, 신기술 동향정도 등을
제공하는 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로,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고 중소기업기술정
보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다른 중소기업 정보원과 비
교하여 가장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직규모, 업
종, 기업 유형 등 다양한 조직 특성을 가진 전체 중소기업과 유사한 분포를
가지게 된다. 2015년 9월 13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 등록
된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1,797,304개이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
에서는 모수치의 수가 모델의 복잡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어진 모델에서 요
구되는 표본의 수를 추정하기 위해 자유모수치의 수와 피험자 비율을 계산하
여 표집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Jӧreskog와 Sӧrbom(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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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모델 속의 관찰변인의 수가 작을 경우 최소   명 정도는 되어야
하며,

만약

관찰변인의

수가

12개

이상이면

적절한

피험자의

수는

      관찰변인의수 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Jackson(2003)은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자유모수치와 피험자수의 비율이 최
소 1:10~20이 되어야 한며, 어떤 경우에도 표집크기가 200 이상 되어야 한
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Mitchell(1993)은 변수 당 10~20배의 표본이 필
요하고, Stevens(1996) 역시 하나의 관측변수에 적어도 15개의 표본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절대적인 표본의 크기는 존재하지 않으나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
합해보면 최소 150개 정도가 필요하며, 200~400개 정도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Carver & Mentzer, 1999; Heolter, 1983; Hoyle, 1995; Kling,
1998; Loehlin, 1992; Schumacker & Lomax, 2004) 이 수치는 구조방
정식

모델

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추정법인

최대우도법

(maxumum likelihood: ML)에도 적합한 표본크기라고 할 수 있다. 최대우
도법에는 최소 100~150 정도가 요구되며, 표본크기가 400이상으로 커질 경
우에는 오히려 모델적합도가 나빠질 수 있어(Hair, 2006), 일반적으로
150~400 정도의 표본크기가 적당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할 목표 표본수를 350개로 정하였고,
최종 설문 결과에서 무응답이나 불성실 응답자 등으로 인한 이상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 400명을 표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
(non-probability

등록된

중소기업을

sampling)

중

대상으로
하나인

비확률적

표집방법

유의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해 40곳의 중소기업을 선정하였고, 각 기업에 소속되어 있
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조사 가능한 인원의 수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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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
하였다. 설문지는 혁신적 업무행동,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
적 동기,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혁신적 업무행동
의 수준을 묻는 9개 문항, 무형식학습의 활동 정도를 묻는 12개 문항, 창
의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묻는 8개 문항, 내재적 동기를 묻는 5개 문항
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내
용타당도(content validity) 및 안면타당도(face validity) 검증과 구인타당
도(construct validity) 검증, 신뢰도 분석의 절차를 거쳤다.
첫재, 조사도구의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와 연구대상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를 검
증받았다. 내용타당도 검증 단계에서는 산업교육 박사학위 소지자 2인을 대
상으로 측정도구가 구인별 조작적 정의에 맞게 문항 설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를 검토 받았으며, 문항의 진술이나 표현 방식이 조사 대상에 부합하도록 설
계 되었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3인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
를 검증받기 위해 변인의 측정문항들이 중소기업 상황에 적절한지, 문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응답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조사도구에서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
이 적합한가에 대한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제 이 연구의 대상인 중
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간은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KSDC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하였
다. 예비조사를 통해 회수된 설문은 총 81부의 설문 결과가 분석에 활용되
었다. 예비조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검사도구 전체의 신뢰도 수준을 확인하였

- 36 -

다. 신뢰도 분석 후 그 결과가 문항제거를 했을 때 전체 도구의 신뢰도를 높
이는 문항이 있다면 해당 문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항내적일치도 계수가 .60이상일 때 도구의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므로
(Nunnally, 1967), 해당 문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해당 문항이 신뢰도를
심하게 떨어뜨리지 않는 경우에는 문항을 삭제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결정
된 조사도구의 구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측정도구 구성
구분

문항수

문항번호

9

Ⅰ-1~Ⅰ-9

아이디어 생성

3

Ⅰ-1~Ⅰ-3

아이디어 홍보

3

Ⅰ-4~Ⅰ-6

아이디어 현실화

3

Ⅰ-7~Ⅰ-9

12

Ⅱ-1~Ⅱ-12

타인과의 학습

4

Ⅱ-1~Ⅱ-4

자기점검

5

Ⅱ-5~Ⅱ-9

외부탐색

3

Ⅱ-10~Ⅱ-12

창의적 자기효능감

8

Ⅲ-1~Ⅲ-8

Carmeli & Schaubroeck(2007), 김성수(2013)

내재적 동기

5

Ⅳ-1~Ⅳ-5

Tierney et al. (1999), 최익성,최영철(2014)

인구통계학적 변인

6

Ⅴ-1~Ⅴ-6

-

40

-

-

혁신적 업무행동

무형식학습

계

출처

Janssen(2000), 김일천 등(2004)

Lohman(2005), Choi(2009),

가. 혁신적 업무행동 측정도구
혁신적 업무행동 측정도구는 Janssen(2000)이 Scott과 Bruce(1994)가 개
발한 혁신적 업무행동 척도를 바탕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혁신적 업무행동 측정도구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일천
등(200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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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를 개발할 당시 Janssen(2000)은 Kanter(1988)의 혁신적 업무행
동의 행동과업 단위로 나눠 아이디어 생성, 홍보, 현실화의 세 하위 요소로
나누어 개발하였는데, Janssen의 연구 결과 세 요소의 상관이 높아 단일 차
원으로 측정하는 것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김일천 등
(2004) 또한 혁신적 업무행동을 단일차원으로 보고 측정하였다. 측정대상을
보면 Janssen(2000)의 도구는 네덜란드 식품 분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
고, 김일천 등(2004)은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도구가 사용된 선행 연구의 연구대상들과 본 연구의 대상인 중소기업
근로자와는 그 특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것과 같이 혁신적 업무행동이 단일요인으로 분석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혁신적 업무행동 측정도구가 본 연구대상을 측정하
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타탕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혁신적 업무행동이 단일요인으로 측정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
증을 위해 단일요인 CFA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주요 모형
적합도 지수는 대부분 부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혁신적 업
무행동 측정도구의 단일요인 모형이 잘 맞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에는 수정지수를 참고하였고, Kanter(1988)와 Janssen(2000)를 비롯한 다
수의 연구자들이 혁신적 업무행동의 요인에 대해 제안했던 것과 같이 기존의
단일요인 모형을 아이디어 생성, 홍보, 현실화의 세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으
로 수정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과, GFI, TLI, CFI, RMSEA와 같은 적
합도 지수가 모두 좋게 나타났고, 모형 수정지수로 사용되는 M.I. 또한 문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모형과 기존 모형은 위계관계에 있지 않아 비위계모형 비교를 통
해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며, 수정모형과 가설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
해 일반적으로 제안되는 적합도 지수인 AIC, CAIC, ECVI, RMSEA를 사
용하였다. 단일요인모형과 3요인모형을 적합시킨 결과, 단일요인 모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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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3요인모형이 단일요인모형 보다 적합도가 월등히 높은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고, 추후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시행할 때에는 3요인
모형을 사용하였다. 단일요인모형과 3요인모형에 대한 비위계모형의 검증결
과는 <표 Ⅲ-2>와 같다.
<표 Ⅲ-2> 혁신적 업무행동 측정도구의 비위계모형 검증결과
단일요인모형

3요인모형



77.717

30.249

df

27

24

확률값

.000

.177

CMIN/DF

.288

1.26

RMSEA

.153

.057

AIC

113.717

72.249

ECVI

1.421

.903

CAIC

174.817

143.533

다음으로 측정도구의 각 문항 및 요인이 혁신적 업무행동을 신뢰롭고 타당
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각 측정문항별로 표준화적재치는

.700~.900으로 나타나 모두 .5 이상으로 개념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
났다.

측정도구의

모형

내에서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CR)와 요인에 속한 문항이 해당 요인을 얼마나 설
명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계산한 결과 모든 요인의 CR과 AVE의 값이 적절해 해당 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Ⅲ-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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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혁신적 업무행동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표준화적재치

측정오차

.819

.174

.811

.186

.779

.286

.842

.198

.818

.194

.700

.307

.849

.161

.900

.135

.815

.181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현실화

CR

AVE

.900

.750

.888

.728

.932

.821

한편 본 연구의 혁신적 업무행동 측정도구의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Ⅲ-4> 참조).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본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23이었으며, 본조사에서는 .928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또한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예비조사에서 .821~.889,
본조사에서 .819~.870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Ⅲ-4> 혁신적 업무행동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구분

예비조사(n=81)

본조사(n=334)

.923

.928

아이디어 생성

.841

.819

아이디어 홍보

.821

.832

아이디어 현실화

.889

.870

혁신적 업무행동

나. 무형식학습 측정도구
무형식학습

측정도구는

Lohman(2005)가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Choi(2009)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측정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이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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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타인과의 학습 4개 문항, 자기성찰 4개 문항, 외부탐색 4개 문항으로 총
12개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Choi는 HRD 교수 1명, HRD 전문가 3명, 그
리고 6명의 박사과정 학생으로 전문가 페널을 구성하여 측정도구의 내용타
당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해당요인과 변인이 적절하
게 묶였는지와 요인들이 잠재변인을 충분히 측정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
과 타인과의 학습은 그대로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자기성찰로 구분되어있
던 4문항에 외부탐색의 1문항(인터넷 검색)이 함께 묶여 자기점검이라는 요
인으로

새롭게

묶였고,

그

결과

외부탐색은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Choi(2009)의 연구에서 무형식학습 전체의 신뢰도는 .902로, 타인과의 학습
은 .801, 자기점검은 .829, 외부탐색은 .842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활용한 배을규, 이형우와 강명구(2011)의 연구에서 요인은 타
인과의 학습, 자기성찰, 외부탐색으로 분류되었으나 최종 신뢰도 분석에서
각 요인별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을 제거하고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배을규 등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18, 타인과의 학습은 .768,
외부탐색은 .737, 자기성찰은 .604로 나타났다.
Choi(2009)와 배을규 등(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무형식학습 측정도구는 두 연구 모두 본질적 속성은 같은 3요인으로 분
석되나 세부적인 측정 문항 구성에 있어 차이가 있어 본 연구에서도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한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였다.
Choi(2009)의 연구에서와 같은 요인 구성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
과 모형 적합도는 RMSEA를 제외하면 평가 기준에 근접하기는 하지만 적합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5> 참조).
<표 Ⅲ-5> 무형식학습 측정도구의 CFA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모형



df

확률값

GFI

TLI

CFI

RMSEA

무형식학습
측정도구

86.726

51

.001

.852

.895

.895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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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형이 전반적인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고 해서 모델을 바로 기각하는 것은 아니며, 각 잠재변수에 대한 단일차원
성,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함께 참고해야 한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무형식학습 측정도구는 이론적인 근거와 확인적 요인분석의
수정지수 등을 고려했을 때 경쟁모형의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모형에서
각 지표가 무형식학습의 각 요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지를 검증하
였다. 그 결과 각 측정문항별로 표준화적재치는 .531~.775으로 나타나 모두
.5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개념타당도는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개
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값을 계산한 결과 개념신뢰도는 모두 높은편이었
고, 평균분산추출은 자기점검을 제외하고는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기
점검 또한 .492로 수용하지 못할 만큼은 아니어서 측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Ⅲ-6>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측정도구를
그래도 활용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표 Ⅲ-6> 무형식학습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타인과의
학습

자기점검

외부탐색

표준화적재치

측정오차

.531

.392

.620

.372

.754

.253

.761

.147

.663

.255

.642

.273

.663

.427

.595

.364

.661

.377

.775

.349

.707

.343

.682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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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AVE

.859

.609

.860

.492

.800

.572

본 연구에서 무형식학습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의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Ⅲ-7> 참조).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본 도구의 신뢰도는 .875, 본조사에서는 .878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또한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752~.775, 본
조사에서는 .723~.794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Ⅲ-7> 무형식학습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81)

본조사(n=334)

.875

.878

타인과의 학습

.752

.723

자기점검

.775

.794

외부탐색

.760

.784

무형식학습

다.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Caremeli와 Schaubroeck(2007)이 Chen
et al.(2001)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문항을 창의적 산출물에 초점을
맞춰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
며, Caremeli와 Schaubroeck의 연구에서 0.92의 신뢰도를 보였다. 이 도
구를 번안하여 사용한 김상수(2013)의 연구에서는 0.92의 신뢰도와 0.71의
타당도로 바람직한 도구로 판별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김상수(2013)이 번
안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Caremeli와 Schaubroeck(2007)은 이스라엘의 금융 서비스 분야 조직을
대상으로 하였고, 김상수(2013)은 공기업, 사기업, 공공기관 등의 조직구성
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인 중소기업 근로자와는 연구
대상의 특징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한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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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는 RMSEA를 제외하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8> 참조).
<표 Ⅲ-8>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CFA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모형



df

확률값

GFI

TLI

CFI

RMSEA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37.455

20

.010

.908

.946

.961

.104

다음으로 본 측정도구가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각 측정문항별로 표준화적재치는 719~.874로 나
타나 모두 .5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개념타당도는 확보된 것으로 판
단되었다.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값을 계산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표 Ⅲ-9> 참조).
<표 Ⅲ-9>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표준화적재치

측정오차

.775

.168

.799

.179

.786

.169

.719

.275

.746

.269

.874

.199

.837

.232

.840

.195

CR

AVE

.960

.585

본 연구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933이
었으며, 본조사에서는 .938로 나타났다(<표 Ⅲ-10> 참조). 이는 위의 CR 값
과 함께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각각의 항목들이 단일 차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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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각각의 측정항목들이 창의적 자기효능감이라는 변수를 일관되
게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8개 항목을 하나의 척도로 종합하여 총합척도(summated scale)로
개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Ⅲ-10>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81)

본조사(n=334)

.933

.938

라. 내재적 동기 측정도구
내재적 동기의 측정도구는 Tierney et al.(1999)가 Amabile(1985)의 연
구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과 관련된 활동에서 느끼는 즐거움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ierney et al.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0.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는 최익성, 장영철(2014)이 번안한 도구를 활용하였는데, 신뢰도는 0.85이고
타당도는 0.63으로 적절한 도구로 판단되었다.
본 도구를 활용한 Tierney et al.(1999)는 R&D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
하였고, 최익성, 장영철(2014)는 모든 영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중소기업 근로자에 측정도구가 적절한지에 대
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을 통한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내재적 동기 측정도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분석 결
과는 RMSEA와 PNFI를 제외하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확인적 요인분석 모
형의 적합도는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표 Ⅲ-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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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내재적 동기 측정도구의 CFA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모형



df

확률값

GFI

TLI

CFI

RMSEA

내재적 동기
측정도구

10.153

5

.071

.956

.952

.976

.114

다음으로 본 측정도구가 내재적 동기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
하였다. 그 결과 각 측정문항별로 표준화적재치는 744~.836로 나타나 모두
.5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개념타당도는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개
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값을 계산한 결과 검증 조건을 모두 만족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2> 참조).
<표 Ⅲ-12> 내재적동기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내재적 동기

표준화적재치

측정오차

.744

.380

.836

.231

.795

.324

.759

.356

.820

.200

CR

AVE

.913

.623

한편 내재적 동기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893이었으며, 본조
사에서는 .880로 나타났다(<표 Ⅲ-13>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위의 개념신
뢰도 값과 함께 내재적 동기를 측정하는 각각의 항목들이 단일 차원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측정항목들이 내재적 동기라는 변수를 일관되게 측정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를 측정하는 5개
항목을 하나의 척도로 종합하여 총합척도로 개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Ⅲ-13> 내재적 동기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내재적 동기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81)

본조사(n=334)

.893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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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우편조사 및 KSDC의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으
며, 수집기간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 까지로 진행되었다.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을 목표모집단으로 하여 각
기업별 번호를 매긴 후 SPSS 21.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무작위로 40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순서대로 전화 연락을 취해 해당 기업의 대표 또는 각
부서장에게 협조를 구하여 그들에게 온라인 설문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
송하면 그들이 각 근로자에게 이메일을 포워딩 하는 방식을 사용 하였다. 한
편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방법에 비하여 회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설문을 완료한 사람에게 설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였다. 또한
설문 응답 완료자가 동료에게 설문을 권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상을 설문
응답 즉시 제공하였다. 설문회수가 미비한 기업은 협력자에게 다시 한 번 대
상자들에게 설문에 대해 상기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협력자를 확보한 26개 기업에 기업당 5~25인의 대상자에게 설문의 배포를
실시하여 총 400부의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344부(86.0%)가 회수되었다.

5.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 AMOS 23.0 통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했고 조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각 변인의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가
설정 인과 모형의 적합도와 각 변인들 간의 관계,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수집된 344개의 표본
중 결측치 및 이상치를 제거한 334문항이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방법을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표 Ⅲ-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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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연구가설별 통계방법
연구가설

통계방법

가설 1.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는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중소기업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는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
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구조
방정식
모형분석

가설 2-1.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내재적 동기를 매개로 혁신적 업무행
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무형식학
습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를
매개로 하여 혁심적 업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의 구조모형
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 개발하고자 할 때 적합한 방법
으로 알려져 있다(Anderson & Gerbbing, 1988). 본 연구에서의 구조방정
식 모형 분석에서는 이상치(outlier) 제거, 자료의 정규성(normality) 검토,
츢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모형수정, 부트스트래
핑의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 중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 이상치가 존
재할 경우 인과모형이 실제 자료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자료점검을 통해 이상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상치 제거 방법으로는 AMOS 23.0의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 분석을 활용할 것이다.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개별 사례의 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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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평균과의 다변량 거리를 의미한다. 즉, 대규모 표본에서 마할라노비스
거리의 제곱은 변수의 수와 동일한 자유도를 갖는 통계량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정 사례의 거리제곱을 임계치와 비교함으로써 그 사례가 나머지
모든 사례와 유의적으로 다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Tabachinck와
Fidell(1996)은

이상치

제거를

위한

비교

시에는

보수적인

유의수준

(  )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abachinck와
Fidell의 제안에 따라 전체 측정모형에 대해   의 유의수준으로 마할
라노비스 거리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검사할 계획이다.
둘재, 구조방정식 모형의 추정방법과 입력 자료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해야

한다.

정규성은

일변량

정규성(univariate

normality)과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의 두 수준에서 이루
어지는데, 일변량 정규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왜도(skewness)와 첨도
(kurtosis)를 활용할 것이다. 왜도는 자료의 대칭성 정도를 나타내며, 첨도는
정규분포곡선에 대해 분포의 중간 또는 꼬리에 있는 점수의 비율이 상대적으
로 어떤 수준인가를 의미한다. 각 관찰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Z-score가 임
계치를 초과하면 분포가 비정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임계치는 정해
진 유의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의 유의수준인 .05에서는 ±1.96을 임
계치로 활용할 것이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다변량
정규성은 자유도(df) 2의  분포를 따르는 다변량 첨도지수(multivatiate
Kurtosis)를 활용하였으며, 배병렬(2014)에 따라 다변량 첨도지수가 5.66을
넘을 경우 다변량 정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셋째, 혁신적 업무행동과 관련 변인의 인과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AMOS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ing)의 방법을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모수추정치의 표본분포를 추정하는 방법
으로 자료의 임의표본(random sample)을 모집단의 대체(substitute)로 취
급하고 표본 부트스트랩 추정치(sample bootstrap estimate)와 표준오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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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 위해 정해진 수만큼 표본재추출(resampling)을 한다. 이러한 표본 부
트스트랩 추정치와 표본오차는 부트스트랩 추정치의 평균이 근접하도록 평균
값을 구하며, 이 평균값을 부트르스랩 추정량(bootstrap estimator)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재표집화 회수를 1,000회로 지정
하였다. 일반적으로 부트스트래핑 반복횟수가 적어지면 검증력 손실(power
loss)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수준 5% 수준에서는 1,000번 이상 반복할 필
요가 있고(Stine, 1989), 시뮬레이션 연구의 경우 최소 400번 이상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검증되었다(Davison & Mackinnon, 2000).
변수 간의 가설적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가를 판단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로 나타나는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모형이 표본공분산
행렬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절대적합지수로는 오차평균
제곱근(RMSEA), 적합지수(GFI), 조정적합지수(AGFI) 등이 있고, 제안모형
이 기초모형에 비하여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분적합지수로
는 표준적합지수(NFI), 증분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소(CFI) 등이 있다. 그
리고 모형이 적합도에 도달하기 위해 추정모수와 자유도 간의 관계를 고려
한 간명적합지수로는 간명비교적합지수(PCFI), 간명표준적합지수(PNFI)이
존재한다. 하지만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적합지수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현
실적으로 어렵고 각 지수별로 장단점이 존재해 적합도 판단에 사용된 지수
를 선정하고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ir, et
al.(2006)과 Hoyle와 Panter(1995)가

제안한

,

GFI와

CFI,

TLI,

RMSEA를 사용했으며 판단기준은 김계수(2010)과 배병렬(2014)의 연구를
토대로 설정하였다(<표 Ⅲ-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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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가설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 판단기준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GFI
AGFI
RMSEA

 
 
 

NFI
RFI
IFI
TLI
CFI

 
 
 
 
 

PRATIO
PNFI
PCFI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넷째,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 프로그램
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은 데이터의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Sobel 검증보다 안정적
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샘플 수가 적거나 중간 정도에서도 Sobel 검증보다
오차가 작고 안정적인 매개효과 검증이 가능하다. 부트스르래핑 반복추출 횟
수는 1,000번이며 유의수준은 .05에서 시행하였다.

- 51 -

IV. 연구 결과
1. 자료의 일반적 특성
가.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혁신적 업무행동,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
감, 내재적 동기 변인에 대한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
을 산출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표 Ⅳ-1>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n=334)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분산

혁신적 업무행동

1.00

4.89

3.32

0.62

0.38

아이디어 생성

1.00

5.00

3.42

0.65

0.42

아이디어 홍보

1.00

5.00

3.22

0.68

0.46

아이디어 현실화

1.00

5.00

3.33

0.71

0.50

1.33

4.67

3.42

0.51

0.26

타인과의 학습

1.00

4.75

3.42

0.56

0.31

자기점검

1.40

5.00

3.61

0.56

0.31

외부탐색

1.00

5.00

3.08

0.73

0.53

창의적 자기효능감

1.00

5.00

3.37

0.64

0.41

내재적 동기

1.00

5.00

3.29

0.66

0.43

무형식학습

나. 이상치 제거
본 연구에서는 극단치를 제거하기 위해 일변량이상치와 다변량이상치를 점
검하였다. 일변량이상치는 일반적으로 Z-score가 ± 이상인 경우 극단치로
본다.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각 문항에 대해 일변량이상치를 점검한
결과 Z-value가 ± 이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변량 이상치는 없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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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다변량이상치는 마하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  ) 에 기초하
여 판단하였다. 이상치의 판단은 Tabachnick과 Fidell(1996)이 제안한
  을 유의수준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총 344개의 표본 중 10개를
이상치로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다. 관찰변인의 정규성 점검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기 전에 구조방정식
모델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최대우도법이 가정하는 정규성을 검점하고자
한다. 관찰변인의 다변량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관찰변인의 왜도(skew)
와

첨도(kurtosis)를

활용하였다.

다변량

정규분포성(multivariate

normality)은 모든 단변량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조합된 변인들의 결합
분포도 정규분포를 따라야 하며, 2개의 변인이 동시에 이루고 있는 결합분포
가 모두 선형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결합빈도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Kline(2005)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찰변인의 단변량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
였다.
경험적 기준에 따르면 왜도지표의 경우  이내, 첨도지표의 경우

 ~  의 경우 정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또한 Hong, Malik과 Lee(2003)는 왜도 2, 첨도 4 이내
의 기준을 만족하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정상분포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왜도와 첨도에 따른 기각률(C.R.)을 통해 판단할 수도 있다. 검
정통계량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기각률은 유의수준 .01에서 절대값이 2.58이
상, 또는 .05 수준에서 절대값이 1.96 이상일 경우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왜도와 첨도에 따른 기각률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Curran, et
al.), 본 연구에서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의 크기로 다변량 정규성을 판단하
고자 한다. <표 Ⅳ-2>에서 나타난 왜도 절대값 지수는 .30~.76, 첨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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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지수는 .06~1.45로 단변량 정규성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한편 다변량 정규성은 다변량 첨도지수가 12.98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
준   에서 1.96보다 크게 나타나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변량정규
성을 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료가 다변량 정규성을 이탈하는 경우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게 되면 표준오차와  값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
라서 다변량 정규성을 이탈하는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 일반최소자승법(GLS),
점근분포자유법(ADF),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
다(배병렬, 2014). 이 중 부트스트래핑은 비정규자료를 처리하는 데 가장 안
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Nevitt & Hancock, 2001), 본 연구에
서는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부트르스래핑을 사
용할 경우 공분산행렬이 아닌 원자료를 사용하야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원자
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Ⅳ-2> 관찰변인의 다변량정규성 점검
변인

왜도
지수

첨도
C.R.

지수

C.R.

혁신적 업무행동
아이디어 생성

-0.30

-2.27

0.06

0.24

아이디어 홍보

-0.37

-2.79

0.23

0.85

아이디어 현실화

-0.68

-5.06

0.88

3.29

타인과의 학습

-0.73

-5.44

1.45

5.40

자기점검

-0.76

-5.64

0.97

3.62

외부탐색

-0.33

-2.45

0.13

0.49

창의적 자기효능감

-0.36

-2.65

0.67

2.50

내재적 동기

-0.46

-3.43

0.80

2.97

12.98

9.37

무형식학습

다변량 정규성 (Multivat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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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찰변인의 다중공선성
구조방정식 모형의 안정적인 분석을 위하여 관찰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확
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이란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독립변인들 간에 높은 상관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독립변인들의 높은 상관관계는 개
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된 분석을 유도할 수 있
다(김준우, 2007). 이에 따라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공차( )와

분산팽창지수

(   )을 활용하였다(<표 Ⅳ-3> 참조).
<표 Ⅳ-3> 관찰변인의 다변량정규성 점검
변인

공차

분산팽창지수(VIF)

무형식학습
타인과의 학습

.403

2.480

자기점검

.395

2.533

외부탐색

.571

1.751

창의적 자기효능감

.385

2.597

내재적 동기

.468

2.135

주) 종속변수: 혁신적 업무행동

분석 결과, 공차의 경우 .395~.571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VIF)의 경우
1.751~2.597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시한 기준인 공차 .10 이상, 분상팽
창지수(VIF) 10 이하를 만족하기에 본 연구의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독립변
인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 즉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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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Ⅳ-1] 참조).

[그림 Ⅳ-1] 측정모형 분석 결과
주1)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경우 단일측정지표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측정오차의 분산
을 ‘(1-신뢰도)관찰변인의 분산‘으로 지정하였음
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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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사용된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중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
의 경우 측정도구의 각 문항을 관찰변수로 설정하지 않고 모든 문항의 측정
치를 합산하여 얻어진 총점을 단일측정지표로 설정한 총합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여러 요인으로 분해될 수 없는 변인의 각 문항을 관찰변인
으로 설정할 경우 측정모형에서 추정되어야 할 자유모수치의 수가 증가하고
그 결과 정확한 모수추정을 위해 필요한 피험자의 수가 증가해 연구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단일측정변수 잠재변
인의 측정오차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
일측정지표로부터 추출된 잠재변인의 측정오차를 추정하여 관찰변인의 측정
치로부터 추정된 만큼의 측정오차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란 관찰된 측정치의 분산 중에 실제 측정된 값에 의한 분산의 비율
을 나타내기 때문에 ‘1-신뢰도’는 관찰변인의 분산 중 오차분산의 비율을 나
타내는 추정치가 되고, ‘(1-신뢰도)관찰변인의 분산’은 해당 관찰변인의 측정
오차의 추정량이 된다(문수백, 2009; Kline, 2005). 그 결과 단일 지표변인
의 오차항을 사전에 신뢰도 추정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상수로 고
정시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모델추정에는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발된
총합척도의 값을 사용하여 측정모형을 추정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이 판별되기 위해서는 자유모수의 수는 관측된
정보의 수보다 작거나 같아야하며( ≥ ), 측정오차와 요인을 포함한 모든
잠재변수에는 척도를 부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오차에 대한 척도의
경우에는 측정오차에서 측정변수로 향하는 직접효과에 해당하는 비표준화잔
차경로계수를 1.0으로 고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판별 필요조건을 충족시켰
다. 요인에 척도를 부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측정오차
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로 가는 경로에 부하량은 1.0으
로

고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잠재변인에

단위분산

판별제약(Unit

Variance Identification constraint: UVI)을 부여하여 요인부산을 1.0으
로 고정함으로써 요인을 표준화시키는 방법이다. 이 두 방법 중 어느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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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더라도 동일한 데이터에 대하여 동일한 모형 적합도를 산출하며 표준
화된 데이터의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의 판단은
각 방법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장점들을 고려하여 결정된다(Kline, 2005).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와
같은 잠재변수에 대해 단일측정지표를 사용하였다. 이들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할 때 요인이 측정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 중 하나에 부하량
을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지표변인으로 사용된 관찰변인에 대해서
는 통계적 검정을 수행할 수 없고, 단일측정지표를 사용한 잠재변인의 경우
표준화적재치()가 산출되지 않는다. 표준화적재치는 각 요인에 대한 수렴타
당도를 판별할 수 있는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acted)를 계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치로 측정
모형의 타당도를 판별하는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낮추지 않으면서 모든 잠재요인에 대한 타당도 분석을 위해 측정오
차에 대한 척도는 단일부하량 판별제약을 통해 1.0으로 부여하였고, 요인에
대한 척도는 단위분산 판별제약을 부여하여 요인의 분산을 1.0으로 고정해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판별 조건을 충족시킨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 측정모형 적합도 분석
측정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평가는 모델이 자료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로
이 단계에서 단일차원의 신뢰성과 개념 간의 판별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에 활용한 적합도 지수는 , GFI, CFI, TLI, RMSEA
인데, 은 비록 표본의 크기에 따라 민감하게 변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모델
적합도 평가에 이용되는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
는 변수이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연구방
법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적합도 평가기준을 활용하였다.  (  이 바람
직함, CMIN/DF: 3 이하가 바람직함), GFI (Goodness of Fit Index: 0.9
이상이 바람직함), CFI (Comparative Fit Index: 0.9 이상이 바람직함), T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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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cker-Lewis Index: 0.9 이상이 바람직함),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1.0 이하면 바람직함) 등의 지수를 이용하여 모형
의 적합도를 판단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4>과 같다.
<표 Ⅳ-4>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

적합도
판단 기준

분석결과

적합여부

 (CMIN)

     

       

부적합

CMIN/DF

≤ 

3.662

부적합

GFI

≥ 

.959

적합

RMSEA

≤ 

.089

적합

CFI

≥ 

.978

적합

TLI

≥ 

.961

적합

구분
적대적합지수

중분적합지수

위 표와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

 과

CMIN/DF를

제외한 GFI, RMSEA, CFI, TLI 값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병렬
(2014)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CMIN/DF 값이 3을 넘지 않으면 값이 작아
도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이 또한 적합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적합지수의 적합도가 양호하여 본 연구의 측적모
형은 해당 요인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측정모형 타당도 분석
구조방정식 측정모형에서는 하나의 잠재변인을 다수의 관찰변인으로 측정함
으로써 모수를 추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에서 추정된 모수치를
토대로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판단하였다. 수렴타당도는 동일 개념을 측정하는 다중의 척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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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일치하는가에 대한 검증으로, 비록 상이한 지표이지만 동일한 개녀
을 측정하고 있다면 그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날 것이고 그런 경우 지표가 개
념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판별타당도는 다른 개념을 측
정하는 척도가 어느정도 그것들을 다르게 측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다.
수렴타당도는 첫째, 특정 요인에 대한 표준화적재치가 높아야 하고(0.5 이
상)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며(C.R.이 2.00 이상), 둘째, 평균분산추출
(AVE) 값이 0.5 이상이어야 하며, 개념신뢰도(CR) 값이 0.7 이상이어야 한
다. 분석 결과, 먼저 모든 요인에 대한 표준화적재치가 0.5 이상으로 모든
요인의 표준화적재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두 번째로 평균분산추출(AVE)
또한 .5 이상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개념신뢰도(CR)이 .7 이상이어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모든 요인에 대해 수렴타당도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표 Ⅳ-5> 참조).
<표 Ⅳ-5> 측정모형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요인

표준화계수

측정오차

아이디어 생성

.843***

.029

아이디어 홍보

.867***

.030

아이디어 현실화

.893***

.031

타인과의 학습

.840***

.026

자기점검

.830***

.026

외부탐색

.670***

.037

-

.969***

.026

-

.929***

.027

CR

AVE

.987

.962

.984

.954

.973

.973

.970

.970

혁신적 업무행동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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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타당도를 평가하는 가장 엄격한 방법으로는 두 잠재변인의 AVE 값이 두
변인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 )을 상회하는지 여부, 즉,    이면 판별타
당도가 있다고 본다(배병렬, 2014). 이때, 두 변인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변인 각각의 AVE이 커야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판별타당도를 평
가하기 위한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 및 AVE는 <표 Ⅳ-6>과 같다.
<표 Ⅳ-6> 측정모형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 및 AVE
잠재변인 간 상관

AVE

1

2

3

1. 혁신적 업무행동

.962

1

2. 무형식학습

.954

.857

1

3. 창의적 자기효능감

.973

.837

.783

1

4. 내재적 동기

.970

.800

.713

.779

4

1

이를 바탕으로 개념들 간의 판별타당도에 대해 평가한 결과 측정모형의 잠
재변인인 혁신적 업무행동,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의 모
든 관계에 대해서 판별타당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7> 참조).
<표 Ⅳ-7> 측정모형의 잠재변인 간 판별타당도 검증
구분
1

AVE

2

무형식학습

↔

혁신적 업무행동

무형식학습

↔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자기효능감

↔

내재적 동기

혁신적 업무행동

↔

창의적 자기효능감

혁신적 업무행동

↔

내재적 동기

무형식학습

↔

내재적 동기

1

.954

2

.962

1

.954

2

.974

1

.973

2

.970

1

.962

2

.973

1

.962

2

.970

1

.954

2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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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타당도
검증

.734

존재

.613

존재

.607

존재

.701

존재

.640

존재

.508

존재

3. 가설모형 분석 및 최종구조모형 선정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가설모형 분석 및 최종구조모형을 선정하고 가설 1을 검증하였다.

가설 1.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및 내
재적 동기의 구조적 모형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이론적 가설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적합도는 각각  통계량은 58.591,
  , CMIN/DF은 3.662로 나타나 두 적합도 지수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주요한 적합도 지수인 GFI가 .959, CFI가 .978, TLI가
.961, RMSEA가 .089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구조모형을 분석하기
에 대체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Ⅳ-8> 참조).
<표 Ⅳ-8> 가설모형의 적합도 검증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가설모형의 적합도

해석

  (CMIN)

  

  

부적합

CMIN/DF

 

3.662

부적합

GFI

 

.959

적합

AGFI

 

.907

적합

RMSEA

 

.089

적합

NFI

 

.970

적합

RFI

 

.947

적합

IFI

 

.978

적합

TLI

 

.961

적합

CFI

 

.978

적합

PRATIO

 

.571

적합

PNFI

 

.554

적합

PCFI

 

.559

적합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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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다중상관자승(   , SMC)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중상관자승은 가
설적 모형에 포함된 내생변수가 외생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양을 의미
한다. 따라서   값이 클수록 모형이 잘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배병렬,
2014).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대한 다중상관자승 값을 검토한 결과 창의
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 혁신적 업무행동은 각각 .613, .629, .829로
외생변수가 내생변수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9> 참조).
<표 Ⅳ-9> 가설모형 내 내생잠재변수의 다중상관자승 분석
다중상관자승 (   , SMC)
창의적 자기효능감

.613

내재적 동기

.629

혁신적 업무행동

.829

외생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을 분석한 결과, 혁신적 업무행동은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에 의해 약 82.9%, 내재적 동기는 무형식학
습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에 의해 62.9%,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무형식학습에
의해 61.3%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형식학습은 외생잠재변인으로 다
중상관자승이 분석되지 않았다.
모형 수정은 잘 적합된 것으로 나타난 모형을 좀 더 개선시키고자 하는 경
우 또는 가설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게 나타난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잘 적
합된 모형을 개선하는 것은 다른 표본에서 재현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
에 첫 번째 관점에서 모형을 수정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배병렬, 2014).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

결과

및

AMOS에서

제공하는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ices: M.I.)를 참고하여 모형 수정여부를 판단하였다. 수
정지수는 특정 고정모수가 자유모수가 되는 경우 모형의 전반적인   값의
개선을 의미하는 지수로, 하나의 고정모수를 자유모수로 바꿨을 때   값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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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MIN)과
CMIN/DF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MIN
의 경우에는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값은 커지며, 그 결과로 유의한 결과
(부적합)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CMIN이 적합하지 않더라도
다른 적합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CMIN/DF
또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대한 경우에는 5이하인 경우 적합
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모형 적합도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엄격한 기준인 10 이상으로 설정하여
도출된 M.I.에서 또한 크게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별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
였고, 이에 본 연구의 가설모형을 최종구조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의
최종 구조모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그림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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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최종 구조모형 분석 결과
주1) 지표변인이므로 통계적인 검증이 불가
주2) ‘(1-신뢰도)관찰변수의 분산‘으로 계산하였음
주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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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의 인과적 관계
가. 혁신적 업무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 분석
최종적으로 확정된 구조모형을 바탕으로 가설 2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Ⅳ-10> 참조). 가설 2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는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해 직접
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
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중소기업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는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
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Ⅳ-10> 구조모형의 잠재변인 간 인과관계 분석
구분





S.E.

C.R.



무형식학습

→

창의적 자기효능감

1.000

.783

.084

11.891

***

무형식학습

→

내재적 동기

.334

.267

.106

3.163

.002

창의적 자기효능감

→

내재적 동기

.557

.567

.078

7.133

***

창의적 자기효능감

→

혁신적 업무행동

.290

.286

.073

3.978

***

무형식학습

→

혁신적 업무행동

.585

.452

.096

6.106

***

내재적 동기

→

혁신적 업무행동

.262

.254

.066

3.990

***

주1) ***  

<표 Ⅳ-10>에서

와

는 모두 경로계수인데,

는 비표준화계수로 다중회

귀분석에서의 회귀계수와 동일하며 표본들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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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 표본에 대해 가설을 검증하기 때문에 표본 내에서
의 효과크기 비교가 용이한 표준화계수를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의 표
준화 계수는 모두 동일한 분산을 가져 최대 1.00의 값을 가지며, 회귀분석의
처럼 효과크기(effect size)를 의미한다. 따라서 값이 크다는 것은 인과관
계에 있어서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가설을 검증하고 각 변인의 효과크기를 비교하는데 있어 구조방정식의
표준화 계수를 사용하였다.
구조모형에서 무형식학습이 혁신적 업무행동(  ,   )과 창의적
자기효능감(  ,   ), 내재적 동기(  ,   )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혁신적 업무행동
(  ,   )과 내재적 동기(  ,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재적 동기가 혁신적 업무행동(  ,   )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인과적 관계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종 구조모형의 비표준화 경로계수(  ), 표준화 경로계수
() 및 표준오차, C.R.(critical ratio)를 산출하였다(<표 Ⅳ-11> 참조).
<표 Ⅳ-11>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인과적 관계



구분
무형식학습

→

혁신적 업무행동

.585



S.E.

C.R.



.452

.096

6.106

***

주1) ***  

가설 2-1.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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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표준화계수는 .452
(    ,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2-1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 수준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인과적 관계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종 구조모형의 비표준화 경로계수(  ), 표준화 경로
계수() 및 표준오차, C.R.(critical ratio)를 산출하였다. (<표 Ⅳ-12> 참조).
<표 Ⅳ-12>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인과적 관계



구분
창의적 자기효능감

→

혁신적 업무행동

.290



S.E.

C.R.



.286

.073

3.978

***

주1) ***  

가설 2-2.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표준화계수
는 .286(    ,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2-2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의
적 자기효능감 수준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내재적 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인과적 관계
중소기업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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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위하여 최종 구조모형의 비표준화 경로계수(  ), 표준화 경로계수
() 및 표준오차, C.R.(critical ratio)를 산출하였다. (<표 Ⅳ-13> 참조).
<표 Ⅳ-13>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인과적 관계



구분
내재적 동기

→

혁신적 업무행동

.262



S.E.

C.R.



.254

.066

3.990

***

주1) ***  

가설 2-3.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내내적 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표준화계수는
.254(    ,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가설 2-3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의 수준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나. 매개효과 분석
최종적으로 확정된 구조모형을 바탕으로 가설 3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
모형의 간접효과 분석 및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시행하였다. 가설 3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에서 창
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3-1.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혁신적 업무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내재적 동기를 매개로 혁신적
업무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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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3.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
기를 매개로 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에 대한 검증은 AMOS를 활용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존에 빈번하게 사용되던 Baron과 Kenny(1986)과
Sobel(1982)의 매개효과 분석방법은 연구모형에서의 측정오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보다 복잡한 모형에서의 매개모형 검증에 한계를 갖고 있다(허원무,
2013). 특히 Sobel 검증의 경우 표본분포가 정규분포를 하고 있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나, 부트스트랩 방법은 표본의 반복적인 재표본 추출에 기반을
두고 있어 표본추출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
하는 경우에 더욱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이 다변량정규성 가정
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에 대한 통
계적 검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병렬(2014)가 제안한 방식을 활용하여 무형식학습과 혁신
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에 대한 병렬다중
매개 모형 및 무형식 학습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 혁신적 업
무행동으로 이어지는 연속다중매개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모형
에 대해 가상의 변수로서 모형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팬텀
변인을 사용하여 총 간접효과(total indirect effect)에서 특정간접효과
(specific indirect effect)를 분리해 분석하고, 부트스트랩 방법을 통한 간
접효과의 통계적 검증을 시행하였다.
팬텀변인을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은 구조모형의 각 경로에 대해 곱의 형태
로 된 간접효과를 하나의 단일계수로 취급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
해 구조모형의 모든 경로를 제한한 후 매개경로에 대한 경로를 하나의 단일
계수로 표현된 팬텀변인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표시하였다([그림 Ⅳ-3] 참조).
‘무형식학습’→‘창의적 자기효능감’→‘혁신적 업무행동’은 ‘p1’→’p2’의 팬텀
변인으로 표현되어 있고, ‘무형식학습’→‘내재적 동기‘→’혁신적 업무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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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p4’의 팬텀변인으로 표현되며, ‘무형식학습’→‘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혁신적 업무행동’은 ‘p5’→’p6’→’p7’으로 표현되어 있다.
즉, 무형식학습이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
는 간접효과는 p2의 계수, 무형식학습이 내재적 동기를 매개로 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p4의 계수, 무형식학습이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를 이중매개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p7의 계
수에 해당된다.

[그림 Ⅳ-3] 팬텀변인을 사용한 매개효과 분석모형

1)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최종 구조모형에서의 간접효과 추정치, 부트스트랩 표준오
차, 유의확률 값을 산출하였다(<표 Ⅳ-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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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경로 구분
IFL

→

CSE

→

IWB

간접효과추정치

표준오차

유의확률

.290

.090

.011

주1) IFL: 무형식학습, CSE: 창의적 자기효능감, IWB: 혁신적 업무행동
주2) 간접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비표준화계수(  )임

가설 3-1.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혁신적 업
무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이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90이고 유의확률은 .011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효과에 대한 간접효과의
비율은 약 33.1%로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이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혁신적
업무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한 가설 3-1을 채택
하였다.

2)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최종 구조모형에서의 간접효과 추정치, 부트스트랩 표준오차, 유의확률 값을
산출하였다(<표 Ⅳ-15> 참조).
<표 Ⅳ-15>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 분석
경로 구분
IFL

→

IM

→

IWB

간접효과추정치

표준오차

유의확률

.088

.039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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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2.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내재적 동기를 매개로 혁신적 업무행동
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이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88이고 유의확률은 .002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
식학습이 내재적 동기를 매개로 혁신적 업무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 가정한 가설 3-2을 채택하였다.

3)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
재적 동기의 이중매개효과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
기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최종 구조모형에서의 간접효과 추정치,
부트스트랩 표준오차, 유의확률 값을 산출하였다(<표 Ⅳ-16> 참조).
<표 Ⅳ-16>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이중매개효과 분석
경로 구분
IFL

→

CSE

→

IM

→

IWB

간접효과추정치

표준오차

유의확률

.146

.057

.003

주1) IFL: 무형식학습, CSE: 창의적 자기효능감, IM: 내재적 동기, IWB: 혁신적 업무행동
주2) 간접효과에 대한 추정치는 비표준화계수(  )임

가설 3-3.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를 매
개로 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이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를 매
개로 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46이고 유의확률은
.003으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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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이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를 매개
로 혁신적 업무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한 가설
3-3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가 갖는 단순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정리하면 <표 Ⅳ-17>과 같다.
<표 Ⅳ-17> 팬텀변인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직접효과
경로 구분

창의적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IFL → CSE
CSE → IWB
IFL → CSE → IWB

IFL →
내재적동기
매개효과
IFL →

IM

→ IWB

IM

→ IWB

IFL → CSE
CSE →

이중매개

IFL → CSE →

IFL

→

IM

C.R.









1.000

11.891***

-

-

-

-

.290

3.978***

-

-

-

-

-

.290

.011

-

-

.334

3.163**

-

-

-

-

.262

.066***

-

-

-

-

-

-

.088

.002

-

-

1.000

11.891***

-

-

-

-

.557

7.133***

-

-

-

-

.066***

-

-

-

-

-

.146

.003

-

-

6.106***

.524

.002

1.108

.003

IM

→ IWB

.262

IM

→ IWB

-

IWB

총 효과



-

IM

간접효과

.585

주1) IFL: 무형식 학습, CSE: 창의적 자기효능감, IM: 내재적 동기, IWB: 혁신적 업무행동
주2) ***   , **  

무형식학습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585로 나타
났으며,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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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동기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088이며, 창의적 자
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를 이중매개 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146으
로 총 간접효과는 .524로 나타났다. 그 결과 무형식학습이 혁신적 업무행동
이 미치는 영향의 총 효과는 무형식학습의 직접효과 .585에 총 간접효과
.524의 합인 1.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
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가 각각 매개효과를 지님과 동
시에 두 변인 모두를 매개하는 이중매개효과를 지님을 의미한다.
특히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병렬적인 매개효과는 각각 .290,
.088로 수치상으로는 비교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간접효과
의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배병렬(2014)에 따라 팬텀변인을 사
용한 매개효과 분석 모형에서 p2와 p4 사이에 경로를 설정한 후 –1의 경로
계수를 고정값으로 입력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두 간
접효과의 차이인 .202는 부트스트랩 유의확률 .069로 나타나 유의수준 .05
에서 두 간접효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이중매개효과와 각각의 단일 매개효과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중매
개효과와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단일 매개효과의 차이인 .144는 부트스트랩
유의확률 .275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중매개효과와 내재적 동기의 단일 매개효과의 차이인 .058은 부트
스트랩 유의확률 .20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종 구조모형에서 분석된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간접효
과의 크기는 수치상으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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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 Ⅳ-18>과 같다. 최종
구조모형에서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및 내재
적 동기간의 인과적 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가설 1,
가설 2, 가설 3의 모든 연구 가설이 채택되었다.
<표 Ⅳ-18> 연구가설 검증 결과 종합
가설

검증결과

가설 1.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및 내재
적 동기의 구조적 모형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채택

가설 2.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는 혁신적 업무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1.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2.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3. 중소기업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는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
효능감과 내재적 동기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가설 3-1.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혁신적
업무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2.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내재적 동기를 매개로 혁신적 업무행
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3.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를
매개로 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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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가. 연구모형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
효능감, 혁신적 업무행동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무형식학습과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가 혁신적 업무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형식학습은 창의적 자
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를 각각 매개로 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를 이중매개로
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잠재변인들과 관련된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기 전에 연구모형이 해당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적합한가에 대한 검증을 두 단계에 걸쳐 진행하였는
데, 첫 번째는 측정모형에 대한 검증이고 두 번째는 이론적 가설모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측정모형에 대한 검증은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설명하
고 있는지, 관찰변인이 이론적으로 설정된 잠재변인 외에 다른 잠재변인을 설
명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델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혁신적 업무행동,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의 개별
관찰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설모형에 대한 검증은 연구모형이 잠재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타당하
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가설모형의 적합도 분석을 통해 변인들
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전 해당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신
뢰할 수 있는지, 즉, 외생변수가 내생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가설모형의 적합도와 신뢰도는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나, 가설적 이론적 가설모형을 최종 구조모형으로 선정하여 사용하였
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잠재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는 물론 구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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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한 결과가 타당하며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모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전체 모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측정과 이론구축을 동시에 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배병렬,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중소기업 근
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구조모형은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을 구명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수준의 혁신을 촉진하는
필수 선행조건 중의 하나인 혁신적 업무행동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HRD
측면에서 구명하였다. 즉, 무형식학습과 개인의 동기요인으로의 창의적 자
기효능감 및 내재적동기와 중소기업 근로자 개인 업무행동의 인과관계에
대한 모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동기요인이 행동 변화에 주요한 선행 변인임을 감안할 때, 학습이 개인의
동기요인의 수준을 높이고, 높아진 동기요인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
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최근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에서 핵심적인 요소
로 강조되고 있는 혁신적 업무행동이 원활히 일어나기 위해서 HRD의 개입
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입을 통해 높아진 무형식학습 수준이 개인의 창의적
성과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인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일 자체에서 얻는 즐거
움에서 비롯되는 내재적 동기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Scott와 Bruce(1994), 김일천 외(2004)와 같은 선행연구들에서는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관계만을 밝힌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무형식학습이 개인의 동기요인 수준을 높여 행동을 유
발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및 내재적동기
의 인과적 관계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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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최종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 결
과 무형식학습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무형식학습을 통해 형성된 지식이 행동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구명한 Kehrhahn과 Bell(2003)의 연구를 지지
하는 결과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조직이나 CoP가 혁신적 업무행동에
갖는 영향력을 검증한 권중생과 노수근(2014), 이홍재와 한수영(2013)의 연
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무형식학습의 결과로 형성된 다양한 형태의 지식
이 개인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무형식학습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혁신적 업무행동에 요구되는 지식을 무형식학습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Loewenberger(2013)는 창의성과 같은 요소는
개인 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교육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보는 실제적인 도전이나 기회에서 의욕
이나 내재적 동기와 같은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 기술에 대한 학습은 조직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통해 한 그룹에서 다
른 그룹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선행 연
구를 지지함과 동시에 혁신적 업무행동에 요구되는 지식은 물론 창의성이나
혁신성이 향상되는 방식은 다분히 무형식적인 측면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특히 무형식학습은 창의적 자기효능감이나 내재적 동기에 비해 혁신적 업
무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인 수준의 혁신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무형식학습과 혁
신적 업무행동 간의 강한 인과적 관계는 중소기업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조직의 혁신이 중요해짐에 따라 조직 수준의 혁신을 촉진하는 개
인 수준의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혁신적 업무행동은 조
직구성원 개인의 자발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조직이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 결과는 조직이 근로자의 무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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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
가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요인으로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고,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창의적 자
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 모두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창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바 있다(장징 외, 2015; Tierney & Farmer, 2002). 혁신
적 업무행동은 새로운 것에 초점을 맞춘 창의성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큰 틀에서 혁신적
업무행동은 창의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관계로 유추했을
때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본 연구결과
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Bandura(1986)은 인지된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 행동변화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유사한 개념으로 업무수행결과가 자신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내적통제위치 또한 혁신적 업무행동의 개인 특성의 선행변
인 중 하나이다(최일천 외, 2004). 이러한 이론적 근거는 행동의 결과에 대
한 믿음이 개인의 행동 변화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짐을 의미하며, 이는 창의
적 자기효능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업무를 창
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인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
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업무상의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혁신
적 업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결과
가 이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내재적 동기와 혁신적 업무행동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Amabile(1985)의 연구에 따라 개인의 문제해결 방식에 있어 새로운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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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안하거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을 탐색하는데 내
재적 동기가 효과적일 것이라 설정한 가정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는 과업을 수행하는 행위 자체로 인한 즐거움과 성취감에서 비롯되는 내재적
동기가 개인의 창의적인 성과, 혁신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 주장한 최석봉과
양필석(2011)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특히, 내재적 동기를 가진 구성원은 스
스로 자율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이는 혁신적 업무행동을 촉진
한다고 한 Amabile et al.(1996), Loewenberger(2013) 등의 연구결과 또
한 지지하였다.
내재적 동기와 창의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결과는 비록 무형식학습 변
인과 비교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
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두 변인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며 행동을 유발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혁신적 업무행동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
재적 동기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은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매
개로 혁신적 업무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내재적 동기
를 매개로 혁신적 업무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창의적 자기
효능감과 내재적 동기를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
다. 연구 결과, 무형식학습은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를 각각 매
개로 하여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무형식학습은 창의적 자기효능감
과 내재적 동기를 이중매개로 혁신적 업무행동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Bandura(1997)가 언급한 것과 같이 지식과 행
동의 관계를 자기효능감과 같은 자기관련 사고가 매개를 하고 있다는 이론
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며, 무형식학습을 통해 개인의 동기화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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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과적으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상황에서 혁신적 업무행동이 원활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형식적으로 이루
어지는 학습을 촉진하여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와 같은 개인의
동기 수준을 높여야 함을 의미한다.
최종 구조모형을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는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간접효과 간의 크기에는 수치적으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
한 각 매개효과의 총 효과에 대한 비율의 경우,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약
33.1%이며, 내재적 동기는 약 13.1%,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의
이중매개 효과는 약 20.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간접효
과 크기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 세 간접효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치적으로 나타난 결과의 차이
는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무형식학습이 미치는 영향의 총 효과에 대
한 간접효과의 비율은 약 47.2%로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촉진함에 있어 무형식학습이 다른 변
인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영향을 미치지만, 창의적 자기효능감이나 내재적
동기와 같은 개인의 동기요인의 간접효과의 총 크기 또한 그와 유사함을 의
미한다. 즉, 중소기업 HRD 현장에서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촉진하고
자 무형식학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학습이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하
는 개인의 동기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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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창의
적 자기효능감 및 내재적 동기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으며, 구체
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의 구조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이 변인 간 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중소기업 근
로자의 혁신적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및 내재적 동기간
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
형식학습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가 나타내는 매개효과
를 검증한다. 넷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
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가 나타내는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및 내재적 동기의 구조적인 모형을 설정하였다.
조사도구로는 혁신적 업무행동 척도(Janssen, 2000), 무형식학습 척도
(Choi, 2009), 창의적 자기효능감 척도(Caremeli & Schaubroeck, 2007),
내재적 동기 척도(Tierney et al., 1999)가 사용되었다. 도구의 내용타당도
와 안면타당도를 산업교육 박사학위 소지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증받았다. 예비조사 결과를 활용해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시
행해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연구대상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이나 그 수를 정확
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표집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중소기업현황정보시
스템에 등록된 중소기업을 목표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진행되었다. 총 26개 중소기업의 344명
(회수율 86.0%)의 근로자가 설문에 응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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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치 응답 등을 제외하고 334부(유효자료율: 97.1%)를 최종적으로 분석
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Windows SPSS 23.0rhk AMOS 23.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링 방법을 사용하
였다.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에 대
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고, 관찰변인이 요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
정하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 표준화적재치, 개념신뢰도(  ), 평
균분산추출(  ),등의 값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적합하며 요인
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설모형에 대한 적합도 및 요인
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가설모형을 최종 구조모형으로 선정하고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
감 및 내재적 동기에 대한 구조적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나 변인 간의 구조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에는 무형식학습(  )과 창의
적 자기효능감(  ), 내재적 동기(  )가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행동의 관계에서 창의
적 자기효능감은 간접적인 정적 영향(    )을 보이고 있었으며, 내재적
동기 또한 유의미한 간접효과(    )를 보였고, 무형식학습과 혁신적 업무
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    )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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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동기의

이중매개효과

2. 결론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
감 및 내재적 동기의 구조적 모형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하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예측
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측정모형에 대한 검증과 가설모형에 대
한 검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가설모형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이 이론구
축에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
적 업무행동과 관련한 행동 이론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적인 직접효
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
식학습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혁신적 업무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
았는데, 그 결과 무형식학습은 다른 변인에 비해 혁신적 업무행동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형식학습이 근로자의 교육·개발에
시간적·재정적 투자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상황에서 혁신적 업무행동을 촉
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가 혁신적 업
무행동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 근로자 개인의 동기요인 중 창의적 성과에 대한 개인의 믿음인 창
의적 자기효능감과 일 자체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관련된 내재적 동기가 혁
신적 업무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혁신적 업무행동
이 역할 외 활동으로 개인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임을 고려
할 때,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가 혁신적 업무행동을 촉진함에 있
어 고려해야할 주요한 개인 심리적 동기요인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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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이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
를 매개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적인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이는 이론적으로도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었으나, 일반적인 동기요
인이 아닌 문제 해결, 창의성 등과 같은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변인
으로 확장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선행연구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은 성인교
육적 관점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혁신적 업무행동이 역
할 외 활동으로 조직이 강제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조직문화, 상사와 부
하직원의 관계 등을 조성함에 있어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가 필
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무형식학습이 창의
적 자기효능감, 내재적 동기를 매개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이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무형식학습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직·간
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무형식학습으로 얻어진 결과물이 개인의 동
기요인의 수준을 높여 혁신적 업무행동의 수행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3.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연구의 대상, 연구의 방법,
연구의 활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연구의 대상 측면
첫째,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제한하였고 목표모집단 내에서
무선표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 상황에서의 혁신적 업무행
동이 수행되는 메커니즘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
장단계,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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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혁신적 업무행동이 촉진되는 양상은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다양하게 나
타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재, 본 연구는 무형식학습을 통해 혁신적 업무행동이 촉진되는 과정을
포괄적인 중소기업 상황에서 조명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산업군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물론 여러 선행연구
에서 이점을 어느 정도 살펴보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이 특정 산업군에 집중
되어 있고, 연구의 관점이 달라 산업별 특징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습이 개인의 동기요인을 매개로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의미가 있을 것
이라고 판단되는 산업군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연구의 방법 측면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이 동기요인을 매개로 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메커니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연
구의 결과로 도출된 구조 모형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혁신적 업무행동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는 대부분 변인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고, 학습이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과
정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량적인 관점에서 중소기
업 근로자의 무형식학습이 동기요인을 매개로 하여 혁신적 업무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한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질적인 접근을 결합할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시사
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무형식학습이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와
같은 동기요인의 수준을 높이고 이것이 혁신적 업무행동으로 이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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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단일 시점의 자기보고식 방법을 활용하였다. 학습
이 개인의 동기 수준을 높이고 행동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은 단일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왜곡과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직적 차원에서 무형식학습이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나 내재적 동기 수준을 높이고 혁신적 업무행동을 촉진하는 과정을 종단적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무형식학습을 측정함에 있어 무형식학습이 개인의
자발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도구를 활용하였다. 무형식학습이 등장한 이래로 형식
학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을 구분
하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이 유지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형식
학습 자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무형식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준에 따른 분
류 등을 통해 학습 유형을 구체화 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의
결과로 도출되는 지식이나 태도의 변화 등을 구분하여 무형식학습이 개인
의 심리적 특성 및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연구 결과의 활용 측면
첫째, 본 연구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형식학습이 급변하는 기업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혁신적 업무행동을 촉
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수립
하는 과정에서 연구 결과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둘째, 종소기업 현장에서 혁신적 업무행동을 촉진함에 있어 무형식학습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혁신적 업무행동이 개인의 자발성에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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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은 개인의 선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
형식학습을 통해 혁신적 업무행동에 요구되는 지식을 학습함과 동시에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의 수준을 높여 보다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형식학습은 일반적인 형식학습보다 학습 전이가 원활
하게 일어나며, 시간적·재정적 비용이 적어 업무부하가 심한 중소기업 현장
에서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현장에서 무형
식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
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의 동기요인이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직 수준에
서의 개입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에서 비록 동기요인
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이러한 결과가 실제로 창의적 자기효능감이나 내재적 동기가 혁신적 업
무행동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지는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 다른 개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만일 후자에 해당될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동기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적 요소를 구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근로자의 경우 그
러한 동기가 행동으로 이어지고 긍정 피드백이 발생해 혁신적 업무행동과 관
련한 중소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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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도 구

문 항 구 성 표

구분

문항수

문항번호

9

Ⅰ-1 ~ Ⅰ-9

아이디어 생성

3

Ⅰ-1 ~ Ⅰ-3

아이디어 홍보

3

Ⅰ-4 ~ Ⅰ-6

아이디어 현실화

3

Ⅰ-7 ~ Ⅰ-9

12

Ⅱ-1 ~ Ⅱ-12

타인과의 학습

4

Ⅱ-1 ~ Ⅱ-4

자기점검

5

Ⅱ-5 ~ Ⅱ-9

외부탐색

3

Ⅱ-10 ~ Ⅱ-12

창의적 자기효능감

8

Ⅲ-1 ~ Ⅲ-8

내재적 동기

5

Ⅳ-1 ~ Ⅳ-5

인구통계학적 변인

6

Ⅴ-1 ~ Ⅴ-6

혁신적 업무행동

무형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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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적 업무행동과 무형식학습,
창의적 자기효능감 및 내재적 동기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전공하고 있는 김현
태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석사학위 논문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자 제작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
구목적을 위한 통계 분석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소속 회사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대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한 자료로써 좋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
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에 사용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는 총 5면이며, 응답하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5~7분입니다. 설문지
에서 제시되는 각각의 질문들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니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
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귀하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김현태
지도교수 김진모 드림
【연구자 연락처】

전화: 02) 880-4841, 010-7329-3258
e-mail: linustory@gmail.com

- 101 -

I. 다음은 혁신적 업무행동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각 영역
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보통

않다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업무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구, 방법 등을 찾으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와 관련해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직장의 핵심인물들을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열렬한 후원자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잘 다듬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작업현장에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실용적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본다.

①

②

③

④

⑤

- 102 -

II. 다음은 무형식 학습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보통

않다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특정 업무 상황과 관련하여 상사와
비공식적인 토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휴식시간 또는 일과 후에 동료들과
업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어려운 업무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는 지를 관찰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과거의 어려운
업무 상황을 처리했던 나의 경험을 되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스스로의 시행착오를 통해 어려운 업무
상황을 해결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8

나는 어려운 업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
교육훈련 프로그램(집합교육 등)에서 배운 것을
되돌아본다.
나는 어려운 업무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업무 매뉴얼(또는 사내 작업
지침서) 등을 참조한다.

9

나는 어려운 업무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컨퍼런스 또는 세미나에 참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업무정보 및 지식습득을 위해 전문잡지
또는 관련 서적을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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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음은 창의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
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보통

않다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세운 목표의 대부분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어려운 업무에 직면했을 때 창의적으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일반적으로 나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하는 창의적 노력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많은 도전을 창의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양한 과업을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업무를 더욱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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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다음은 내재적 동기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으신 각 영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보통

않다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직무상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직무상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즐거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분석적 사고에 몰입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직무상 기존의 프로세스나 제품을
개선시키는 것을 즐거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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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로
만 사용됩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 및 숫자를 기입해주
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2. 귀하의 연령은?

① 남자

(만)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② 여자

세

③ 대졸이상

④ 석사이상

⑤ 박사이상

4.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일은?
① 기획·총무
② 인사·교육
③ 재무·회계 ④ 구매·자재
⑤ 영업·마케팅 ⑥ 연구개발
⑦ 생산
⑧ 기술
⑩ 안전·환경
⑪ 서비스·고객관리
⑫ 기타(직접 작성:

⑨ 관리
)

5. 귀하가 소속된
① 금융업
⑤ 건설업
⑨ 기계

)

회사의 업종은
② 서비스
⑥ 유통/운송
⑩ IT

6. 귀하의 직급은?
① 사원
② 대리

③ 통신
④ 전기/전자
⑦ 섬유/의류
⑧ 석유/화학
⑪ 기타(직접 작성:

③ 과장

7. 귀하께서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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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차장

⑤ 부장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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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usal Relationship among Innovative Work Behavior,
Informal Learning, Creative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y Hyuntae Kim
Thesis for Master of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6
Major Advisor: Jin-mo Kim,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causal relationship
among

innovative

work

behavior,

informal

learning,

creative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pecific objectives to accomplish the
research goal were as follows: First, to identify the fit indices of
hypothetical structural model of innovative work behavior, informal
learning, creative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econd, to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innovative work behavior, informal
learning, creative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ird, to identify the
mediation effect of creative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between innovative work behavior and informal learning.
The

population

for

this

study

- 108 -

was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Korea. However, due to the difficulty
of counting all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is study was restricted to the target population as workers of
companies listed by the Status information System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The

data

were

collected

by

the

KSDC(Korea Social Science Data Center) and questionnaires. After
screening the data, 334 reponse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using the SPSS Statistics 23.0
and AMOS 23.0. An alpha level of 5% was established prior for
determining significance. Bo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o estimate parameters of proposed
research model,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use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fit indices of
hypothetical structural model of innovative work behavior, informal
learning, creative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ere s suitably identified;
Second, on innovative work behavior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formal learning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

creative

self-efficacy

also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 and intrinsic motiv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 Third, informal learning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innovative work behavior
with the single mediation effect of creative self-efficacy(    )
and intrinsic motivation(    ), and with dual mediation effect
of creative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
Based on the study,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 109 -

among

innovative

work

behavior, informal learning, creative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of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as
suitable to empirical analysis on research variables. Consequestly,
structural model of this study can be developed to theory about
innovative work behavior.
Second, informal learning of workers in SMEs had a positive
direct effect on innovative work behavior. Especially considering
informal learning had an effect size larger than other variables,
informal learning can be a practical and effective way to improve
standard of innovative work behavior of workers in SMEs.
Third, creative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of workers
in SMEs had a positive direct effect on innovative work behavior.
Considering innovative work behavior is an extra-role behavior,
creative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are major factors for
lifting the level of innovative work behavior.
Forth, informal learning had a indirect effect

on innovative

work behavior with single and dual mediation effect of creative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this result shows informal
learning

has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innovative

work

behavior and can improve the level of innovative work behavior
in various paths.

Key words :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Innovative
work behavior, Informal learning, Creative self-efficacy,
Intrinsic motivation
Student number : 2014-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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