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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조직학습 및 고용안정성의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년

임 한 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을 측정하고, 대기

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조직학습 및 고용안정성의 관계를 구

명하는데 있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을 

측정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둘째, 대기업 근로자

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의 관계를 구명하였다. 셋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

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관계에서의 조직학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넷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관계에서 고용안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사도구는 혁신행동, 임파워링리더십, 조직학습, 고용안정성, 그리고 인구통

계학적 특성으로 총 60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한 달 동안 우편조사 

및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설문은 총 310부를 배포하여 272부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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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였고(회수율 87%), 이 중에서 무응답, 중복응답, 불성실응답 자료, 그리고 

이상치 자료를 제외하여 24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유효응답율 78%).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2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

의수준은 .05를 기준으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t검

증, F검정 및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은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 학력, 직무에 따른 혁신행동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결혼여부, 고용형태, 연령, 근무기

간, 직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대기

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의 관계에서 조직학습은 부분 매

개효과가 있었다. 조직학습의 매개효과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Sobel test

를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 임파워링리더십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자율성부여, 의

사결정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혁신

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사이에서 고용안정성은 조절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기업 근로자

의 혁신행동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점수는 

보통에 근접한 값으로서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이 전체적으로 매우 높

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변화하는 기업환경에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의 수준을 지금보다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

십은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었으며, 조직학습은 매개변수로서 효과가 있었

다. 따라서 상사의 임파워링리더십을 강화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촉진할 수 있고, 조직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혁신행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사이에서 고용

안정성은 조절효과가 있었다. 이를 통해 고용안정성이 혁신행동에 영향력을 미

치는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혁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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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조직의 성과에 정(+)의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은 

보다 높은 수준의 혁신행동이 발현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성이 높은 환경을 구축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근로자 외에 연구의 대상을 다양화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기업 근

로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구명하기 위해 임파워링리더

십, 조직학습 외에도 개인차원, 집단차원, 조직차원의 다른 변인들을 함께 고려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동일 방법 사용의 문제(common method 

variance problem)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사나 주변동료들에 의한 평가 방식

을 사용하고, 심층 면접과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는 첫째, 기업의 HRD 담당자는 조직의 하위집단의 리더가 

임파워링리더십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혁신행동과 임

파워링리더십 사이에서 고용안정성이 조절효과가 있으므로, 기업은 개인이 자신

의 직위에 대해 안전함을 느끼고, 상황통제력을 높게 인식하도록 고용안정성에 

대한 근로자의 주관적 인식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1)

주요어: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임파워링리더십, 조직학습, 고용안정성, 

임파워먼트, 고용불안정성

학 번: 2014-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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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기업은 태생적으로 혁신을 해야 하는 조직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시장의 검증

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Drucker, 1985). 20세기를 주도해 온 생산성(productivity) 중심의 기업경영 

패러다임은 지식과 정보혁명이라는 시대적 상황 앞에 그 한계를 드러냈고(손태

원, 2005) 오늘날 기업은 급격한 기술변화, 짧아진 제품의 수명주기, 글로벌화의 

진행 등 역동적인 환경변화에 맞서 생존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김익택, 

최영희, 손문권, 2011).  21세기 경영의 패러다임은 창조를 통한 혁신경영으로 

변화했으며(Woodman, Sawyer, & Griffin, 1993) 시장에서의 경쟁우위의 창출 

및 생존과 성공을 위해 기업의 혁신 중요성은 더욱 확대 되고 있다(Amabile, 

1997; George, & Zhou, 2001; Hon & Kim, 2009; Oldham & Cummings, 

1996; Scott & Bruce, 1994; Shalley, 1995; Woodman et al., 1995).

한편 Schumpeter(1934)는 조직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요인으로 기

존의 관행과 틀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도를 통해 비연속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이

른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혁신으로 정의하고, 혁신이 조직성과를 설명하는 필

수적인 요인임을 밝혔으며, 박재민 & 이중만(2010)은 대기업 250개, 중소기업 

490개 이상의 총 2,08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행동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력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즉 혁신은 기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

라는 것이다.

그런데 경영학의 그루인 게리하멜(Gary Hamel)은 기업의 혁신과 변화의 성

공을 위해서는 조직을 팀 단위로 세분화하여 운영해야 하며, 팀원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주세영, 2015). Arnold(2000)과 

Zang & Bartol(2010)은 임파워링리더십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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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발하는데 효과적임을 밝혔으며, 임파워링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를 연구

한 최근의 연구에서 차동옥 & 김정식(2011)도 임파워링리더십이 다양한 매개 

및 조절변수들과 상호작용하여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또한 

혁신행동과 영향요인과의 관계에서 조직의 학습과 관련된 변인들이 혁신행동에 

영향력이 큰 변인이었으며(김미숙, 2014), 지식의 창출과 획득, 지식공유는 조

절변인으로써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이건창, 2010).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학습이 임파워링리더십과 혁

신행동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할 것이다.

한편 혁신행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재적 동

기와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1997

년 IMF와 2000년대 후반 국제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경제침체로 고용안정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김태훈 & 김태규, 2013).  그런데 Maslow의 욕구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안정에 대한 욕구인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개인은 고차원

의 욕구인 관계의 욕구나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다. 혁신이‘변화’를 향한 동기부여로 인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 개념(Hage, 

1980; Knight, 1967; Pierce & Delbeg, 1977)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용안정성이 임파워링리더십과 혁신행동 사이를 조절하는 조절변수로서 유의미

한 역할을 하는지 밝힘으로써 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관련하여 고용안정성이 

갖는 의미를 살펴 볼 것이다.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관련 변인과

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오늘날 산업인력의 혁신행동을 보다 잘 설명하고, 이해하

는데 필요한 연구결과를 제공한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대기업 근로자

의 혁신행동을 촉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혁신행동

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필요한 시사점과 조직학습의 효과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사이에서 조절변수로

서 고용안정성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최근 조직의 성과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

고 있는 고용안정성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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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을 알아보고,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조직학습 및 고용안정성의 관계를 구명하

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을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둘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의 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관계에서의 조직학습의 매

개효과를 검증한다.

넷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관계에서 고용안정성의 조

절효과를 검증한다.

3.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1.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은 어떠하며,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및 조직학습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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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1.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의 관계에서 조직

학습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의 관계에서 고용안

정성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4. 용어의 정의

가. 대기업 근로자

근로자란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근로기준

법』 제2조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정신노동 또는 육체노동)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기업이

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경제의 단위체를 말한

다(경제학사전, 2011). 기업의 형태는 기업 규모에 따라 크게 대기업과 중소기

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정신노동 또는 육체노동)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나. 혁신행동

혁신행동(Innovative behavior)은 조직 내에서 개인이 자신의 직무나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도입하여 실행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이지우 등, 2003; Janssen, 2000. 2003: Kanter, 1988; Scott and 

Bruce, 1994; West and Farr, 1990; Woodman, Sawyer & Griffin, 1993). 

본 연구에서 혁신행동이란 개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전의 것을 기반으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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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아이디어를 인식하고, 개발하며 실천하고, 확산 및 전파하는 행동을 강조하는 

개념이며, 김미경(2014)의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임파워링리더십

임파워링리더십은 부하들과 권한을 공유하고 부하들의 내적 동기부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리더의 행위로 정의된다(Srivastava, Bartol & Locke, 

2006).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링리더십을 조직 구성원이 과업수행 시 느끼는 인

지적 요소(의미성, 역량, 자기결정력, 영향력)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증진하기 위

해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Ahearne, Mathieu, & 

Rapp(2005)의 조사도구를 번안하여 임파워링리더십을 측정한 주세영(2015)의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조직학습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학습조직의 대가인 Senge(1990)는 조직학습을 경험

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이를 지식으로 전환하여 조직전체에 공유하고 이

를 조직의 핵심적 목표에 활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 접

어들면서 Vera & Crossan(2004)와 Chiva & Alegre(2005) 등의 학자들은 

조직학습에서 지식의 전파 및 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학습을 

조직이 내·외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직구

성원들의 지식의 창출, 공유, 저장, 활용의 상호작용 과정을 조직학습으로 정의

하였고, 응답자가 조직학습에 대한 송민열(2009)의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고용안정성

고용안정성(job security)이란 근로자가 원하는 한 현재의 일을 직장에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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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Chan, 1958). 본 연구에서는 고용안정성을 개인이 

자신의 고용에 대한 지속성과 통제력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정의하

였으며, 다차원적으로 고용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된 Ashford et 

al.,(1989)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박통희, 김민강(2008)의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

하여 고용안정성을 측정한 최영희(2012)의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되는 모집단은 국내 대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이

기 때문에 대기업 및 산업체 유형에 따라 비율을 할당하여 표집 하는 것이 타당

하나, 기업의 수를 할당하여 자료를 수집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위한 접근이 가능한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통해 표본

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때에는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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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가. 대기업 근로자의 개념

근로자(勤勞者)는 사전적으로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근

로자에 대한 구분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법률에 

근거한 판단기준을 사용한다. 근로자 개념과 관련한 현행법은 근로기준법과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

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정신노동 또는 육체노동)를 제

공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 이는 근로의 형태, 계약의 형식, 신분의 내용 등을 

가리지 않고, 취업의 장소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다(윤운채, 20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

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며 임금 등의 수입이 생활비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으로 해고자나 

실업자도 근로자에 포함됨을 의미한다(윤운채, 2004).

한편 기업(企業)이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

경제의 단위체를 말한다(경제학사전, 2011). 기업의 형태는 기업 규모에 따라 

크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방식은 중소기업법 제 2조에 근거하여 업종별로 상시 종사

자 수와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업종별로 다

소 차이가 있으나 제조업을 기준으로 볼 때, 최대 상시 종사자 수가 300인 미

만, 매출액 200억원 이하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기업이 중소기

업이며 그 이상인 경우를 대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소기

업기본법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할 경우 인원, 자본금, 매출액 등에 

근거한 분류가 업종별로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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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매출액 등의 

일관된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조영아, 2015).

근로자와 기업의 정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대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정신노동 또는 육체노동)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나. 혁신행동의 개념

혁신(Innovation)이란 라틴어 ‘노바(nova)’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새롭

다’는 의미를 지닌 용어이다. 학자들은 저마다 혁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

는데 Tompson(1965)은 혁신을 새로운 아이디어, 프로세스 및 제품과 서비스

를 창조하고 수용하고 실행해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Van de Ven(1986)은 

혁신을 제도적 질서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의한 새

로운 생각의 개발과 수행으로 정의했다. Phillops(1993)은 개인적 차원에서 문

제를 창의적이거나 새롭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개념화하였다. 기업의 관점에서 

Miller(1983)는 혁신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대담하고 광범위한 행동에 개입하

고자 하는 기업의 욕구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혁신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경

영학 및 경제학에서 시작하여 교육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

는데(최영희, 2012), 혁신에 대한 개념을 학자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표 

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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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Tompson(1965)
새로운 아이디어, 프로세스 및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고 수용하고 

실행해가는 것

Knight(1967)

혁신을 조직이나 관련 환경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채택으로 

인식함으로써 존재하고 있는 혁신적인 것들을 채택하여 자가 

인식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

Mohr(1969)

혁신을 조직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여 시장이나 사회로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까지 이르는 전 과정이며, 내부에서 창조된 것이든 외부로부터 

도입된 것이든 간에 특정 조직에서 최초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이를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측면을 강조

Mansfield et al.

(1971)

혁신을 발명이나 창조와 같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

Rogers &

Shoemaker (1971)

조직이나 개인이 다른 조직이나 개인과 비교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먼저 사용하는 것

Pierce & Delbeg

(1977)

새로운 것을 조직 내에서 수용하는 하나의 사회적 프로세스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의 

조직체 내부에 처음으로 적용되어 구성원 및 전체 조직원의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

Downs & Mohr

(1980)
조직혁신은 어떤 조직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정도나 조기성

Hage(1980)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 내·외부 환경의 반응

 Miller(1983)
혁신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대담하고 광범위한 행동에 개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욕구

Drucker(1985) 혁신을 포괄적인 의미로, 목적 지향적이고 조직화된 변화의 추구

Van de Ven

(1986)

제도적 질서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의한 새로운 생각의 개발과 수행

Phillops(1993)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를 창의적이거나 새롭게 해결하려는 것

<표 Ⅱ-1> 혁신의 개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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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혁신에 대한 의미는 학문분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새로

운 것의 개발과 수행’이라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혁신행동이란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인식, 개발, 

실천, 확산하는 활동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새로운 생각의 개발, 전파, 실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혁신행동을 정의하

였다. 

근로자의 혁신행동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Rank, Pace, & Frese, 

2004). 첫째, 혁신의 개발 관점에서 종업원의 창조성으로써 새롭고 유용한 아이

디어의 개발이며 둘째, 혁신의 전파 관점에서 조직 내 의사결정자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제의 전달을 의미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셋째, 혁신의 수행 관점에

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구현하여 조직의 혁신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실행 

행위이다. 이는 혁신행동이 혁신의 개발, 전파, 수행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Zhang & Barton(2010)도 혁신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혁신의 과정으로 문제 확인, 정보수집 및 정리, 아이디어 생성을 제시했는데 이

에 따르면 혁신행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개발하고 전파시키는 행위이

자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혁신행동의 대상은 주로 조직 내 개인 차원에서 정의되고 있는데 이는 혁신행

동의 주체가 조직 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혁승(2008)은 

오늘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할 주체는 조직 내 개인이라고 하였고, Prefferson(1995)도 사

람이야말로 지식정보화시대에서 변화와 혁신의 가장 중요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이라고 하였다. 즉 조직의 혁신에서 중요한 주체는 사람이며 기업의 경우 기업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혁신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업 내 근로자를 혁신의 주체로 보고, 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 11 -

다. 혁신행동 관련 이론

혁신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연구자로서 Havelock(1969)와 Rogers(1983)은 

혁신행동에 대한 학문적 관점을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연구개발 

및 확산(Research development & diffusion), 문제해결자(Problem solever)

의 3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했다. 우선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제품이나 실천방법의 형태로 도입되는 혁신행동이 잠재적인 수용자 집단에서 어

떻게 수용되는지에 초점을 둔다. 즉, 조직 내 구성원들은 혁신의 공급자와 수용

자 집단으로 구분되며 이 관점에서 혁신은 혁신 공급자들의 결정에 의해 발생하

며, 혁신 공급자가 수용자에게 혁신을 소개하는 의사소통 경로가 혁신행동의 성

공여부를 결정한다고 본다. 반면 연구개발 및 확산의 관점을 가진 연구자들은 

혁신의 개발과정에 초점을 둔다. 혁신 수용자의 필요성을 인지한 혁신 창출자는 

혁신을 창출해내게 되는데, 이를 혁신 개발자가 이어 받아 혁신의 개발과정을 

완료하게 되며, 혁신의 결과물은 혁신 수용자에게 전달되고 보급되며 확산의 과

정을 거친다. 이러한 연구개발 및 확산의 관점은 주로 기술적인 혁신에 대한 연

구의 기초가 되며 최근에는 경영학, 사회심리학 등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공

혜란, 2012). 마지막으로 문제해결 관점은 조직의 혁신 수용자 또는 조직 내 개

인이 변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하여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필요한 혁신을 창

출, 개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해결 관점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관점

과 연구개발 및 확산 관점에서 혁신 창출자와 수용자를 구분하였던 것과 달리 

혁신 창출자와 수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혁신 수용자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인식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을 창출하고 적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문제해결 관점은 조직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혁신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학습조직, 조직 변화, 조직 혁신 등과 연계되어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이진주, 1999).

본 연구에서 설명하는 혁신행동은 혁신 창출자와 수용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혁신행동의 주체인 조직 내 개인의 능동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혁

신행동에 관한 문제해결적 관점을 따르고 있다. 이 관점과 관련된 기저 이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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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ck(1979)의 조직화 이론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eick(1979)는 조직화(Organizing) 이론에서 혁신행동은 구성원들에 의해 

창조되는 산물이자 조직의 지속적인 혁신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혁신행동을 설

명하고 있다. 즉, 조직은 조직 내 주체인 조직 구성원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조직

의 환경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조직의 환경이 구성원에 의해 창조되듯, 조직 자

체도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창조된다. 따라서 Weick(1979)는 ‘조직’이라는 

용어보다는 ‘조직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직이란 항상 변화되고 창조되어

지는 과정에 있으며, 조직에 관련된 사람들 간의 관계도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보았다(김동환, 1990). 따라서 근로자의 혁신행동은 구성원들의 적응행동에 의

한 혁신의 연속체이며 혁신의 주체는 조직 내 구성원이고 구성원의 인식변화와 

동의에 의해 혁신행동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박국흠, 2008). 따라서 혁신행

동은 조직에서 발생할 수 없는 필연적인 활동이며 일회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혁신행동은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적응행동의 하

나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계획행동이론에 따르면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 의도는 행

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발휘하려는 개인의 의지와 동기수준을 반영하는 개념으

로, 특정 행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시도하려고 계획하는가를 반영

하는 일종의 동기요소를 의미한다(Hausenblas et al., 1997). 이러한 관점에서 

행동적 속성을 의미하는 혁신행동은 개인 차원에서 개인의 의지와 동기수준과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혁신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도 혁신행동을 하려는 개

인의 의지와 동기수준과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고, 관련변인과 혁신행동과의 관

계를 밝히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라. 혁신행동의 선행연구

혁신행동(Innovative behavior)은 조직 내에서 개인이 자신의 직무나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도입하여 실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이지우 외, 2003; Janssen, 2000. 2003: Kanter, 1988; Scott and 



- 13 -

Bruce, 1994; West and Farr, 1990; Woodman, Sawyer & Griffin, 1993). 

혁신행동에 대한 연구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다양한 접근법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혁신행동의 대상과 분석 수준에 따라 조직차원 혁신과 개인차원 혁신으

로 구분할 수 있다(King, 1990). 조직차원에서 혁신은 조직이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프로그램, 과정 또는 정책 등을 활용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며, 개인차

원의 혁신은 조직 내 개인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과업과 관련된 혁신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 혁신과 구분된다(정진철 & 김성만, 2008). 

그런데 조직차원의 혁신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는 방대하나 조직혁신에 그다

지 도움을 주지 못했으며 조직혁신에 관해 낮은 이해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Meyer & Goes, 1988; Vande Van, 1986; Wolfe, 1994). 

이는 조직 내 혁신의 출발점이자 주체는 개인이자, 혁신이 개인에서 출발하여 

집단, 조직으로 확산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가정할 때, 개인의 혁신은 조직의 혁

신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문선 & 강영순, 2003). 그러므로 

이러한 개인의 혁신행동은 혁신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써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최영희, 2012).

조직 내 개인의 혁신행동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Kanter(1988)는 개인의 혁

신행동을 문제인식과 아이디어 채택 또는 해결안 생성에서 시작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후원자를 찾아서 이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한 지지자를 연합하여 개인의 아

이디어를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공정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고, 

West(1989)는 개인수준의 혁신이 갖는 차원을 과업목표, 과업수행방법, 접촉해

야 할 사람이나 접촉방법에서의 변화, 새로운 기술의 습득으로 설명하였다. 

West(1989)와 West, & Farr(1990)은 구성원이 자신의 과업 또는 소속집단

이나 조직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도입하여 

적용하는 행동으로 혁신행동을 개념화하였다. Damanpour(1991)은 개인수준에

서 혁신행동에 대한 개별구성원의 수용 정도와 실천 정도를 개인의 혁신행동으로 

설명하였고, Scott & Bruce(1994)는 개인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의 유발과 실행을 포함하고 있는 과정으로 혁신행동을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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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동에 관한 국내의 연구에서 송병식 & 강영순(2001)은 혁신행동을 새

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확산하며 실천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문선, 강

영순(2003)은 문제인식 및 아이디어 선택, 개발, 수용, 실천 및 확산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혁신행동을 설명하였고, 김종우, 이지우, 백유성(2007)은 혁신행

동을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개별구성원이 

노력하는 정도로 혁신행동을 보았고 , 김해룡 & 양필석(2008)은 새로운 아이디

어를 창출하고 적용하며 실행에 옮기는 것과 관련되는 행동과정을 혁신행동으로 

설명하였다. 하용규,  최석봉, 김경환, 문계완(2010)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노력하는 정도를 혁신행동으로 

개념화 하였다. 백유성, 최계명, 박진현(2011)은 혁신행동을 새로운 아이디어 

및 해결책의 생석, 그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한 후원을 얻기 위하여 지지자들의 

연합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혁신을 위한 시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개념화 하였

다. 이기은 & 전무경(2011)은 직무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것

을 활용하기 위한 개별구성원의 노력 정도로 혁신행동을 설명하였고 이수원, 이

우원, 김중화(2011)은 문제를 인식하고 아이디어를 창출 및 개발하여 수용, 실

천 및 확산에 이르는 과정을 혁신행동으로 개념화 하였다.

혁신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혁신행동이란 개인이 업무와 관련하

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인식하고, 개발하며 실천하고, 확산 및 전파하는 행동임을 

강조하는 개념이라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차원에서 혁신행동은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하여 진귀하거나 창의적이며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

나 해결안을 도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혁신행동의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Far & Ford(1990)

는 혁신행동의 하위요인으로 자기업무추진과정에서 변화 필요성에 대한 지각, 

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각, 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기효능감, 변화 효용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각,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

는 능력이라는 다섯 가지 하위요인을 이용하여 혁신행동을 측정하고 있다. 반면 

Scott & Bruce(1994)는 혁신 인식과 혁신 실행을 혁신행동의 하위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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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했으며, Janssen(2000)은 아이디어 개발,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실현을 

혁신행동의 하위요인으로 제시했다. Kleysen & Street(2001)은 혁신행동의 주

요한 차원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혁신분야 문헌들 중에서 28개 논문을 고찰하여 

혁신행동을 기회탐색, 출현, 형성적 연구, 실현, 응용의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

분하여 제시하였다(박국흠, 2008).

개인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적인 요소 외에도 상황적 요인이 

있는데, 지난 10여 년간의 혁신행동에 관한 연구는 혁신행동을 촉진하거나 저해

하는 개인적 요소, 상황적 요인과 두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

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Mumford, 2000; West, 1990; 2002; Zhou and 

Shalley, 2003). 즉 혁신행동의 선행연구는 혁신행동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의 관계에 대해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혁신행동의 선행요인을 개인특성과 상황적 특성으로 나누어 메타분석을 실시

한 Hammond et al.(2011)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특성으로는 성격, 교육수준, 

내재적 및 외재적 동기부여수준 자기 유능감이 상황적 특성으로는 자율성, 직무 

복잡성, 창의성, 직무요구, 긍정적 분위기, 상사의 지원, 리더십 등이 주요 선행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들로 개인의 정서지능, 창의성, 성취욕구, 적극성, 문제해결유형, 업무강도, 리

더, 또는 팀 통료들과의 과업수행관계, 경쟁압력, 조직지원 ,조직문화, 조직구조, 

시간압박 등이 제시되었다(박경규, 2012). 

혁신행동의 선행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경향은 혁신행동이 조직 내 개인에게

서 출발하며, 조직 내 개인은 조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 혁신행동의 측정

공혜란(2012)에 따르면 혁신행동 중 혁신행동에 대해 연구한 최근 국내 학술

지 논문과 학위 논문을 고찰한 결과, Scott & Bruce(1994)의 측정도구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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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활용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Janssen(2000)의 측정도구가 많이 사용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ott & Bruce(1994)의 경우 혁신인식과 혁신실행

을 구분하여 혁신행동을 측정했고, Janssen(2000)은 아이디어 개발,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실현으로 혁신행동을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 아이디어 개발은 참

신한 아이디어의 창조 및 개발이라는 점에서 창의적 행동과 더 관련이 높다고 

생각하여, 혁신인식과 혁신실행의 과정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을 강조한 Scott 

& Bruce(1994)의 도구를 기반으로 국내에 실정에 맞게 개발한 도구를 선택하

였다. 또한 대상을 기업 근로자로 하고 있으므로, 조직 내 구성원이되 선행연구

에서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리더십이 직무태도

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신영숙(2007)과 직무의 자율성이 혁신적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권기룡(2009)과 구성원의 직무몰입과 혁신행

동의 관계에서 리더의 코칭행동 조절효과를 연구한 김미경(2014)에서 실증적으

로 검증된 조사도구를 선택하였다. 김미경(2014)의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계수는 .885로 보고되었으며, 리커트 5점 척도이며 총 9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임파워링리더십, 조직학습 및 고용안정성

가. 임파워링리더십

1) 임파워링리더십의 개념

임파워링리더십은 임파워먼트에서 유래되고 있다. 임파워먼트의 사전적 의미

는 ‘공시적으로 파워를 부여하는 것’, ‘어떤 목적 또는 업무에 요구되는 능

력 또는 파워를 부여하는 것’이다. 임파워먼트는 1940년대를 기점으로 정치학

과 사회학의 분야에서 먼저 출발한 개념이며(Vogt & Murrell, 1990), 학자들

마다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Burke(1986)는 임파워먼트를 임파워(empower)와 인에이블(enable)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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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임파워측면에서는 리더가 부하직원들과 권력을 공유하는 상하 관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하들을 임파워먼트시키는 것이며, 인에이블 측면에서는 개인의 

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켜주는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다. Coger & 

Kanungo(1988)는 임파워먼트를 조직구성원들에게 과업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뜻하는 파워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임파워먼트란 조직구성원들의 권

한을 부여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고양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설명하

였다. Thomas & Velthouse(1990)은 임파워먼트를 내적 직무동기를 조직구성

원들에게 부여해주는 과정으로 설명하였으며, Spreitzer(1995)는 조직구성원이 

과업을 수행할 때, 직무에서 느끼는 인지적 요소(의미성, 역량, 자기결정력, 영

향력)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권한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과정으

로 임파워먼트를 정의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임파워먼트는 조직구성원들의 능

력을 고려하여 리더가 가진 권한을 공유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의 범위

를 확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흑인, 여성 등의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정치참여 촉진 등의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주로 정치학 및 사회학에서 진행되었다(Kizilosm, 

1990). 경영학에서는 개인의 성장과 성과창출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리더의 

권한위임과 임파워먼트 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시작되

었으며, 이후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가 점점 더 확대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및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일이 리더가 

업무를 하달할 수 없고 종업원 스스로가 자신의 권한 안에서 빠르게 고객을 응

대하고 만족시켜야만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권한위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도래하였는데(박원우, 1997), 이러한 경쟁 환경의 

변화는 상하간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으로, 조직중심의 업무방식을 직무중심, 

개인중심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임파워먼트가 구성원의 행동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과 연계되었으며, 개개인의 몰입과 혁신을 통한 성과창출

을 촉진하기 위한 임파워링리더십이 임파워먼트 및 리더십 연구의 중요한 분야

로 부각되었다(주세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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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링리더십의 개념과 관련하여 Yukl(1998)은 임파워링리더십을 조직구

성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지원 및 멘토링을 통하여 갈등을 감소시키고 구성

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Srivastava et al(2006)은 리

더가 조직구성원들과 권한을 공유하여 조직구성원들을 내적으로 동기부여 시키

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는데, 임파워먼트와 리더십이 연계된 진행한 다수의 연

구에서는 임파워먼트의 핵심을 임파워먼트를 시행하는 주체인 리더에 두고 있

다. Bennis & Nanus(1985)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효과가 임파워먼트라고 

하였고, Yukl(2002)는 리더십과 임파워먼트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

다. Bandura(1991)는 임파워먼트와 리더십의 관계에서 Thomas & 

Velthouse(1990)가 제시한 임파워먼트의 결정요소 중 자기효능감, 역량에 대

한 정서적 지원, 용기를 주는 언행, 긍정적 설득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

했다. Spreitzer(1996)도 조직구성원의 임파워먼트 인식에 리더의 행동이 영향

을 준다고 밝혔다. 이처럼 임파워먼트와 리더십을 연계하여 임파워링리더십에 

관한 연구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으며, 임파워링리더십과 다른 변인 간의 영

향관계 및 임파워링리더십의 효과에 대해 밝히는 연구들이 여러 학문 영역에서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임파워링리더십을 설명하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리더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두 번째 관점은 리더를 통해 임파워먼트가 

된 구성원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그들의 동기부여적인 심리상

태에 관심이 있다(Conger & Kanungo, 1988; Thoms & Velthouse, 1990; 

Sreitzer, 1995; Kirkman & Rosem, 1997, 1999; 김영수 2012). 첫 번째, 

리더의 행위에 초점을 둔 관점에서는 임파워먼트에 있어서 리더의 행위와 역할

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면서, 임파워먼트의 성공여부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

다고 하였다(Bennis & Twonsend, 1997; Druskat & Wheeler, 2003; 

Judge, Piccolo & Ilies, 2004). 두 번째, 임파워먼트에 대한 구성원의 동기부

여적인 심리상태에 초점을 둔 관점에서는 임파워링리더십이 구성원들과 권한을 

공유함으로써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부여의 수준을 높이는 리더의 행위라고 설명

하고 있다(Srivastava, Bartol & Locke, 2006). Zhang & Bartol(2010)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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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학자 내용

리더의 행위에 

초점을 둔 관점

Bennis & 

Twonsend(1997) 임파워먼트에 있어서 리더의 행위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면서, 

임파워먼트의 성공여부는 리더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함

Druskat & 

Wheeler(2003)

Judge, Piccolo & 

Ilies(2004)

임파워먼트 된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에 

초점을 둔 관점

Conger & 

Kanungo(1988)   
리더를 통해 임파워먼트가 된 구성원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그들의 동기부여적인 심리상태에 대해 

연구함

Thoms & 

Velthouse(1990)

Sreitzer(1995)

Kirkman & Rosem

(1997, 1999)

Srivastava, Bartol & 

Locke(2006)

임파워링리더십을 조직구성원들과 권한을 

공유함으로써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부여의 수준을 높이는 리더의 행위로 

설명함

<표 Ⅱ-2> 임파워링리더십에 대한 두 가지 관점 

파워링리더십이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임파워

먼트는 구성원들의 내재적 동기부여와 창의적 과정 몰입(creative process 

engagement)에 영향을 미쳐서 구성원의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

을 밝혔다. 이상을 종합하여 임파워링리더십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Ⅱ-2>와 같다.

이상을 종합하여 임파워링리더십의 개념을 정리하면, 조직의 임파워먼트를 활

성시키는 리더십을 임파워링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링

리더십을 조직 구성원이 과업수행 시 느끼는 인지적 요소(의미성, 역량, 자기결

정력, 영향력)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증진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측정하여 임파워링리더십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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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파워링리더십 관련 이론

Craig & Henry(2000)은 임파워링리더십의 이론적 배경으로 행동적 자율운

영(Behavioral Self-Management), 사회적 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인지적 행동조정(Cognitive Behavior Modification), 참여적 목표설

정(Participative Goal Setting)의 네 가지 이론을 제시했다.

행동적 자율운영이론(Thorenson & Mahoney, 1974)은 조직 내 구성원의 

자율적인 운영권한이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Wageman(2001)은 팀 구성 및 업무 방식 설정, 팀 구성원에 대한 지원 및 친

밀한 코칭에 있어서 팀의 자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시

하였으며, 팀 리더는 팀 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자율성을 부여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인지이론(Bandura, 1986)은 개인, 환경, 행동이 상호작용 한다는 이

론이다. 사회적 인지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주변 환경에 영

향을 끼치고, 주변 환경 또한 개인과 개인의 행동에 상호 적으로 영향을 준다. 

사회적 인지이론에 따르면 리더는 임파워링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구성원에 대

한 임파워먼트를 촉진하게 되며, 이것은 일종의 환경적 작용으로서 개인에게 작

용하며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인지적 행동이론(Meichenbaum, 1977)은 조직 구성원들이 인지된 것들을 개

념화하여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이론이다. 인지적 행동이론에 비추어 보면, 리더에게 권한을 위임받고 

자율성을 부여받은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자율성 뿐 아니라 

책임감을 인지하며, 이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이전과 다르게 이해하고, 이에 맞

추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목표설정 이론은 1960년대 중반부터 Locke에 의해 전개되었으며,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개인이 의식적으로 얻으려고 

설정한 목표가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구체적이고 난이도가 있는 목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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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성과를 이끈다는 동기이론이다. Locke & Latham(1990)은 참여적 목

표설정 이론을 설명하면서 조직 구성원들의 임파워링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구

성원들의 참여 하에 지속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를 통해서 조직구성원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임파워링리더십을 통하여 임파워먼트 된 조직구성원들은 보다 강한 동기

를 부여받게 되고, 이에 따라 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3) 임파워링리더십의 측정

임파워링리더십의 측정과 관련하여 일관된 측정도구에 의한 실증연구는 이루

어지고 있지 않지만 임파워먼트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영향을 주는 다양

한 요인(조직 요인, 상사스타일, 보상시스템, 직무특성 등) 중 하나로 임파워링

리더십을 간주해 왔다(Congor & Kanungo, 1988; Spreizer, 1995; Thomas 

& Velthouse, 1990). 따라서 임파워링리더십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은 학자들마

다 조금씩 다르게 제시되고 있으며 측정도구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임파

워먼트와 구분되는 임파워링리더십의 개념을 적용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

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라는 점에서 각 도구들은 의의가 있다. 

임파워링리더십의 구성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Arnold 

et al.(2000)과 Konczak et al.(2000)이 있다. 이들은 리더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조직 구성원들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의 행위 및 역할 

뿐 아니라, 임파워먼트리더십의 하위차원을 임파워링리더십 측정지표

(empowering leadership questionnaire: ELQ)와 임파워링 리더행위

(empowering leadr behavior: ELB)로 정립하였다(주세영, 2015).

Arnold et al.(2000)은 임파워먼트 된 팀의 리더십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임파워링리더십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의 구성개념은 솔선수범

(leading by example), 코칭(coaching), 참여적 의사결정(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정보제공(information), 팀원에 대한 관심표출(sh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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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Arnold는 철저하게 인터뷰 중심의 연

구를 수행하여, 조직의 리더와 팀원들에게 배분하여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다섯 

가지 요인을 도출하여 각 요인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Konczak et al.(2000)은 임파워링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임파워링리더 행

위를 측정하는 ELB(empowering leader behavior)를 개발하였는데, 이 도구는 

권한위임(delegation of authority), 책임부여(accountability), 자율적 의사결정 

권장(encouragement of self-directed decision),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역량개발(skill development), 혁신적인 성과를 위한 코칭(coaching 

for innovative performance)의 6가지의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이재원 & 김현정(2005)이 Konczak et al.(2000)의 도구를 바탕

으로 임파워링 리더행위의 하위차원인 단일 구성 요인이 의미 있는 공헌을 한다

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반면 임파워링 리더행위라는 단윌차원의 구성개념은 

탁월한 예측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링리더십과 혁신행동

의 관계를 연구한 주세영(2015)은   Ahearne, Mathieu, & Rapp(2005)의 조

사도구를 번안하여 임파워링리더십을 측정하였으며, 주세영(2015)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ɑ 계수는 .901이었다.

나. 조직학습

1) 조직학습의 개념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은 조직이 하는 학습이고, 학습조직

(learning organization)은 학습을 하는 조직이다. 이 두 개념은 지식기반경제에 

들어서 조직이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로서 지식과 학습이 강조되

면서부터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조직학습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면, 조직의 오류를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수정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학습조직은 조직구성원들이 현재 조직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해가는 역량이 우수한 조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학습은 조직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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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일종의 과정 또는 발생되는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고, 학습조직은 조직

학습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 발생되고 이를 의도적 또는 무의도적으

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 문화 등이 갖추어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

다(권대봉, 2003). 

조직학습에 대한 관점을 권대봉(2003)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하나는 조직학

습을 조직구성원들의 학습능력의 종합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하였고, 다른 하나

는 학습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의 제도와 기술과 같은 인프라를 중시하는 관

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권석균(1995)과 Vera & 

Crossan(2004) 등은 조직학습은 단순히 개인학습의 합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최승은, 김민선, 강소라(2010)는 권대봉과는 다른 접근 관점을 제시

했는데, 조직학습을 외부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 행동의 변화로써 파악

한 행동주의 관점과 조직의 학습과정을 개인의 학습 과정과 동일하게 바라보는 

인지주의적 관점, 마지막으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의 통합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조직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관점

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조직학습에 대한 접근 관점은 학자마다 다양하며, 이에 따라 조직학습 

개념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조직학습에 관해 Simon(1953)은 조직 문제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통찰력과 

재구성 능력을 증대시켜서 조직구조 및 조직성과에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

다. Cyert & March(1963)은 조직학습을 조직이 학습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고

자 하는 변화를 발생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Argyis & Schon(1978)은 

조직이 조직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으로써 조직의 운영 매커니즘

을 수정하고, 환경의 영향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조직학습을 개념

화 하였다. Fiol & Lyles(1985)는 보다 나은 지식과 이해를 통하여 조직행동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조직학습으로 보았고, Lindberg(1989)는 조직학습이란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내부문제를 해결하여 미래의 환경에 대비하는 조직의 적응, 변

화, 변형의 과정으로서의 전략, 구조, 체제,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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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학습조직의 대가인 Senge(1990)는 조직학습을 경험

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이를 지식으로 전환하여 조직전체에 공유하고 이

를 조직의 핵심적 목표에 활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Weick(1991)은 

조직학습은 환경의 변화나 개인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 환경의 

변화와 함께 개인의 학습동기가 포함되어야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Huber(1991)은 정보의 처리과정을 통해 조직의 잠재적 활동범위가 변화될 때 

조직에서 학습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Garvin(1993)은 조직학습을 선행적으로 

지식을 창조하고 습득하고 변환시키며 이렇게 얻은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조직학습의 단계를 생각 변

화의 단계, 행동 변화의 단계, 수행향상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개인수준에서의 학

습을 넘어서 조직수준에서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수행 또는 성과

의 향상을 발생시키는 단계까지를 조직학습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권대봉, 

2003). Dogson(1993)은 기업이 그들의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문조직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들과 일상적인 일들을 구축, 실행, 조직화하고 구성원들의 기

술 활용성의 향상을 통해 조직의 효과성을 추구하는 방식을 조직학습으로 개념

화하였다. Marquardt & Reynolds(1994)는 조직학습을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직학습이란 사회적, 정치적, 조직구조 등의 다양

한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개인학습의 합이라고 정의하였다. 

Nonaka(1995)는 조직의 지식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직학습을 정의했는데, 

그에 따르면 조직학습은 조직의 문화, 환경, 전략 등의 조직의 상황에 따라 영향

을 받는 조직지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Brown(1998)은 Nonaka와 마찬가지로 

조직지식의 측면에서 조직학습을 정의하였으며, 창출과 공유에 있어서 사회적 

특성을 지니는 조직지식을 조직학습으로 개념화하였다. 

조직학습에 관한 개념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식의 전파 및 공유를 강조

하고 있는데 Vera & Crossan(2004)는 조직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

직학습이 구성원들이 갖는 공유 행동을 통해 발생되는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하

였고, Chiva & Alegre(2005)는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지식의 습득, 전파, 해

석과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조직수준의 인지체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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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으로 정의했다.

조직학습에 관한 국내의 연구에서는 조직학습의 주요한 개념적 특징으로 환경

의 변화에 대한 조직의 적응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의 획득, 공유, 전파, 

활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권석균(1995)은 조직의 환경적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새로운 지식, 신념, 가치, 능력을 탐색하고 창출하여 활용하는 과정을 조직학습

이라고 정의했으며, 나병선(2001)은 조직의 목표 달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 창출, 공유, 활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개인 수준의 학습이 

조직 차원으로 승화 및 통화되어 조직의 수준에서 발생하는 학습을 조직학습으

로 개념화 하였다. 오을임, 김구, 배용태(2002)도 조직이 환경에 대한 적합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직과 환경 간의 부조화를 찾아내는 것이자 문제에 대한 해

결책을 결정하여 환경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으로 조직

학습을 정의했고, 이미라(2007)는 조직내·외부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지식들을 

습득·창출하고, 지식을 조직내부에 축적, 확산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일련의 과

정이 체계화된 상태를 조직학습이라고 설명했다. 장수덕(2008)도 조직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성하고 외부로부터 지식, 아이디어, 정보 등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조직학습을 

개념화 하였다. 이유안(2015)은 조직 학습 능력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론적 논쟁이 있으나 현실 세계에서 조직 학습은 개인수준, 집단수준, 조직수준에

서 동시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수준에서 볼 때 조직구성원의 개별 학

습은 조직학습의 시작점이 되며 조직수준에서 조직학습은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

고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연관되어 발언행동과 지식공유 행위를 통해 조직 내에 

공유되고 확산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 및 조직차원을 아우르는 조직학습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조직학습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Ⅱ-3>과 같다.



- 26 -

연구자 정의

 Simon(1953)
조직 문제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통찰력과 재구성 능력을 증대시켜서 

조직구조 및 조직성과에 반영되는 과정

Cyert & March(1963) 조직이 학습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변화를 발생시키는 과정

Argyis & 

Schon(1978)

조직이 조직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으로써 조직의 운영 

매커니즘을 수정하고, 환경의 영향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과정

 Fiol & Lyles(1985) 보다 나은 지식과 이해를 통하여 조직행동을 향상시키는 과정

Lindberg(1989)
외부환경에 대응하고 내부문제를 해결하여 미래의 환경에 대비하는 

조직의 적응, 변화, 변형의 과정으로서의 전략, 구조, 체제, 과정

Senge(1990)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이를 지식으로 전환하여 

조직전체에 공유하고 이를 조직의 핵심적 목표에 활용하는 과정

 Weick(1991)
환경의 변화나 개인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 환경의 

변화와 함께 개인의 학습동기가 포함되어야 발생하는 것

Huber(1991)
정보의 처리과정을 통해 조직의 잠재적 활동범위가 

변화될 때 조직에서 학습이 발생

Garvin(1993)

선행적으로 지식을 창조하고 습득하고 변환시키며 이렇게 얻은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조직학습의 단계를 생각 변화의 단계, 행동 변화의 단계, 

수행향상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개인수준에서의 학습을 넘어서 

조직수준에서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수행 또는 성과의 

향상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

Dogson(1993)

기업이 그들의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조직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들과 일상적인 일들을 구축, 실행, 조직화하고 구성원들의 기술 

활용성의 향상을 통해 조직의 효과성을 추구하는 방식

Marquardt & 

Reynolds(1994)

사회적, 정치적, 조직구조 등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개인학습의 합

Nonaka(1995)

조직의 지식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직학습을 정의했는데, 그에 

따르면 조직학습은 조직의 문화, 환경, 전략 등의 조직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조직지식

<표 Ⅱ-3> 조직학습의 개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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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Brown(1998)
조직지식의 측면에서 조직학습을 정의하였으며, 창출과 공유에 

있어서 사회적 특성을 지니는 조직지식

Vera & 

Crossan(2004)

조직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직학습이 구성원들이 갖는 공유 

행동을 통해 발생되는 변화의 과정

 Chiva & 

Alegre(2005)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지식의 습득, 전파, 해석과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조직수준의 인지체계가 변화하는 과정

권석균(1995)
조직의 환경적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새로운 지식, 신념, 가치, 

능력을 탐색하고 창출하여 활용하는 과정

나병선(2001)

조직의 목표 달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 창출, 

공유, 활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개인 수준의 학습이 조직 차원으로 

승화 및 통화되어 조직의 수준에서 발생하는 학습

오을임, 김구, 

배용태(2002)

조직이 환경에 대한 적합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직과 환경 간의 

부조화를 찾아내는 것이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결정하여 

환경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

이미라(2007)

조직 내·외부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지식들을 습득·창출하고, 

지식을 조직내부에 축적, 확산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화된 상태

장수덕(2008)

조직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성하고 외부로부터 지식, 아이디어, 정보 

등을 획득하는 과정

이유안(2015)

현실 세계에서 조직 학습은 개인수준, 집단수준, 조직수준에서 동시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수준에서 볼 때 조직구성원의 개별 

학습은 조직학습의 시작점이 되며 조직수준에서 조직학습은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연관되어 발언행동과 지식공유 

행위를 통해 조직 내에 공유되고 확산됨

조직학습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정의를 통해 조직학습은 변화하는 환경 및 

지식의 창출, 공유, 전파, 활용과 관련이 있다는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학습을 조직이 내·외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변화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직구성원들의 지식의 창출, 공유, 저장, 활용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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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과정을 조직학습으로 정의하였다.

2) 조직학습 관련 이론

조직학습의 유명한 이론으로는 Argyris의 조직학습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심

리학자인 Lewin의 장(場)이론(field theory)을 Argyris가 계승하여 발전시킨 

이론이다. Argiris는 조직의 변화와 관리에 대한 설명을 학습을 통해서 제시하

려고 했는데, 조직이 변화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권대봉, 2003). 즉 조직의 변화가 학습

에 있다는 관점은 Argyris 등 1950년대 학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Argyris의 이론에 따르면 조직이 하는 학습은 단일고리학습(single 

loop learning)과 이중고리학습(double loop learning)으로 구분된다(권대봉 

외, 2013). 

단일고리학습은 학습의 발생과정이 하나의 순환과정을 거치며, 특정 원리나 사

고의 기중을 갖고 현상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원리와 관련되어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이 단일고리학습이다. 반면 이중고리학습은 이러한 단일고리학습에 

하나의 학습순환이 더해져서 두 개의 학습과정을 통하여 발생되는 학습이며, 추

가된 학습순환은 현상을 해석하는데 사용되는 특정원리나 사고의 기준 자체를 수

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원리를 수정, 보완, 폐기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중순환학습은 현상을 통한 해석과 그에 따른 지식의 축적에 

더불어, 기저에 위치한 원리, 원칙,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학습의 과정을 포함

하고 있는데, 진정한 조직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운영원리, 사고방식, 

기본전제를 수정할 수 있는 이중순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권대봉, 2003).

조직학습과 관련된 또 다른 이론으로는 조직학습 시스템으로 

COP(Community of Practice: COP)가 있다. 개인학습에서 조직학습으로 이전

을 포함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이전과정에서 발생되는 새로운 학습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조직수준에서 학습이 발생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이 요구된

다. COP는 공동의 주제 및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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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제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배우며, 실천하기 위해 

모인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집단을 의미하는데(이영선, 2005), COP는 참여자

들의 관심사항을 주제로 구성된 가상조직으로서 특정 전문분야나 비즈니스 목표

에 대한 지식, 경험 등을 생성, 공유, 활용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향상, 개인들의 

지식축적 및 생성, 문제 해결 등의 다양한 효과를 발휘한다(권대봉, 2003; 

Wegner, McDemott & Sntder, 2001)는 점에서 혁신행동의 영향요인으로 작

용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3) 조직학습의 측정

조직학습의 측정은 조직학습을 조작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방법

이 달라진다. (김선미, 2012). 이수도(2003)는 조직학습을 단일순화학습, 이중

순환학습, 내부학습, 외부학습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오을임 외(2002)는 

Nonaka(1991)와 Blackler(1995)의 연구를 기반으로 조직학습을 조직적 지식

으로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조직학습을 위한 6가지 문항을 고안하였다. 송민열 

& 최윤수(2009)는 조직학습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미라(2007)가 제시한 지식

창출, 지식공유, 지식저장, 지식활용의 네 가지 하위변인과 김희규(2004)와 이

미라(2007)에서 사용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조직학습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송민열 & 최윤수(2009)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하위변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지식창출과 지식운영이라는 두 가지 변인을 새롭게 명

명하여 측정변수로 제시하였다. 나병선(2001)은 대기업의 조직학습 수준 및 유

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Agryris(1994), Swiering & Wierdsma(1992), 

Lunberg(1989), Argyris & Schon(1978), Schon(1983), 권석균(1996), 한

선(1998)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8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하위

변인으로는 유지학습, 적응학습, 변혁학습, 창조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조직학습을 조직 내에서 조직 구성원 간에 이뤄지는 지식창출, 공유, 저

장, 활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송민열 & 최은수(2009)의 도구를 사용하여 조

직학습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송민열, 최은수(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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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 지식공유, 지식저장, 지식활용의 Cronbach’s ɑ 계수는 각각 0.77, 0.85, 

0.83, 0.87이었다. 

다. 고용안정성

1) 고용안정성의 개념

고용(employment)이란 기업이 급료를 지불하고 근로자를 취업시키는 일이자 

어느 한쪽이 상대방이 원하는 특정한 활동을 해주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

를 지급하는 사회적 관계로써, 노동력이 경제적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에 투

입되는 것을 한 사회, 또는 한 나라 전체적으로 총칭하는 용어이다. 개인의 입장

에서 보면 취업이 된다(교육학용어사전, 1995). 그리고 고용안정성(job 

security)이란 근로자가 원하는 한 현재의 일을 직장에서 계속 할 수 있다는 기

대감이다(Chan, 1958). 

그런데 이러한 고용안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고용불안정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Davy, Kinicki & Scheck(1997)은 고용불안정을 “직무상황의 

연속성에 대한 기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고용의 지속에 대한 관

심 뿐 아니라 승진의 기회, 현재 근무에 대한 작업 상황, 장기적 경력기회 상실 

등 현재의 직무와 관련 된 모든 특성의 상실에 대한 개인의 관심의 정도를 반영

한다고 하였다. 고용에 대한 지각의 관점에서 Rosenblatt & Ruvio(1996)은 고

용불안정은 고용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지각에 따라 객관

적 위협의 존재유무와는 상관없이 발생된다고 하였으며, 이는 실제로 객관적인 

위협이 존재하기 보다는 얼마나 지각하는지에 따라 고용에 대한 지각이 달라진

다고 했다. 따라서 고용불안정성은 고용에 대한 개인의 지각으로 볼 수 있다. 

Greenhalgh & Rosenblatt(1984)는 이러한 고용불안정이 근로자의 고용 위협

에 대한 인지를 왜곡시키며, 고용연속성에 대한 위협 정도를 높이고, 이에 따라 

근로자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만든다고 하였다. 

반면 고용안정성은 고용불안정과 달리 근로자가 현재 및 미래의 직장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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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위에 대해 위협이 없다고 느끼는 소망스런 상태로써 직위특성의 안정

성과 무력함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인 직무특성의 상황통제력의 승으로 표현될 

수 있다(Ashford et al., 1989). 고용안정성은 고용불안정과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써 고용안정성도 고용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다. 고용안정성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차이는 있으나 “조직에

서 구성원 개인이 자신의 고용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라는 공통된 함의를 이끌

어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개념을 종합하여 고용안정

성을 개인이 자신의 고용에 대한 지속성과 통제력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

으로 정의하였다.

연구자 정의

Chant(1958) 근로자가 원하는 한 현재의 일을 직장에서 계속할 수 있다는 기대감

Davy, Kinicki, 

& Scheck(1997)
직무상황의 연속성에 대한 기대

전상길, 백운정(1999) 근로자가 어느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취업이 안정되어 있는 것

Klein Hesselink, & 

Van Vuuren(1999)

조직 환경에 대한 인지된 측면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고용이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 경험 또는 인지상태 

Hellgren et al(1999)

Sverke &   

Hellgren(2002)

Probst(2003)

고용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인식으로 고용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임금, 노동시간의 단축, 일의 내용상의 변화 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

구혜란(2005)
주관적 고용안정성은 피고용인이 노동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

박통희, 김민강(2008)

직무상실 위협의 심각성에 벗어난 상태인 자신의 직위에 대해 

위협이 없는 소망스런 직위안정성과 현재 및 미래의 

직장상황에서스스로 직무특성을 통제하는 상황통제력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포함하는 개념

김진희(2009)
현재의 회사가 자신들의 장기적인 고용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인식하는 정도

최영희, 임상훈(2012) 근로자들이 현재의 직무수행에 대해 안정을 바라는 기대

<표 Ⅱ-4> 고용안정성의 개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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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안정성 관련 이론

개인의 고용안정성과 관련된 이론은 주로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에서 제시되

어 왔으며 최근에는 교육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조직 내

에서 개인의 고용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 학습 및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학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들에 따르면 개인이 지

각하는 고용안정성 수준에 따라 개인의 행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고용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론들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학에서는 고용안정 현상유지 편견 이론(status quo bias by job 

security theory)으로 고용안정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현재 상태에서 변화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이론에 따르

면, 고용안정성이 증가하면 대부분의 조직구성원은 안정적 고용상태에 따른 편

안함을 추구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이론에 의하면 높은 고용안정성을 느끼는 

개인은 변화를 거부하고 회피하게 된다. 반면 일본의 높은 고용안정성을 바탕으

로 한 경영스타일을 연구한 경영학의 Z이론에 따르면 “조직구성원이 높은 고

용안정성을 느끼면 조직의 새롭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헌신하려는 경향이 있

다”고 본다. 

최영희(2012)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혁신성향이 

내재되어 있으며 외부적인 제약조건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혁신행동을 할 것이

며, 따라서 고용안정성과 혁신행동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용보장을 통해 개인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해주면 혁신행동에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러한 내용의 이론을 ‘고용안정 상승효과 이론’으로 명명하였다. 즉, 고용안정

성이 강화되면 조직구성원은 조직에 대한 반응에서 혁신행동에 대해 보다 긍정

적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고용안정성은 동기부여 이론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데, Maslow(1954)의 동기

이론에서 개인은 5단계의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 중 2단계인 안전(safety)과 

안정(security)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

면 개인은 고용에서 안정을 느낄 때 상위욕구인 관계욕구, 자아실현욕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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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키고자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Herzberg(1959)

는 인간에게는 전혀 이질적인 두 가지 욕구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2요

인이론(two factor theory)으로 개인의 동기부여를 설명했다. 두 가지 요인은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인데 위생요인은 불쾌한 것을 회피하려는 욕구를 말하며, 

동기요인을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욕구를 말한다. 그래서 전자를 불만족요인이

라고 하며, 후자를 만족요인이라고 한다. 중요한 점은 위생(불만족)요인의 충족

은 단지 불만족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뿐 만족감을 높여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만족감을 높이려면 동기(만족)요인의 충족이 있어야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고용

에 대한 안정성은 위생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만약 위생요인이 충족되지 않는

다면 구성원들은 불만족을 지각하고 조직에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게 된다. 

고용안정성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는 심리적 계약 이론이 있다. 심리적 

계약(psychological contract)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는 

Argyris(1960)이며, Levinson, Price, Munden, Mandl & Solley(1962)와 

Schein(1965)에 의해 상호 호혜적 의무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의된 후, 

Rousseau(1990)에 의해 개인적 차원과 조직구성원의 시각에서 주관적으로 정

의되는 상호의무에 대한 믿음으로 그 개념이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황

영호, 2006). 심리적 계약이란 조직구성원과 그를 고용하고 있는 조직간 호혜적

인 의무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근거하며, 조직의무감에 관한 개인적 지각과 그 

의무의 대가로 조직에 대하여 권리를 갖고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심리적 계약은 실체적 서류상의 합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각한 약속

이나 지각한 합의(perceived promise & perceived agreement)에 근거하는 

이론이다(Conway and Briner, 2005; Morrison & Robinson, 1997: 

Rousseau, 1989). 

심리적 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과 구성원 간 상호기대와 의무가 제대로 이

행된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조직과 구성원 간 상호의무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라

고 할 수 있다. Rousseau(1990)는 MBA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검증 결과를 

토대로 거래적 계약과 관계적 계약을 분류하고 있는데, 거래적 계약의 개인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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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외 초과근무, 역할 외 행동, 퇴사 전 사전보고 등을 말하며, 조직의 임무

는 높은 급여, 성과급, 훈련과 교육을 포함한다. 관계적 계약의 개인임무로는 회

사에 대한 충성심, 최소 재직기간의 준수를 포함하고, 조직의 임무는 고용안정성

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적 계약에서 조직의 임무는 고용안정성을 보장하

고 개인의 발전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심리적 계약은 어느 한 쪽이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

을 때 깨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회사에서 약속한 급여나 복지 혜택 등을 제공

하지 않거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회사가 심리적 계약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경우,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근무 태만, 책임 회피 등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만일 그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직장 내 폭력 행위나 절도 행위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Robinson, 1996). 

3) 고용안정성의 측정

고용안정성의 측정은 주로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Davy, Kinicki, 

Sheck(1997)의 연구에서는 Caplan et al.,(198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했는데 

하위 요인으로는 미래의 경력, 승진기회, 일반적 고용 안정성으로 구성되어 있었

으며 전체 신뢰도는 0.89였다. 김진희(2009)의 연구에서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1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도구를 직접 개발했는데 측정 문항은 회사는 

인력감축을 최대한 자제하고 장기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회사는 직원들

의 장기적인 고용유지를 보장하려고 노력함, 우리 회사는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

게 이뤄질 수 있음을 직원들에게 강조함으로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전체 신뢰도 검사는 0.64로 나타났다. Caplan(1980)은 고용안정성을 측정하는 

4개의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신뢰도는 0.68이었으며, Ashford, Lee, & 

Bobko(1989)는 JIS(Job Insecurity scale)이라는 다차원적인 복합척도를 개

발하였고 각 항목별 신뢰도는 0.74-0.92로 나타났다. 최영희와 임상훈(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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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Ashford et al.,(1989)의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박통희와 김민강(2008)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8개 문항을 사용했으며 신뢰도는 0.83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으로 고용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된 

Ashford et al.,(1989)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박통희, 김민강(2008)의 측정도

구를 수정 보완하여 고용안정성을 측정한 최영희(2012)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Cronbach's α는 직위안정성 .868, 상황통제력 .838 으로 신뢰성이 

높게 보고되었으며 리커트 5점 척도,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조직학습 및 고용안정성의 관계

가.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의 관계

혁신행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관한 연

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에서도 리더십은 혁신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알져져 

있다(Kanter, 1983, Scott & Bruce, 1994). Kanter(1983)에 따르면 조직의 

리더의 역할에 따라 혁신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West(1989)는 

리더의 지원과 피드백 및 인정이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리더

십이 부하직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이외

에도 다수의 학자들이 혁신행동에 있어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Schroeder, 1989; Grover, 1993; Rai & Howard, 1994; Oldham & 

Cummings, 1996). 

그런데 Hackman & Oldham(1976)에 따르면 권위를 감소시키고, 직원들에

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 직원들의 혁신행동을 촉진시킨다고 하였

다. 따라서 다양한 리더십 유형 중에서도 특히 조직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

고 자율성을 강화시키며, 책임감을 높여주는 임파워링리더십은 혁신행동을 촉진

하는 리더십으로써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왔다. 

임파워링리더십과 혁신행동의 영향관계를 밝힌 대표적인 학자로서 

Srivastava, Bartol & Locke(2006)은 임파워링리더십을 발휘하여 권한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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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부하직원의 내적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임파워링리더십은 조직몰입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Liden, 2000) 조직구

성원의 효과성과 창의성과 같은 행동의 변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hang & Bartol, 2010). 이처럼 임파워링리더십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외에도 임파워먼트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는데(Tushman & Nadler, 1978; Thomas & Tymon, 1994; 

Edmonson, 1999) 학자들은 주로 리더가 임파워링리더십을 발휘하여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 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내재적 동기가 활성화된다는 점에 주목

하였다. 혁신행동을 연구한 Amabile et al. (1994)는 내재적 동기의 활성화는 

직원들이 보다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으며, 

Ryan & Deci(2000)도 내재적 동기의 활성화는 혁신행동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권한을 위임받고 자

신의 직무에서 자율성을 부여받는 직원들은 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며 새로운 

아이디어 집중하여 혁신행동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조직의 문화 및 제도 등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혁신행동은 발현되기 

어려우며,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에게 

보다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혁신행동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온 혁신행동의 관

계를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혁신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서 임파워링리더십의 

중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및 조직학습의 관계

Robinson, Kraatz & Rousseau(1994)는 Rousseau(1990)의 연구를 더욱 

구체화하여 심리적 계약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기존연구의 대상을 요인분석 결

과를 통해 유형화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거래적 계약은 금전적･단기적 교

환(개인임무는 시간 외 초과근무, 역할 외 협력행동 등; 조직임무는 고임금, 승

진, 성과급, 교육 훈련기회 제공 등)을 말하고, 관계적 계약은 비금전적･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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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개인임무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 재직 중 업무비밀 준수, 최소 재직기간의 

준수 등; 조직임무는 직무안정성, 신분안정, 개인문제에 대한 고충처리와 지원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심리적 계약에 관해 다른 차원에서 상호 호혜적, 동태

적, 주관적 특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조영호외, 2002; Rousseau, 1990). 다

시 말해서 심리적 계약은 기여와 유인이라는 개념에 근거한 상호 호혜적 믿음과 

조직구성원 간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협상과정과 계약당사자의 주

관적 인식에 따라 인지의 메커니즘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심리적 계약 이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직학습이 거래적 계약의 일종으로

써 개인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임파워링리더십과 혁신행동 사

이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한편 학습지향성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학습지향성은 혁신행동의 선행요

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박영배 & 박형권, 2003). 혁신행동은 구성

원간의 적극적인 지식공유나 교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때 학습지향성에 따라 조직학습이 향상되어 학습조직이 

구축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개념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직학습과 학습조직은 구분되는 

개념으로써 학습조직은 제도화된 조직학습이 반복,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

을 말하며 조직학습은 변화에 적응하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지식의 

창출, 공유, 저장, 활용의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형재

(2013), 김재구(2004)의 연구에서는 지식공유, 지식저장 프로세스가 혁신행동

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서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학습이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함으로

써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조직학습의 효과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다.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및 고용안정성의 관계

고용안정성과 혁신행동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두 가지의 대립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앞서 고용안정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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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유지 편견 이론과 고용안정 상승효과 이론이 고용안정성에 따른 혁신행동에 대

해 대립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써 Brockner(1988)과 Pearce(1998)은 “조직구성원은 고용안정성이 확보되면 

혁신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며, 고용안정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나태함

을 유발하며 열심히 일하고 탁월한 성과를 내려는 동기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

를 제시하였다. 반면 Quinn & Rivoli(1991)는 “고용안정성이 강화되면 혁신행

동에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라고 제시하면서, 고용안정성이 높을수

록 개인의 혁신행동 수준은 향상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안정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반된 연구결과가 보

고되고 있는데, 국내의 연구에서도 박상언, 이영면(2004)은 고용안정성이 낮을 

때 오히려 조직시민행동을 증진시키며, 조직구성원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양혁승(2008)은 한국인들에게는 고용보장이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가지며, 고용안정과 같은 안전판이 확보될 때 개인은 자신감을 바

탕으로 잠재역량을 발휘하며, 높은 업무성취도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

한 배규식 등.(2008)은 작업장 혁신의 선행요인으로 고용안정성을 제시했으며 

(최영희, 2012) 또한 고용안정성이 높을수록 혁신행동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런데 Maslow의 욕구이론에 따르면 안정감은 최우선의 욕구이며 Fried et 

al.(2003)은 근로자의 직무 동기유발을 고려하기 이전에 안정성의 이슈를 해결

해야 한다고 하였다. Hackman & Oldham(1980)은 조직에서 고용안정성에 대

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으면 근로자는 일에 대한 동기가 유발되지 않고, 직무나 

조직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고용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근로

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근로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조직에 대한 애착을 높일 수 있으므로(Pearce, 1998; Nolan, Wichert, & 

Burchell, 2000), 본 연구에서는 고용안정성을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사이

에서 조절변수로 설정하고, 고용안정성이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로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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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임파워링리더십, 조직

학습, 및 고용안정성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에 상사의 임파워링리더십 미치는 영향력을 구명하고, 혁신행

동과 임파워링리더십 사이에서 조직학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사이에서 고용안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

에서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 Ⅲ-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모형에 따르면 임파워링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며, 조직학습 또한 혁신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임파워링리더십

과 혁신행동 사이에서 조직학습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며, 고용안정성은 임파

워링리더십과 혁신행동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주요 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 간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

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를 임파워링리더십, 종속변수를 혁신행동으로 설정하였

다. 그리고 조직학습을 매개변수로, 고용안정성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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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 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에 있는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의 범위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보 사이트인 코참비즈

를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방법은 학자마다 상이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근거하여 상시 종사자 수와 자본금 규모

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따르면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조업을 기준으로 볼 때, 최대 상시 종사자 수가 300인 미만, 매출액 200억 

원 이하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며 그 이상인 

경우를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대기업

을 구분할 경우 인원, 자본금, 매출액 등에 근거한 분류가 업종별로 상이하여 일

관된 기준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한

상공회의소 기업정보 사이트인 코참비즈(http://www.korchambiz.net)에서 제공

하는 1000대 기업 리스트를 활용하여 표집 대상을 선정하고자 한다. 코참비즈

는 전국의 상공회의소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내에서 가장 종합적이며 신뢰성 높

은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리스트는 유가증권/코스닥 상장기업 및 외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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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작성되기에 업종에 상

관없이 일관된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매

출액 기준으로 1000대 기업리스트를 선정하였다. 1000대 기업리스트의 마지막 

1000번째 기업의 매출액은 290,178백만 원(2013년 12월 기준)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체의 정확한 모집단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고 판단하고 비확률표집(non-probability sampling) 중 유의표집

(purpose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한다. 연구대상의 수를 선정하기 

위한 절대적인 규칙은 없지만 연구의 종류와 통계적 분석방법에 적합한 표본크

기를 설정해야 한다(성태제, 2010).  그리고 모집단의 수와 분포가 파악이 어렵

기 때문에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수를 표집 하는 것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례 수는 변인 간 중다상

관을 과대평가할 수도 있다.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독립변인이 유의미하게 평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에서 사용되는 통계분석에 적절한 표본크기를 

설정하는 것이 정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유의표집

과 같은 비확률표집의 경우 신뢰도에 따른 적절한 표본 크기에 대한 통계적인 

규칙이 제시되지 않고, 비확률표집의 경우에는 일반화를 위해 더 큰 표본이 필

요하다는 정도의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McMillan & Kozlowski, 2000). 다만 

연구결과의 일반화는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수에 상관없이 표본 집단의 절대 수

에 기인하며, 사회과학에서는 300명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표본 집단이라고 여

기며(류근관, 2005), 모집단이 25만 명 이상이고 95의 신뢰도를 적용할 경우 

적정 표집 수는 384명이다(Krejcie & Morgan, 1970). 

본 연구에서는 중다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주요 분석방법으로 사용하

고자 한다. 중다회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어느 정도의 사례수가 필요한

가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는 없으나 대체로 독립변인과 사례수의 비율이 약 

1:20정도 되어야 예측 검정력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Tabachnick & 

Fidell, 1989). 본 연구의 경우 총 4개의 변인을 분석에 사용할 것이며,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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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수는 3개이므로 최소 60개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다.

통계적 검증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와 회수율 및 불성실 응답률을 고려하여 목

표 표집 수를 250부로 하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표본의 수가 한 기업에 

치중되지 않도록 25개를 선정하고, 각 기업 당 10명 이상을 표집 하였다.

3. 조사도구

본 연구는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을 측정하고 이와 관련된 변인들의 

관계를 구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행동, 임파워링리더십, 고용안정성, 조직학습에 관한 자료

를 얻기 위하여 자기보고(self-reporting)식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대기업근로자의 혁신행동, 임파워링리더십, 조직학습, 고용안정성, 인구통계학적 

및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변인들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

었던 척도들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응답자들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제외

하고 모든 설문은‘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각각의 설문문

항들에 대해 개인의 견해를 5점 척도에 따라 표시하였다. 

각 변인들에 대한 조사도구는 관련 문헌연구를 통하여 문항을 선정하고, 조사

도구는 교육학 박사 학위 소지자 2명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고, 교육학 

전공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생 3명으로부터 문항의 이해도와 명확성을 검증 받았

다. 이후 2015 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선정된 대기업 네 곳에서 총 60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은 보완하여 본 조사를 위한 최종 조사도구를 완

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를 통해 여러 요인간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공통변량을 구하고, 측정치

의 중복을 찾아내어 기본적인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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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0.50이 넘으면 중요한 변수로 본다(송지준, 2011). 본 연구에서 요인 추출시 

준거기준은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에 한하여 요인적재값이 0.5 이상인 항목

들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한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설문지의 신뢰

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내적일관성의 산출계수인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채서일, 2008).

구분 문항번호 문항 수

혁신행동 Ⅰ. 1~9 9

임파워링리더십 Ⅱ. 1~12 12

조직학습 Ⅲ. 1~16 16

고용안정성 Ⅳ. 1~13 13

인구통계학적 특성, 

일반적 특성 및 

자유기술 문항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고용형태, 근속기간, 직위, 

직무유형, 회사업종, 직장명

Ⅴ. 1~10 10

총 문항 60

<표 Ⅲ-1> 조사도구의 구성 및 문항

<표 Ⅲ-1>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조사도구는 혁신행동 9문항, 임파워링리더

십 12문항, 조직학습 16문항, 고용안정성 13문항 그리고 변인과 관련된 설문문항 

이외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을 설문항목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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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혁신행동

혁신행동 측정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Scott & Bruce(1994)에 의해 개발되어 

이슈리더십이 직무태도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신영숙(2007)과 직

무의 자율성이 혁신적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권기룡(2009)과 구성

원의 직무몰입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리더의 코칭행동 조절효과를 연구한 김미

경(2014)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를 선택

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혁신행동의 개념과 가장 부합하는 내용으로 설문

문항이 구성되어 있으며, 김미경(2014)의 연구에서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 

도구를 사용하였기에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미경(2014) 

설문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계수는 .885이며, 리커트 5

점 척도이며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본 조사에서 종속변수인 혁신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들이 이론적 구분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된 총 분산은 

48.156%로써 Kaiser-Meyer-Olkin(KMO) 측도와 Bartlett의 근사 카이제곱 검

정의 유의수준도 요인분석의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2>). 

다음으로 설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내

적일관성의 산출계수인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채

서일, 2008).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α를 이용하

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한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851, 본 조사에서 .83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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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요인 1

혁신행동

혁신행동3 .753

혁신행동5 .731

혁신행동2 .721

혁신행동4 .700

혁신행동7 .696

혁신행동1 .626

혁신행동6 .620

혁신행동8 .608

혁신행동9 .529

고유값 3.373

설명분산 48.186

Kaiser-Meyer-Olkin 측도(.839), Bartlett의 근사 카이제곱 검정(402.109), 유의확률(.000)

주) 주성분 분석, 배리맥스 회전

<표 Ⅲ-2> 혁신행동 조사도구 요인분석 결과

나. 임파워링리더십

<표 Ⅲ-3>에서 독립변수인 임파워링리더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개 문항

이 요인적재값이 0.5에 미달하여 삭제하였으며 나머지 문항들은 이론적 구분과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설명된 총 분산은 72.517%로 나타났다. 

Kaiser-Meyer-Olkin(KMO) 측도는 변수쌍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측도의 값이 0.5 이상이므로 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적절함을 의미한다. Bartlett의 근사 카이제곱 검

정의 유의수준도 .05 이하로 나타나서 요인분석의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835, 본 조사에서 

.85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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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의미

부여

임파워링2 .858 .191 .077 .085

임파워링3 .822 .198 .117 .142

임파워링1 .777 .162 .129 .207

고성과에 

대한 믿음

임파워링8 .198 .854 .149 .100

임파워링9 .250 .602 .170 .400

임파워링7 .302 .593 .038 .427

자율성 

부여

임파워링12 .037 .180 .847 .025

임파워링10 .062 .436 .716 .186

임파워링11 .426 -.245 .699 .162

의사결정 

참여

임파워링4 .276 .087 .073 .833

임파워링5 .037 .339 .159 .736

고유값 2.473 1.949 1.837 1.719

설명분산 22.479 17.718 16.697 15.623

누적분산 22.479 40.197 56.894 72.517

Kaiser-Meyer-Olkin 측도(.851), Bartlett의 근사 카이제곱 검정(1270.682), 유의확률(.000)

주) 주성분 분석, 배리맥스 회전

<표 Ⅲ-3> 임파워링리더십 요인분석 결과

다. 조직학습

조직학습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학습으로 조직 내에 학습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를 통해 조직학습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조직을 어떻게 유지해 나

가고 새로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며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변화

하는지 그 정도를 측정하여 조직학습의 수준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조직학습은 

실제 수준과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성원들

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학습수준이 높다고 인식할 때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명하고자 하므로 구성원들이 조직학습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수준을 측정하여 영향관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송

민열 & 최은수(2009)의 도구를 사용하여 조직 내에서 지식을 어떻게 창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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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측정하였다. 본 도구를 선택한 이유는 송민열 & 최은

수(2009)의 도구의 하위요인인 지식창출, 지식공유, 지식저장, 지식활용이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조직학습의 개념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다.

송민열 & 최은수(2009)의 도구에서 나타난 지식창출, 지식공유, 지식저장, 

지식활용의 Cronbach’s ɑ 계수는 각각 0.77, 0.85, 0.83, 0.87이고, 리커트 5

점 척도이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Ⅲ-4>에서 매개변수인 조직학습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총 2문항이 요인

적재값이 0.5에 미달하여 삭제하였다. 설명된 총 분산은 65.721%로 나타났다. 

Kaiser-Meyer-Olkin(KMO) 측도와 Bartlett의 근사 카이제곱 검정의 유의수

준도 요인분석의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888, 본 조사에서 

.87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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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지식저장

조직학습9 .851 .145 .021 .124

조직학습10 .812 .171 .062 .087

조직학습11 .763 .059 .068 .361

조직학습12 .715 .384 -.020 -.038

지식공유

조직학습5 .145 .782 .003 .037

조직학습6 .208 .774 .151 .138

조직학습7 .071 .721 .295 .053

조직학습8 .293 .696 .185 .209

지식활용

조직학습13 .167 .060 .855 -.093

조직학습14 -.196 .167 .660 .233

조직학습15 .183 .302 .576 .295

지식창출

조직학습1 .069 .108 .216 .814

조직학습2 .194 .534 .057 .587

조직학습4 .466 .049 -.036 .518

고유값 3.352 2.977 1.880 1.648

설명분산
22.

349

19.

849

12.

535

10.

988

누적분산
22.

349

42.

198

54.

733

65.

721

Kaiser-Meyer-Olkin 측도(.851), Bartlett의 근사 카이제곱 검정(1270.682), 유의확률(.000)

주) 주성분 분석, 배리맥스 회전

<표 Ⅲ-4> 조직학습의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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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용안정성

 고용안정성은 조직에 대한 행위차원의 분석인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

인의 지각에 대한 변수로 직위안정성(현재 및 미래의 직장상황에서 자신의 직위

에 대해 위협이 없이 소망스런 상태)와 상황통제력(무력함이 발생되지 않는 상

태)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는 Ashford et al.(1989)가 활용한“JIS(Job Insecurity Scale)”

을 근간으로 하여 박통희 & 김민강(2008)이 재인용한 측정도구를 최영희

(2012)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최영희(2012)는 기업 근로자의 고

용안정성과 혁신행동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고용안정성 중 직위안정성은 

JIS에서 사용한 직위위협 및 무력감에 사용한 13개 문항을 토대로 박통희 & 김

민강(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직위위협(=직위안정성)관련 8개 문항을 수정하

여 사용하고, 무력감에 대한 문항도 JIS에서 사용한 내용 중 박통희 &김민강

(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무력감(=상황통제력)의 문항 5개 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했으며, 이 중 직위안정성의 8개 문항은 역채점 하여 사용하였다. 최영희

(2012)의 도구는 고용안정성과 혁신행동의 관계를 측정한 도구로써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고, 연구의 대상도 기업 근로자로써 본 연구의 대상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도구라고 판단되었다.

최영희(2012)의 도구는 Cronbach's α가 직위안정성 .868, 상황통제력 .838 

으로 신뢰성이 높게 보고되었으며 리커트 5점 척도,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표 Ⅲ-5>에서 조절변수인 고용안정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설명된 총 분

산은 53.987%로 나타났다. Kaiser-Meyer-Olkin(KMO) 측도와 Bartlett의 근

사 카이제곱 검정의 유의수준도 요인분석의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예비조사에서 .755, 본 조사에서 

.82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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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요인 1 요인 2

고용안정성

고용안정성3 .725 .152

고용안정성2 .838 .122

고용안정성4 .845 .152

고용안정성6 .778 -.025

고용안정성7 .582 -.186

고용안정성1 .759 -.008

고용안정성5 .628 .067

고용안정성8 .528 .102

고용안정성9 .131 .734

고용안정성12 -.048 .724

고용안정성13 .066 .773

고용안정성11 .076 .743

고용안정성10 .027 .728

고유값 4.166 2.853

설명분산 32.043 21.944

누적분산 32.043 53.987

Kaiser-Meyer-Olkin 측도(.716), Bartlett의 근사 카이제곱 검정(302.149), 유의확률(.000)

주) 주성분 분석, 배리맥스 회전

<표 Ⅲ-5> 고용안정성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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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먼저 2015년 8월 31일부터 9월 15일 총 16일 동안 우편조사 

및 온라인 조사를 통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선정된 대기업 네 

곳에서 총 6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질

문지를 수정하여 2015년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한 달 동안 우편조

사 및 온라인 조사를 통해 310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각 기업별로 1명~2명을 조사협력자로 섭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서비스업, 유통업, 제조업 등의 다양한 업종들을 표본

으로 선정하였고, 설문대상자들에게는 설문응답과 관련된 정보가 철저하게 보안

유지 됨을 사전에 공지하였다. 총 3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272부가 회수

되었으며 이 중 결측치가 다수 포함된 응답지를 제외한 총 243부가 분석에 사

용되었다.     

우편조사에서는 각 기업의 조사협력자와 사전에 조사의 취지와 설문 진행시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발송할 것이며, 발송

된 우편물에도 설문 진행에서의 당부사항을 기록한 안내문을 함께 보냈다. 기업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편을 이용한 설문의 경우 낮은 회수율이 문제가 되

는 경우가 많은데, 자료의 수집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Dilman(2000)이 제

시한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먼저 각 기업의 조사 협력자를 확보하

고,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며, 조사 가능한 인원을 파악

한 뒤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조사협력자가 설문지를 받고 1주일 후에는 전화 

통화를 통해 설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설문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설문

조사 진행을 독려 하였다. 인쇄물을 통한 설문조사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 조사

를 활용하였는데, 일부 기업의 경우 보안시스템으로 인해 일부 사이트가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Google Docs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의 두 개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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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Statistic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2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거쳐 분석

하였다. 

첫째,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

인간의 공통변량을 구하고, 측정치의 중복을 찾아 기본적 요인들을 도출하였으

며, 신뢰도지수인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연구변수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량을 산

출하였다.

셋째, 회귀모형에 투입된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가설검증을 위하여 회귀분석과 매개효과분석 및 조절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적용된 분석방법을 연구가설별로 제시하면 <표 Ⅲ-6>와 같다. 

구분 연구문제 통계분석 방법

기초 통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연구문제 1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임파워링리더십, 조직학습, 

고용안정성의 수준은 어떠하며,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평균, 표준편차, 

t검증, F검정

연구문제 2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관계에서 

조직학습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중다회귀분석,

Sobel test 

연구문제 3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사이에서 

고용안정성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위계적 회귀분석

<표 Ⅲ-6> 연구문제별 통계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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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통계방법으로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한 일

반적 특성, 혁신행동, 고용에 대한 지각, 직업적응, 경력개발지원, 조직학습의 수준

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혁신행동의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과 F검정(one-way ANOVA: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분

석방법 모두 각 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분산이 같다는 가정을 충족하여야 한

다. 그리고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독립변인은 범주를 나타내는 명목척도로 측

정되고, 종속변인은 간격척도 혹은 비율척도로 측정된 값이어야 한다.

셋째, 국내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임파워링리더십, 조직학습 및 고용안정

성의 상관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의 해석은 

제시된 상관계수 해석 기준에 따라 상관 정도를 설명한다.

상관계수 범위 상관관계 해석

± 0.00 ~ 0.20 상관이 거의 없다.

± 0.20 ~ 0.40 상관이 낮다.

± 0.40 ~ 0.60 상관이 있다.

± 0.60 ~ 0.80 상관이 높다.

± 0.80 ~ 1.00 상관이 매우 높다.

자료: 성태제. (2008).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표 Ⅲ-7> 상관관계의 해석 기준

넷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에 대한 임파워링리더십의 설명력과 영향력을 

구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관계에서 직업조직학습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Sobel test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여섯째,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관계에서 고용안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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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Ⅳ-1>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88명(36.2%), 남성이 155명(63.8%)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연령은 20대가 165명(67.9%), 30대가 45명(18.5%), 40대가 26명(10.7%), 

만 50세 이상이 7명(2.9%)이었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171명(70.4%), 기혼이 

72명(29.6%)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21명(8.6%), 전문대졸이 12명(4.9%), 대졸이 193명

(79.4%), 석사가 13명(5.3%)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3년 이하가 150명

(61.7%), 3년 이상 5년 이하가 57명(23.5%), 5년 이상 10년 이하가 27명

(11.1%), 10년 이상이 9명(3.7%)이었다.

직무는 영업/마케팅이 75명(30.9%), 연구개발이 50명(20.6%), 기획/관리/총

무/인사가 45명(18.5%), 서비스/고객관리가 40명(16.5%), 생산 및 기타직무가 

각각 7명(2.9%), 26명(10.7%)을 차지하였다. 

직위는 일반사원 133명(54.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대리 57

명(23.5%), 과장 29명(11.9%), 차장 16명(6.6%), 부장 이상이 8명(3.3%)이

었다. 근무기간은 3년 이하가 136명(67.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이 42명(17.3%), 정규직이 201명(82.7%)로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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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88 36.2

남성 155 63.8

연령

만 20-25세 78 32.1

만 26세-30세 87 35.8

만 31세-40세 45 18.5

만 41세-50세 26 10.7

만 50세 이상 7 2.9

결혼 여부
미혼 171 70.4

기혼 72 29.6

학력

고졸이하 21 8.6

전문대졸 12 4.9

대졸 193 79.4

석사 13 5.3

직무

기획/관리/총무/인사 45 18.5

영업/마케팅 75 30.9

연구개발 50 20.6

생산 7 2.9

서비스/고객관리 40 16.5

기타 26 10.7

직위

일반사원 133 54.7

대리 57 23.5

과장 29 11.9

차장 16 6.6

부장 이상 8 3.3

근무기간

3년 이하 150 61.7

3년 이상 5년 이하 57 23.5

5년 이상 10년 이하 27 11.1

10년 이상 9 3.7

고용형태
비정규직 42 17.3

정규직 201 82.7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57 -

2. 혁신행동, 임파워링리더십, 조직학습 및 고용안정성 수준

가.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

연구 문제1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혁신행동 수준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을 나타낸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혁신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5

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응답자

들이 반응할 수 있는 범위는 9점~45점이다.

혁신행동의 수준은 평균 3.35점, 표준편차 0.885이었다. 응답결과로부터 대기

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혁신행동 3.35 0.885 1.57 5.00

<표 Ⅳ-2>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문항의 기술통계 

혁신행동 수준을 측정한 각 문항별 응답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주로 

‘보통이다’와 ‘다소 그렇다’에 응답자의 대다수가 분포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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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응답

1 2 3 4 5 합계

1 1 3.34 0.830

0 40 96 91 16 243

0 16.5 39.5 37.4 6.6 100

2 2 3.50 0.840

0 29 89 99 26 243

0 11.9 36.6 40.7 10.7 100

3 3 3.35 0.922

2 46 82 90 23 243

0.8 18.9 33.7 37.0 9.5 100

4 4 3.25 0.961

2 57 88 70 26 243

0.8 23.5 36.2 28.8 10.7 100

5 5 3.37 0.942

7 38 76 102 20 243

2.9 15.6 31.3 42.0 8.2 100

6 6 3.08 0.873

13 34 126 60 10 243

5.3 14.0 51.9 24.7 4.1 100

7 7 3.48 0.794

3 21 91 112 16 243

1.2 8.6 37.4 46.1 6.6 100

8 8 3.28 0.922

4 47 95 70 27 243

1.6 19.3 39.1 28.8 11.1 100

9 9 3.46 0.878

3 26 99 87 28 243

1.2 10.7 40.7 35.8 11.5 100

전체 3.35 0.885

<표 Ⅳ-3> 혁신행동 문항별 응답 빈도 및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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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혁신행동의 차이 분석

변인 구분
임파워링리더십

평균 표준편차 t or F LSD

성별
여성 3.083 0.515

5.176*** -
남성 3.487 0.620

결혼 여부
미혼 3.314 0.593

1.026
기혼 3.403 0.663

고용

형태

비정규직 3.483 0.599
-1.659 -

정규직 3.311 0.616

연령

만  20-25세(a) 3.308 0.481

2.310 -

만 26세-30세(b) 3.314 0.670

만 31세-40세(c) 3.410 0.593

만 41세-50세(d) 3.550 0.753

만 50세 이상(e) 2.816 0.582

학력

고졸 이하(a) 2.939 0.651

4.267** c,d>a
전문대졸(b) 3.071 0.415

대졸(c) 3.386 0.614

석사(d) 3.331 0.468

근무

기간

만 0-5년(a) 3.274 0.570

4.046 -
만 6-10년(b) 3.058 0.398

만 11-15년(c) 3.566 0.863

만 16-20년(d) 3.857 0.519

직무

기획/관리/총무/인사(a) 3.460 0.725

5.645***
a>c,d

b>c,e,f>d

영업/마케팅(b) 3.552 0.519

연구개발(c) 3.180 0.510

생산(d) 2.653 0.318

서비스/고객관리(e) 3.232 0.561

기타(f) 3.181 0.723

직위

일반사원(a) 3.270 0.608

2.476 -

대리(b) 3.424 0.552

과장(c) 3.404 0.566

차장(d) 3.570 0.789

부장 이상(e) 3.036 0.731

*p<.05, **p<.01, ***p<.001

<표 Ⅳ-4> 인구통계변수에 따른 혁신행동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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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에 따른 혁신행동에 차이

대기업 근로자들의 혁신행동 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Ⅳ-4>와 같이 여성의 혁신행동 평균 점수는 3.083

이고, 남성의 혁신행동 평균 점수는 3.487이었다. 남성의 평균 점수가 여성의 

평균 점수보다 약 0.4점 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혁신행동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보다 혁신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2) 학력에 따른 혁신행동의 차이

대기업 근로자들의 혁신행동 수준이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Ⅳ-4>와 같이 혁신행동의 평균 점수는 고졸이하 

2.939점, 전문대졸 3.071점, 대졸 3.386점, 석사 이상 3.331로 대졸 대기업 근

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SD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졸과 석사 이상 대기업 근로자가 고졸 이하 근로자 보다 평균이 유의미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직무에 따른 혁신행동의 차이

대기업 근로자들의 혁신행동 수준이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Ⅳ-4>와 같이 혁신행동의 평균 점수는 기획/관

리/총무/인사 3.460점, 영업/마케팅 3.552점, 연구개발 3.180점, 생산 2.653점, 

서비스/고객관리 3.232점, 기타 3.181점으로 영업/마케팅에서 높은 혁신행동 수

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생산직에서는 가장 낮은 혁신행동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획/관리/총무/인사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구개발, 생산직 근로자 보다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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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구개발, 생산, 서비스/고객관리, 기타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연구개발, 서비스/고객관리, 기타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생산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혁신행동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다. 임파워링리더십 수준

대기업 근로자가 응답한 임파워링리더십의 수준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

대값 등을 나타낸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임파워링리더십을 측정하는 문항

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반응할 수 있는 범위는 12점~55점이다.

임파워링리더십의 수준은 평균 3.29점, 표준편차 0.582였다. 응답결과로부터 

대기업 근로자의 임파워링리더십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임파워링리더십 3.29 0.582 1.8 4.6

<표 Ⅳ-5> 대기업 근로자의 임파워링리더십 문항의 기술통계 

임파워링리더십 수준을 측정한 각 문항별 응답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임

파워링리더십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의미부여와 고성과에 대한 믿음의 경우 

하위요인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나, 자율성부여와 의사결정참

여의 하위요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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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응답

1 2 3 4 5 합계

1 1 3.37 0.911
10 28 80 111 14 243

4.1 11.5 32.9 45.7 5.8 100

2 2 3.49 0.888
5 25 85 103 25 243

2.1 10.3 35.0 42.4 10.3 100

3 3 3.47 0.963
7 30 78 97 31 243

2.9 12.3 32.1 39.9 12.8 100

4 4 3.01 1.012
16 61 85 67 14 243

6.6 25.1 35.0 27.6 5.8 100

5 5 3.06 1.000
5 77 81 58 22 243

2.1 31.7 33.3 23.9 9.1 100

6 7 3.66 0.850
2 15 86 101 39 243

0.8 6.2 35.4 41.6 16.0 100

7 8 3.37 0.964
4 44 80 87 28 243

1.6 18.1 32.9 35.8 11.5 100

8 9 3.31 0.791
0 34 117 76 16 243

0 14.0 48.1 31.3 6.6 100

9 10 3.26 0.896
5 42 99 80 17 243

2.1 17.3 40.9 32.9 7.0 100

10 11 2.99 0.932
11 62 99 60 11 243

4.5 25.5 40.7 24.7 4.5 100

11 12 3.21 0.953
8 47 94 75 19 243

3.3 19.3 38.7 30.9 7.8 100

전체 3.29 0.582

<표 Ⅳ-6> 임파워링리더십 문항별 응답 빈도 및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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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직학습 수준

대기업 근로자가 응답한 조직학습의 수준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을 나타낸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조직학습을 측정하는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

이 반응할 수 있는 범위는 16점~70점이다.

조직학습 수준은 평균 3.54점, 표준편차 0.627이였다. 응답결과로부터 대기업 

근로자의 조직학습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조직학습 3.54 0.627 1.0 4.8 

<표 Ⅳ-7> 대기업 근로자의 조직학습 문항의 기술통계  

조직학습 수준을 측정한 각 문항별 응답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조직학습

의 하위요인인 지식저장, 지식공유, 지식활용, 지식창출에 대한 평균 점수의 차이

는 크지 않았으며, 대체적으로 모든 문항에 대해 3점 이상의 평균 점수를 나타냄

으로써 조직학습의 각 하위요인의 수준이 보통 수준보다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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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응답

1 2 3 4 5 합계

1 1 3.70 0.907
2 26 57 116 42 243

0.8 10.7 23.5 47.7 17.3 100

2 2 3.75 0.995
3 26 62 0 62 243

1.2 10.7 25.5 37.0 25.5 100

3 4 3.36 0.962
6 38 90 81 28 243

2.5 15.6 37.0 33.3 11.5 100

4 5 3.65 1.089
5 38 56 81 63 243

2.1 15.6 23.0 33.3 25.9 100

5 6 3.73 0.931
2 23 65 101 52 243

0.8 9.5 26.7 41.6 21.4 100

6 7 3.19 0.931
4 59 81 84 15 243

1.6 24.3 33.3 34.6 6.2 100

7 8 3.51 0.867
3 25 85 102 26 241

1.2 10.4 35.3 42.3 10.8 100

8 9 3.62 1.054
11 25 56 102 47 241

4.6 10.4 23.2 42.3 19.5 100

9 10 3.63 1.137
8 34 67 63 69 241

3.3 14.1 27.8 26.1 28.6 100

10 11 3.59 1.085
10 31 59 90 51 241

4.1 12.9 24.5 37.3 21.2 100

11 12 3.48 1.073
13 27 76 84 43 243

5.3 11.1 31.3 34.6 17.7 100

12 13 3.47 1.077
17 22 71 96 37 243

7.0 9.1 29.2 39.5 15.2 100

13 14 3.49 0.933
4 31 81 95 32 243

1.6 12.8 33.3 39.1 13.2 100

14 15 3.39 0.922
8 27 93 92 23 243

3.3 11.1 38.3 37.9 9.5 100

전체 3.54 0.627

 <표 Ⅳ-8> 조직학습 문항별 응답 빈도 및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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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형태에 따른 조직학습의 차이

대기업 근로자들의 조직학습 수준이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Ⅳ-9>와 같이 정규직의 평균 점수는 3.585점이

었고, 비정규직의 평균 점수는 3.176점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학습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력에 따른 조직학습의 차이

대기업 근로자들의 조직학습 수준이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Ⅳ-9>와 같이 조직학습의 평균 점수는 고졸이하 

3.182점, 전문대졸 3.667점, 대졸 3.528점, 석사 이상 3.827로 석사 이상 대기

업 근로자의 조직학습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SD 사후 검증을 실

시한 결과 전문대졸, 대졸, 석사 이상 대기업 근로자가 고졸 이하 근로자 보다 

유의미하게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직무에 따른 조직학습의 차이

대기업 근로자들의 조직학습 수준이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Ⅳ-9>와 같이 조직학습의 평균 점수는 기획/관

리/총무/인사 3.308점, 영업/마케팅 3.378점, 연구개발 3.770점, 생산 3.223점, 

서비스/고객관리 3.632점, 기타 3.664점으로 연구개발에서 높은 조직학습 수준

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생산직에서는 가장 낮은 조직학습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구개발, 서비스/고객관리/기타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의 조직학습 수준이 기획/관리/총무/인사와 영업/마케팅 직무에 종

사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는 생산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조직학습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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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조직학습

평균 표준편차 t or F LSD

성별
여성 3.519 0.574

-0.102 -
남성 3.510 0.614

결혼 여부
미혼 3.483 0.596

1.215 -
기혼 3.585 0.603

고용

형태

비정규직 3.176 0.548
4.333*** -

정규직 3.584 0.586

연령

만  20-25세(a) 3.410 0.704

1.409 -

만 26세-30세(b) 3.620 0.434

만 31세-40세(c) 3.462 0.648

만 41세-50세(d) 3.563 0.686

만 50세 이상(e) 3.482 0.124

학력

고졸 이하(a) 3.182 0.870

3.731* b,c,d>a
전문대졸(b) 3.667 0.656

대졸(c) 3.528 0.534

석사(d) 3.827 0.784

근무

기간

만 0-5년(a) 3.567 0.586

3.990 -
만 6-10년(b) 3.315 0.674

만 11-15년(c) 3.794 0.429

만 16-20년(d) 3.723 0.578

직무

기획/관리/총무/인사(a) 3.308 0.797

5.028***
c,e,f>a,b

c>d

영업/마케팅(b) 3.378 0.580

연구개발(c) 3.770 0.460

생산(d) 3.223 0.400

서비스/고객관리(e) 3.632 0.444

기타(f) 3.664 0.511

직위

일반사원(a) 3.474 0.595

0.854 -

대리(b) 3.617 0.607

과장(c) 3.421 0.568

차장(d) 3.602 0.774

부장 이상(e) 3.578 0.044

*p<.05, **p<.01, ***p<.001

<표 Ⅳ-9> 인구통계변수에 따른 조직학습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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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용안정성 수준

대기업 근로자가 응답한 고용안정성의 수준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을 나타낸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고용안정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

이 반응할 수 있는 범위는 13점~65점이다.

고용안정성의 수준은 평균 3.17점, 표준편차 0.535였다. 응답결과로부터 대기

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고용안정성 3.17 0.535 1.9 4.8

<표 Ⅳ-10> 대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문항의 기술통계 

고용안정성 수준을 측정한 각 문항별 응답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고용

안정성의 하위요인인 직위안정성과 상황통제력에 대한 평균점수는 각각 3.17과 

3.18로 큰 차이는 없었으며 응답자는 직위안정성과 상황통제력에 대해 비슷한 

수준으로 반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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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응답

1 2 3 4 5 합계

1 1 3.31 1.203
30 25 61 93 34 243

12.3 10.3 25.1 38.3 14.0 100

2 2 3.30 1.134
18 44 60 89 32 243

7.4 18.1 24.7 36.6 13.2 100

3 3 3.22 1.239
30 38 61 77 37 243

12.3 15.6 25.1 31.7 15.2 100

4 4 3.40 1.118
22 20 75 90 36 243

9.1 8.2 30.9 37.0 14.8 100

5 5 3.09 0.877
8 52 100 76 7 243

3.3 21.4 41.2 31.3 2.9 100

6 6 3.16 0.864
4 51 101 76 11 243

1.6 21.0 41.6 31.3 4.5 100

7 7 2.96 0.915
16 51 109 60 7 243

6.6 21.0 44.9 24.7 2.9 100

8 8 2.89 0.744
3 67 133 34 6 243

1.2 27.6 54.7 14.0 2.5 100

9 9 3.12 0.965
11 47 107 58 20 243

4.5 19.3 44.0 23.9 8.2 100

10 10 2.99 0.826
4 66 108 59 6 243

1.6 27.2 44.4 24.3 2.5 100

11 11 3.19 0.921
4 52 101 66 20 243

1.6 21.4 41.6 27.2 8.2 100

12 12 3.23 0.818
2 44 101 85 9 241

0.8 18.3 41.9 35.3 3.7 100

13 13 3.39 0.922
9 29 81 106 18 243

3.7 11.9 33.3 43.6 7.4 100

전체 3.17 0.535

<표 Ⅳ-11> 고용안정성 문항별 응답 빈도 및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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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안정성 수준의 차이

대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 수준이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Ⅳ-10>과 같이 고용안정성의 평균 점수는 

비정규직 3.161점, 정규직 3.520점으로 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2) 직무에 따른 고용안정성 수준의 차이

대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 수준이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Ⅳ-10>과 같이 고용안정성의 평균 점수는 기획/

관리/총무/인사 3.186점, 영업/마케팅 3.071점, 연구개발 3.361점, 생산 3.176

점, 서비스/고객관리 3.133점, 기타 3.148점으로 연구개발에서 높은 고용안정성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영업/마케팅에서는 가장 낮은 고용안정성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구개발 직무가 영업/마케팅, 서비스/사후관리 직무

보다 고용안정성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직위에 따른 고용안정성 수준의 차이

대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 수준이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Ⅳ-10>과 같이 일반사원 평균 3.132점, 대리 

3.230점, 과장 2.931점, 차장 3.192점, 부장 이상 3.812점으로 부장 이상에서 

고용안정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사후 검증 결과 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일반사원, 대리, 과장, 차장 보다 고용안정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대리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일반사원, 과장보다 고용안정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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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고용안정성

평균 표준편차 t or F LSD

성별
여성 3.129 0.561

.964 -
남성 3.198 0.486

결혼 여부
미혼 3.153 0.535

.924 -
기혼 3.222 0.537

고용

형태

비정규직 3.161 0.441
-3.022** -

정규직 3.520 0.746

연령

만  20-25세(a) 3.242 0.516

.759 -

만 26세-30세(b) 3.109 0.557

만 31세-40세(c) 3.142 0.487

만 41세-50세(d) 3.210 0.579

만 50세 이상(e) 3.275 0.642

학력

고졸 이하(a) 3.026 0.595

2.619 -
전문대졸(b) 3.186 0.542

대졸(c) 3.159 0.531

석사(d) 3.539 0.437

근무

기간

만 0-5년(a) 3.265 0.489

1.246 -
만 6-10년(b) 3.183 0.483

만 11-15년(c) 3.160 0.666

만 16-20년(d) 3.038 0.508

직무

기획/관리/총무/인사(a) 3.186 0.569

1.874* c>b,e

영업/마케팅(b) 3.071 0.575

연구개발(c) 3.361 0.442

생산(d) 3.176 0.386

서비스/고객관리(e) 3.133 0.521

기타(f) 3.148 0.525

직위

일반사원(a) 3.132 0.541

5.791**
e>a,b,c,d

b>a,c

대리(b) 3.230 0.492

과장(c) 2.931 0.396

차장(d) 3.192 0.659

부장 이상(e) 3.812 0.040

*p<.05, **p<.01, ***p<.001

<표 Ⅳ-12> 인구통계변수에 따른 고용안정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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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임파워링리더십, 조직학습 및 

고용안정성의 상관관계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임파워링리더십, 조직학습 및 고용안정성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 <표 Ⅳ-13>과 같다. 혁신행동은 유의수준 0.01

에서 임파워링 리더십의 의미부여, 조직학습의 지식저장 및 지식공유를 

제외한 임파워링리더십 및 조직학습 요인들과 낮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혁신행동은 유의수준 0.01에서 임파워

링리더십과 .270의 낮은 정적 상관이 있었고, 조직학습과 .180의 낮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한편 임파워링리더십과 조직학습은 유의수준 0.01

에서 .439로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안정성의 경우 유의수준 0.01에서 조직학습과 .284의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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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

워링

리더십

의미

부여

고성과

자에 

대한 

믿음

자율성

부여

의사

결정

참여

조직

학습

지식

저장

지식

공유

지식

활용

지식

창출

혁신

행동

고용

안정성

임파워링리더십 -

의미부여 .778** -

고성과에 대한 믿음 .816** .514** -

자율성부여 .690** .344** .380** -

의사결정참여 .738** .423** .585** .335** -

조직학습 .439** .445** .349** .192** .334** -

지식저장 .444** .472** .323** .228** .303** .792** -

지식공유 .238** .221** .188** .125 .185** .810** .406** -

지식활용 .463** .432** .378** .197** .400** .842** .615** .560** -

지식창출 .244** .274** .239** .035 .182** .797** .389** .716** .609** -

혁신행동 .270** .053 .223** .270** .309** .180** .098 .105 .246** .158** -

고용안정성 .239** .182** .170** .157* .223** .284** .276** .280** .188** .139* .179** -

주) N=243, *p<.05, **p<.01(양측검정). 

<표 Ⅳ-13> 상관관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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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및 

조직학습의 관계

가. 회귀분석에 대한 가정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에 대한 임파워링리더십, 조직학습, 고용안정

성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토하였다. 먼저 

종속변수가 양적변수이어야 하고,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해야하며, 잔차의 

등분산성, 선형성, 상호독립성이 만족되어야 한다.

정규분포 가정은 정규확률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1]

과 같이 점들이 거의 대각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통해 혁신행동 수

준이 대체적으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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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혁신행동의 정규성 검증(P-P plot) 

그리고 등분산성에 대한 검증은 잔차의 산점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등분산성 검증을 위해서 표준화된 예측치(ZPRED)를 X

축으로, 표준화된 잔차(ZRESID)를 Y축으로 두어 그래프로 표시하여 분

산의 선형성과 동일성을 확인한다. 산점도 분석 결과, [그림 Ⅳ-2]와 같

이 대체적으로 0을 중심으로 퍼져있으므로, 등분산성을 만족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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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혁신행동의 등분산성 검증을 위한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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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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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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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urbin-Watson의 통계값이 2에 

근접하고 있어 상호 독립성에 대한 가정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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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의 관계

다음 <표 Ⅳ-14>는 임파워링리더십을 독립변수로 하고 혁신행동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1.911 .282 　 6.773 .000 　 　

성별 .293 .084 .236** 3.485 .001 .902 1.108

연령 -.069 .056 -.131 -1.241 .216 .373 2.680

학력 .112 .062 .125 1.800 .073 .863 1.159

결혼 -.027 .119 -.020 -.222 .824 .518 1.931

고용형태 .184 .105 .120 1.754 .081 .882 1.134

근무기간 .106 .074 .130 1.437 .152 .509 1.964

임파워링 .305 .075 .275*** 4.056 .000 .899 1.112

통계량 R2 = .217, F = 7.478, p= .000, Durbin-Watson = 1.789

<표 Ⅳ-14> 임파워링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N=243) 

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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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은 F값이 p<.001에서 7.478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

에 대한 R²=.217로 21.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이며, 분산팽창인자(VIF)도 10 이하의 수치

를 나타내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Durbin-Watson은 1.789으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

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회

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먼저 통제변수 중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혁신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임파워링리더십은 혁신행동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의 관계에서 

조직학습의 매개효과

임파워링리더십과 혁신행동 간 조직학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서 Baron & Kenny(1986)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매개효과

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1단계 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해야 한다. (2) 2단

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

야 한다. (3) 3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매개변수를 포함한 3단계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

의 영향은 2단계의 영향력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여야 한다. 이를 달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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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3단계에서 매개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곱인 매개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말한다. 본 연구는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크기를 통

계적으로 검정하였다. (4)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효과(full mediating effect)가 

있는 것이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면 부분 매개

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파워링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조직학습의 매개효

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단계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임파워링리더십이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둘

째, 임파워링리더십이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를 통제한 후에 임파워링리더십이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 Ⅳ-15>에서는 임파워링리더십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 조

직학습에 따른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1단계로 임파워링리더십이 조직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표 Ⅳ-13>

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건 (1)을 충족한다. 

2단계로 임파워링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표 Ⅳ-13>에서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건 (2)도 충족되었다. 

3단계로 임파워링리더십과 조직학습을 동시에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에

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은 2단계보다 감소하였으며, 조직학

습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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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종속변수:

조직학습

종속변수: 

혁신행동

종속변수:

혁신행동

1단계 2 단계 3 단계

베타 p 베타 p 베타 p

성별 -.099 .210 .293** .001 .306*** .000

연령 -.082 .116 -.069 .216 -.058 .301

학력 .199** .001 .112 .073 .085 .186

결혼 .026 .817 -.027 .824 -.030 .800

고용형태 .486*** .000 .184 .081 .251* .025

근무기간 -.012 .857 .106 .152 .108 .144

임파워링 .438*** .000 .305*** .000 .245** .003

조직학습 .138* .032

R2 .322 .217 .230

F 12.814*** 7.478*** 7.016***

Durbin-Watson 2.163 1.789 1.799

VIF 1.108-2.680 1.108-2.680 1.118-2.716

<표 Ⅳ-15> 조직학습의 매개효과 검증결과표

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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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조직학습의 매개효과 크기가 유의한지는 <표 Ⅳ-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Sobel test를 통해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임

파워링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기 때문에 부분 매개효

과라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
전체

효과

직접

효과

매개효과

조직학습

임파워링리더십 .221*** .082** .139*

<표 Ⅳ-16> 조직학습의 매개효과(Sobel test) 

주) *: p<.05, **: p<.01, ***: p<.001(양측검정),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

라.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의 관계에서 

고용안정성의 조절효과

임파워링리더십과 구성원의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고용안정성이 조절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 고용형태, 근무기간을 투입하였

으며, 독립변수, 조절변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각각 3

단계에 걸쳐 축차적으로 투입하여 R²값의 변화량이 유의수준 하에서 

증가하였는가와 3단계 상호작용항 베타(ϐ)값의 부호와 유의수준을 통하

여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표 Ⅳ-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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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혁신행동

1단계 2단계 3단계

베타 p 베타 p 베타 p

성별 .293** .001 .292*** .000 .290*** .000

연령 -.069 .216 -.089 .101 -.088 .106

학력 .112 .073 .135* .026 .137* .025

결혼 -.027 .824 -.002 .988 -.001 .990

고용형태 .184 .081 .140 .168 .144 .160

근무기간 .106 .152 .070 .331 .069 .338

임파워링 .305*** .000 .425*** .000 .415*** .000

고용안정성 .325*** .000 .330*** .000

임파워링리더십 

× 고용안정성
.278** .002

F value 7.478*** 9.096*** 10.903***

R² .217 .279 .320

 △R² .217 .062 .041

VIF 1.108-2.680 1.108-2.703 1.113-2.709

<표 Ⅳ-17> 고용안정성의 조절효과 

주)*: p<.05, **: p<.01, ***: p<.001(양측검정), 제시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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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에서 고용안정성의 임파워링리더십과 혁신행동 간 조절효

과를 보면, R²값이 1단계에서 3단계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였으며, 3단

계 상호작용항의 유의확률이 p<.01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고용안정성의 

임파워링리더십과 혁신행동 간 조절효과는 채택되었다. 

5. 논의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임파워링리더십, 조직학습 및 고용안정성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이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혁신행동 수준을 측정하는 점수가 5점 만점인데 비해, 현재 

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의 평균점수는 3.35이다. 기업 근로자의 혁

신행동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으며, 혁신행동이 조직의 성과와 

정(+)의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박재민 & 이중만, 

2010),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의 집단별 차이검정 결과, 

학력, 직무, 성별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구통계

학적 변인 중에서도 학력, 직무, 성별이 어떤 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지 파악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차이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임파워링리더십과 혁신행동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파워링리더십과 혁신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주세영, 2015; 유혜식, 2015)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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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 제고하기 위해서

는 상사의 임파워링리더십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

음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의 관계에서 조직학습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차원의 특성 중 조직학습이라는 학습지

향성을 가진 조직문화가 혁신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개인차원의 창의성 또는 집단차

원에서 리더십, 조직차원에서 보상 등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과 달리 혁

신행동에 대한 학습의 영향력을 구명함으로써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사이를 고용안정성이 조절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임파워링리더

십의 영향력을 고용안정성이 강화시킨다는 것이므로, 개인이 인식하는 

고용안정성의 수준을 높여서 혁신행동의 수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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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의 수준을 측정하고, 혁신행

동과 임파워링리더십, 조직학습 및 고용안정성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일반적 특성에 따

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은 어떠하며, 일

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및 조직학습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대기업 근로자의 혁

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의 관계는 어떠한가?,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

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의 관계에서 조직학습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셋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의 관계에서 고용안정성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이지만, 정확한 

모집단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어 표집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2013년 기준 

매출 1,000대 기업에 속한 근로자를 목표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정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표본크기를 설정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한 분야로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기업

을 고루 선정하였으며, 평균 회수율, 유효 응답률 및 불성실 응답률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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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목표 표집 수를 250명으로 하였다.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혁신행동 9문항, 임

파워링리더십 12문항, 조직학습 16문항, 고용안정성 13문항, 인구통계학 

및 일반적 특성 1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였다.

조사도구는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국내 대기업에서 근로하는 60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5년 8월 31일부터 2015년 9월 16일까지 

우편 및 온라인 설문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에

비조사 결과, 혁신행동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851, 임파워링리더십 조사

도구의 신뢰도는 .835, 조직학습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888, 고용안정성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755로 나타났다.

검증받은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국내 대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를 대상

으로 우편 및 온라인 설문(KSDC, Google Docs)을 이용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10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 272부가 회수되

어 회수율은 87%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 및 누락된 응답이 있는 설

문지를 제외하고 24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유효 응답률은 78%였

다. 본 조사 신뢰도 측정 결과, 혁신행동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833, 임

파워링리더십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850, 조직학습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872, 고용안정성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823로 나타났다.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분석을 위하여 백분율, 평균, 빈도, 상

관분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회귀분석, Sobel test를 사용하였으며, 통

계 프로그램은 SPSS 22.0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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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 문제를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은 평균 3.35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 학력, 직무에 따른 혁신행동 수준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결혼여부, 고용형태, 연령, 근

무기간, 직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혁신행동의 수준은 남성이 3.487점, 여성이 

3.083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혁신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혁신행동 수준은 대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이 평

균 3.3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무에 따른 혁신행동의 수준은 영

업/마케팅이 평균 3.5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직은 상대적

으로 가장 낮은 2.653의 점수였다.

둘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대한 상관 분석, 다중회귀

분석 결과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은 유의한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

며, 21.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의 관계에서 조직학습은 부분 매개효

과가 있었다. Baron & Kenny(1986)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직학습의 매

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임파워링리더십과 조직학습을 동시에 투입한 다중

회귀분석에서 혁신행동에 대한 임파워링리더십의 영향이 감소하였으며, 

조직학습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임파워링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기 때문에 부분 매개

효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학습의 매개효과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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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지 Sobel test를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사이에서 고용안정성은 조절효과가 

있었다.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사이에서 고용안정성의 조절효과를 

보면, R²값이 1단계에서 3단계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였으며, 3단계 상

호작용항의 유의확률이 p<.001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임파워링리더십 하

위요인과 혁신행동 간 고용안정성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은 3.3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점수는 보통에 근접한 값으로서 대기

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이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

을 보여준다. 따라서 변화하는 기업환경에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의 수준을 지금보다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혁신행동 수준 제고 전략 및 방안을 세워 

혁신행동의 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

행요인들이 개인, 집단, 조직차원으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으므로, 먼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을 높일 수 있

도록 조직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의 한 방안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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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제시한 조직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에 대응하여 끊임

없이 학습하고 변화하는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식저장, 지식창출, 

지식공유, 지식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조직학습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직무에 따라 혁신행동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혁신

행동은 기업 근로자에게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므로 직무에 따른 차이를 

줄이고,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은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었으며, 조직학습은 매개변수로서 효과가 있었다. 급변하는 경

영 환경에서 구성원의 혁신행동은 경영 성과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박

재민 & 이중만, 2010). 그러나 개인이 아무리 혁신행동을 하려 할지라

도 주변 환경이나 리더의 용인 없이는 혁신행동을 실행하기 어렵다. 그

러므로 리더는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직원들의 혁신행동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리더의 리더십은 

조직차원의 구조와 문화의 관리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

한데, 임파워링리더십은 개별적인 상사와 부하의 관계 뿐 아니라, 개인, 

집단, 조직의 모든 수준으로까지 임파워먼트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Bolman & Deal, 1991).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링리더십을 통해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이 위임될 경우 혁신행동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

였으며, 이는 임파워링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 관해 연구한 선행연구

들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직의 혁신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과를 향상시키기 원하는 기업은 팀 또는 부서의 리더를 대상으로 임파워

링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여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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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조직학습이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의 관계에서 매개효

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조직학습이 근로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조직학습은 변화하는 

환경에 반응하여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함으로써 발전해나가는 늘 학습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는 상사의 리더십의 구축뿐만이 아니라, 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환경 및 학습 문화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어느 하나의 요인

만으로 혁신행동을 이끌어 내려 하기 보다는 다양한 차원의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혁신행동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즉, 혁신행동은 근로자 개인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

니며, 리더, 업무환경, 조직문화 등의 다양한 요소가 상호작용할 때 비로

소 발현되고 촉진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셋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사이에서 고용안정

성은 조절효과가 있었다. 최근 고용안정성은 조직의 성과와 관련하여 상

반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혁신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도 고용안정성이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부(+)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상반되게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안정성 자체가 혁신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보다

는, 고용안정성이 조절변수로서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고용

안정성이 혁신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혁신행동이 조직의 성과에 정(+)의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조직의 성과와 다른 변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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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고용안정성이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

다. 따라서 기업은 혁신행동 및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의 

관계를 조절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혁신행동 및 조직성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성이 높은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제언

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대기업 근로자 외에 연구의 대상을 다양화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혁신행동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연구 하였으나,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근로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유형에 따른 근로자의 혁신

행동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대기업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은 태생적으로 혁신이 필요한 조직이므로(Drucker, 

1985) 혁신을 통해 도태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존속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혁신행동 수준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유형을 다양화

하여 연구 대상에 따른 혁신행동의 수준을 구명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에 따른 차이,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기업 근로자 간의 

비교를 통해 연구적·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실증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구

명하기 위해 임파워링리더십, 조직학습 외에도 개인차원, 집단차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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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다른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개인차원 및 집단차원에서는 임파워링리더십, 조직차원에서는 조직학

습을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여 복합적인 영향관계를 구

명하였다. 그러나 이 외에도 다른 리더십유형 및 조직의 특성 등의 변인

들이 혁신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명함으로써 혁신행동 수준을 제

고하기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기획이나 조직문화 구축 등에 필요한 실

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어떤 변인의 영향력이 혁신행동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구명함으로써 학문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 변인들에 대한 측정을 위해 동일 응답자에 의한 

자기보고식인 설문지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자존적 편견 오류

(self-serving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동일 방법 사용의 문제

(common method variance problem)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상사나 주변동료들에 의한 평가와 같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에 필요한 측정을 하고, 심층 면접과 인터뷰 등 다양한 방

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언

첫째, 본 연구에서는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사의 임파워링리더

십의 정(+)의 영향력과 조직학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고용안정성

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HRD 담당자는 조직의 하위집단의 리

더가 임파워링리더십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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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조직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문화 및 상사의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전사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

둘째, 혁신행동과 임파워링리더십 사이에서 조절변수로서 고용안정성

의 효과가 있음을 활용하여, 개인이 자신의 고용안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데 필요한 고용환경 및 문화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고용안정성

의 하위요인이 직위안정성과 상황통제력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개인이 자신의 직위에 대해 안전함을 느끼고, 상황통제력을 높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근로자의 주관적 인식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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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혁신행동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업무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
구 ,방법 등을 찾으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와 관련된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
한 지원을 얻어 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
한 공감을 얻어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회사의 핵심인물을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열렬한 후원자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잘 다듬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업
무현장에 적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실용적 가치를 꼼꼼하
게 따진다. ① ② ③ ④ ⑤



- 115 -

 Ⅱ.  임파워링리더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의 부서장은 나의 목표가 조직 목표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부서장은 나의 업무가 조직전반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일임을 알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부서장은 나의 업무가 조직의 큰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부서장은 많은 의사결정을 나와 함께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부서장은 전략적 의사결정시에 나의 의견을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부서장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나
의 의견을 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부서장은 내가 어려운 과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부서장은 내가 실수할 때조차도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부서장은 내가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부서장은 내가 나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도
록 용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부서장은 원칙이나 규정을 단순화하여 내가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부서장은 내가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
해 (승인없이) 내린 빠른 의사결정을 용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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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조직학습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회사는 내·외부 연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
득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는 온라인(인터넷, 인프라넷)을 통해 교육
이나 업무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는 전문서적이나 학술지를 통해 정보를 
획득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는 동호회나 연구모임을 통해 새로운 정
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는 회의, 워크샵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회사는 교육이나 업무 관련 자료를 서로 공유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회사는 비공식 모임에서도 교육이나 업무에 
관한 정보를 교류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회사는 내·외부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을 동료 
직원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회사는 교육훈련 결과를 누적하여 보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회사는 업무 추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회사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 관련 각종 양식을 
표준화하여 보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회사는 각종 연수 자료를 내부 전산망에 등재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회사는 동료 직원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수시
로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회사는 내·외부 연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교육
이나 업무 활동에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회사는 온라인(인터넷, 인트라넷)을 통해 얻은 지
식을 교육이나 업무 활동에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회사는 비공식 모임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교육
이나 업무 활동에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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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고용안정성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현재 직급보다 더 낮은 직급에 배치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부서에서 퇴출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원하지 않는 퇴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속해 있는 부서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급여가 정기적으로 인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부서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이 약화 될 가능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재 때 승진 못 할 가능성이 있다.(직급, 직책 등)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을 맡게 될 가능성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일)을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나의 작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저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사건(일)을 통제할 수 있
을 만큼 조직을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부서의 변화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원한다면 나의 부서에서 내 직위를 지켜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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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일반적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만)______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석사  ⑤ 박사  

4.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기혼  ② 미혼

5. 귀하의 직위는?
① 일반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이상

6. 현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는?  
① 기획·관리·총무·인사  ② 영업·마케팅  ③ 연구개발  ④ 생산  
⑤ 서비스·고객 관리 ⑥ 기타 (직접 작성___________) 

7. 귀하의 현재 고용형태는?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계약직, 인턴사원)

8.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시는 직장명은? (_______________________)

9. 현재 귀하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무기간은? (만)____년_____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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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업종은?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⑤ 서비스·고객 관리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운수업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⑪ 금융 및 보험업
⑫ 부동산 및 임대업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⑯ 교육 서비스업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⑳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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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Innovative Behavior, 

Empowering Leadership, Organizational Learning, 

and Job Security of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by Han-Ryeo Lim

Thesis for the Master of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6

Major Advisor : Chyul-Young Jyu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level of innovative 

behavior of workers in domestic large corporations and to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owering leadership, organizational 

learning, job security and workers' innovative behavior.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first, the level of innovative behavior of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was measured and was checked if 

there were any differenc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empowering 

leadership and the innovative behaviors of workers in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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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s was identified. Third, the mediator effect of 

organizational learn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owering 

leadership and the innovative behavior of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was checked. Fourth, the controlling effect of job 

secu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owering leadership and 

the innovative behaviors of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was 

confirmed. 

The survey instrument was a questionnaire which consists of 

sixty questions on the subjects of innovative behavior, 

empowering leadership, organizational learning, job security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were 

confirmed through carrying out the preliminary survey and then 

the actual one. 

To collect the data, the survey was done by mailing and also 

via online survey system for a whole month from 20th of 

September to 20th of October in 2015. Questionnaires were given 

out in the whole number of 250 copies among which 229 copies 

were collected (The respond rate was 91.6%). The total number 

of 201 copies after excluding un-answered, repeated answered, 

not correctly answered, and out-lier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significant respond rate was 80.4%)  IBM SPSS 

Statistics 22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Statis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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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 level was based on 0.05and technical statistics 

including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were carried out as well T-test, F-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ere don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innovative behavior of workers in large corporation was shown to 

be slightly higher than the average. Then, the level of innovative 

behavior according to sex, education level, work posi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t statistically but the factors of marital status, 

employment form, age, work experience, and  how high the 

position was were not significantly affecting the level. Second, 

innovative behavior of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with empowering leadership. Then, among 

the included factors of empowering leadership, giving freedom 

and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were showing th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novative behavior. Third, 

organizational learning showed partly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ve behavior and empowering 

leadership. As the result of Sobel test to see if the size of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learning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giving freedom and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mong many factors of empowering leadership were shown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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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Forth, job security had a 

controll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of innovative behavior and 

empowering leadership. As the result of confirming the controlling 

effect of job security between the innovative behavior and 

inclusive factors of empowering leadership, giving meanings 

among the sub-factors of empowering leadership and the trust 

on high-performance, inter-relatedness of employment abilit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fore, job security showed 

partly controlling effect in sub-factors of empowering leadership 

and innovative behavior. 

From th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made. First, the 

level of innovative behavior of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were shown to be slightly higher than the average. However, this 

data was very close to the average so that generally speaking, 

the innovative behavior of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does not 

fall on distinctively 'high' category. Therefore, to be equipped 

with better competitiveness in ever-changing business field, 

there should be measures to try to increase the level of 

innovative behaviors of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ve 

behavior of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and empowering 

leadership while organizational learning was effective as a 

mediating variable. Accordingly, the innovative behavio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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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can be promoted by carrying out educational training to 

strengthen the empowering leaderships to the leaders. 

Furthermore, giving freedom and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mong sub-factors of empowering leadership were shown to be 

statistically meaningful so that if an empowering leadership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related to these factors could be 

planned, even higher effect can be expected. Third, job security 

had a controlling effect in the innovative behaviors of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and empowering leadership. Based on this, it 

was able to be identified that job security could strengthen the 

influences of other factors which impact the innovative behaviors. 

Also, drawing from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innovative behaviors and the total performance of the group, 

corporations should establish their environment to be with more 

stable employment to develop even higher level of innovative 

behaviors. 

Suggestions on the further studies fro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udy various samples other than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Second In order to identify 

collectively factors which influence the innovative behaviors of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further studies should use other 

variables in the perspectives of personal, of group, and of system 

other than empowering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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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in order to reduce common method variance problem,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method by various methods 

including further interviews or using evaluation system by boss 

or co-workers. In the aspect of applying the result of study, fist, 

HRD managers at the corporations can promote the level of 

innovative behaviors of members by providing necessary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for enhancing empowering leadership 

of leaders at the sub-groups within the organization. Second, 

since job security has controlling effect between the innovative 

behaviors and empowering leadership, corporations should put 

effort into making members feel safe in their positions and be 

aware of their controlling power, which would enhance the degree 

of worker's subjective acknowledgement on job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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