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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리더-멤버교환관계, 심리적 임

파워먼트 및 팀 학습행동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리더-멤버교환관계 및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영향관계를 구명하였고, 둘째, 대기업 근로자의 리더-멤버교환관

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구명하였고, 셋째, 

대기업 근로자의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 매개효과에 대한 팀 학습행동의 조절효과를 구명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기업 근로자 전체이며, 모집단의 규모가 25만

명이 넘을 경우 384명의 표집 수가 필요하다는 기준에 따라 대기업 근로자 

400명을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도구는 혁신행동, 리더-멤버교환관계, 

심리적 임파워먼트, 팀 학습행동, 일반적 특성 조사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

에 활용된 도구를 번안 및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400부

를 배포하여 359부(89.8%)의 자료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 응답인 경우와 

본인이 팀장인 경우를 자료에서 제외한 후 291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

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for Windows와 Hayes(2013)가 개발한 SPSS 

매크로 프로그램인 PROCESS, Amos 21.0 for windows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와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매개 및 조절효과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리통

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멤버교환관계 및 심리

적 임파워먼트는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

적 임파워먼트는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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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먼트의 매개효과는 팀 학습행동이 높을수록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팀 학습행동이 리더-멤버교환관계와 심리적 임파

워먼트의 관계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경유하지 않는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

신행동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와 현장의 수행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다른 매개변

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하여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관리적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

요가 있다. 셋째, 조직의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임파워시킬 수 

있는 관리자의 리더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넷째,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

양한 개입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팀 학습행동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대기업 근로자, 혁신행동, 리더-멤버교환관계, 심리적 임파워먼트, 

팀 학습행동, 매개된 조절효과, 

학번: 2015-2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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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글로벌 기업의 CEO들은 인적자원(Human capital)과 혁신에 주목하고 

있다(황인경, 2016. 3.). Drucker(1994)가 말한 것처럼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한 자원은 자본이나 노동력이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지식이 되었고, 이에 따라 지식의 창출과 활용의 주체인 

지식근로자들의 역할이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권중생, 노수근, 2014).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문제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행동으로써 혁신행동은 기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

로 인식되고 있다(Kanter, 1988; Scott & Bruce, 1994).

조직의 맥락에서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행동에 대한 주요한 예측변인으로 제시되었다Amabile, 1988). 이와 

관련한 대다수 연구들이 평균적인 리더십(Average Leadership Style, ALS)의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이 같은 평균적인 리더십이 실제 조직 구성원의 

리더와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리더와 구성원간의 관계를 직접

적으로 측정하는 리더-멤버교환관계(Leader-Member Exchange, LMX) 관점

의 접근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Yammarino, 1990). 리더-멤버교환관계의 관

점은 사회적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교환관계가 조직몰입을 

통해 할당된 직무 외의 기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혁신행동의 예측변인으로 받

아들여졌다.

개인의 행동이 자기 자신과 외부 환경이 만들어내는 다차원의 연속적인 상호

작용의 결과임을 고려할 때(Terborg, 1981), 개인수준의 변인과 환경변인의 상

호작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러

한 관점에서 개인을 둘러싼 리더십, 조직문화 혹은 풍토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는 조직의 혁신에 있어서 학습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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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리더-멤버교환관계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본 온세현, 박계홍, 최영근(2011)의 연구에서는 실증적으로 이와 같은 영향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팀은 조직 내 기본적인 학습과 업무의 단위

가 되었고(Harris & Beyerlein, 2003), 이는 조직 내 개인과 연관성이 높은 환경

은 팀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팀 학습행동은 팀원들이 활동하고 피드

백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행동을 수정하고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동태적인 과정

으로써 개인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혁신

행동이 단순히 아이디어의 개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실제로 집단 

혹은 조직에 수용되도록 하기 위해 홍보와 실천 등이 필요한 만큼 리더 외에도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며(Janssen, 2000), 팀 내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포함하는 팀 학습행동은 리더-멤버교환관계가 가지는 혁신행동에 대한 

영향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조절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탐

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정선호, 서동기, 2016). 이 연구에서는 리더-멤버

교환관계와 혁신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동기적 차원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

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한정된 권한을 위임들을 통해 분배

하는 관계적 측면의 임파워먼트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상

황요인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석기현, 2003). 이는 

개인의 잠재력을 발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임파워된  

개인은 조직의 중요한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 혹은 권능을 갖고 있다고 확

신함으로써 업무에 있어서 높은 성과를 보인다(김성남, 이규만, 2011).

리더-멤버교환관계에서 말하는 내집단과의 교환관계는 자원과 정보의 공유로

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리더-멤버교환관계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Spreitzer(1995)는 임파워된 개인이 자

신이 자율적이고 영향력 있다고 믿기 때문에 혁신적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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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의 영향관계로부터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

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으며, 전정호, 조성준(2016)의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관계적 임파워먼트의 개념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 개념으로의 변화는 조직 내 

파워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증대될 수 있다

는 관점의 변화를 의미한다(Thomas & Velthouse, 1990). 이에서 팀 학습행동의 

상호 간의 아이디어 제안과 피드백의 과정, 문제해결과정은 팀 학습에 참여하는 근

로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상호 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개인의 동기 수준이 높더라도 변화를 지향하는 팀 내 활동이 활성화되어있지 

않다면 잠재적인 동료들의 변화 저항을 우려하여 아이디어의 제안이나 홍보가 어

려울 것이다(전영욱, 2009). 또한 팀 학습활동 자체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피드

백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팀 학습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혁신행

동을 하는데 더욱 적극적일 것이다. 이처럼 팀 학습행동은 리더-멤버교환관계와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혁신행동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근로자의 리더-멤버교환관계, 심리적 임파워먼

트, 혁신행동 및 팀 학습행동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먼저 혁신행동과 리더

-멤버교환관계 및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영향관계를 구명하고, 리더-멤버교환관

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구명하고, 리더-멤

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에 대한 팀 학

습행동의 조절효과를 구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대기업에서 근로자의 혁

신행동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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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종업원의 혁신행동과 리더-멤버교환관계, 심리적 임

파워먼트 및 팀 학습행동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리더-멤버교환관계 및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둘째, 대기업 근로자의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

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근로자의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

파워먼트의 매개효과에 대한 팀 학습행동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목표 1.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리더-멤버교환관계 및 심리적 임파

워먼트의 영향관계 구명

연구문제 1-1. 대기업 근로자의 리더-멤버교환관계는 혁신행동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대기업 근로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혁신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목표 2. 대기업 근로자의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

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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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1. 대기업 근로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리더-멤버교환관계

와 혁신행동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가?

연구목표 3. 대기업 근로자의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

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에 대한 팀 학습행동의 조절효과 구명

연구문제 3-1. 대기업 근로자의 팀 학습행동은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

행동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3-2. 대기업 근로자의 팀 학습행동은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

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가?

4. 용어의 정의

가. 혁신행동

이 연구에서 혁신행동은 개인 혁신행동을 의미하며, 이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행동, 자신의 과업 및 소속 집단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

도적으로 창조, 도입, 적용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Janssen, 2000). 

Janssen(2000)은 혁신행동을 3개의 하위요소로 구분하여 아이디어 개발, 아이디

어 홍보, 아이디어 실현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Janssen(2000)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김일천, 김종우, 이지우(2004)가 번안한 조사도구에 대기업 근로자가 

자신의 혁신행동을 인식하여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나. 리더-멤버교환관계

이 연구에서 리더-멤버교환관계는 리더와 멤버 간의 업무적 관계에서 멤버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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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가 인식하는 리더와의 교환관계의 질로 정의하였다. Liden과 Maslyn(1988)은 

리더-멤버교환관계를 4개의 하위요소로 구분하여 정서적 유대감, 충성, 공헌, 전문

성 존경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Liden과 Maslyn(1998)이 개발하고 김현아

와 김인호(2004)가 번안한 조사도구에 대기업 근로자가 자신의 리더-멤버교환관

계를 인식하여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심리적 임파워먼트

이 연구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

무 및 직무수행의 가치를 인식하고 직무수행에서의 자신감과 역량을 키우며 직무

수행에서 자기결정력 및 영향력을 지각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수행동기를 유발하

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Spreitzer(1995)는 임파워먼트를 4개의 하위요소로 구

분하여 의미성, 과업수행자신감, 자기결정성, 영향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Spreitzer(1995)가 개발하고 여관구(2009)가 번안한 조사도구에 대기업 종

업원이 자신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인식하여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팀 학습행동

이 연구에서 팀 학습행동은 팀원들이 활동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행동을 수정하고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동태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Edmondson(1999)이 개발하고 유상옥(2014)이 번안한 조사도구에 대

기업 근로자가 소속된 팀의 팀 학습행동을 인식하여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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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대기업 근로자와 혁신행동

가. 대기업 근로자

사전적으로 기업은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국립국어원, Retrieved 2016. 10. 16)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규모

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법령상 대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

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을 기준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구분에 따르면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며,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더라

도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Retrieved 2016. 10. 16). 이는 금융 및 보험업이 중견기

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은 매년 4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하며, 2016년 4월 기준 

65개의 기업집단 1736개의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기업집단정보포털, Retrieved. 

2016. 10. 16).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학술적인 연구물들에서는 법정 분류 등에

서 업종별로 자본금, 매출액 등의 기준이 상이하여 일관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따라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다(조영아, 2015). 

중소기업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근로자 300인이라는 기준이 활용하고 있으며

(박지훈, 2010; 심준섭, 윤병섭, 2002), 고용 및 노동과 관련한 법률에서는 근

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기업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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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서는 고용형태공시제의 대상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

다(국가법령정보센터, Retrieved 2016. 10. 16).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

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국가법령정보센터, Retrieved 2016. 10. 16), 따라

서 대기업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300인 이상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

나. 혁신행동의 개념

혁신에 대한 연구는 혁신의 수용자가 어떤 형태로 혁신을 확산시키는가에 주

목하는 혁신의 확산이론(Diffusion of Innovation), 무엇이 조직 및 개인의 혁

신성향을 결정하는가에 주목하는 혁신의 결정요인이론(Organizational 

Innovativeness), 조직이 혁신을 실행하는 과정을 현상으로서 연구하는 혁신의 

과정이론(Process Theory)의 세 가지이다. 이 연구에서는 혁신의 결정요인이

론의 측면에서 혁신을 바라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이를 유용한 제품이

나 서비스 혹은 조직이나 작업에서의 운영방법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Amabile, 1988). 변화나 창의성이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들 사이

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변화는 어떠한 대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나 혁신은 참

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이전과는 다른 상태로의 단절

적인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일천, 김종우, 이지우, 

2004). 창의력은 절대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시나 그러한 연상력과 관계

된 능력에 한정되는 반면에 혁신은 이와 다르게 채택주체에 따라 오래된 아이디

어가 혁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창의력이 아이디어가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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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는 시점까지만 고려한다면 혁신은 아이디어가 실천되는 시점까지 고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백영미, 1998).

이처럼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따른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인데, 이에서 변화의 대상은 생산되는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결과

물을 생산하는 체제 등을 포함한다. Van de Ven(1986)은 체제와 아이디어에 

주목하여 혁신을 제도적인 맥락에서 타인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

디어를 개발하고 실행하여 결과물을 내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이미 

존재하는 질서와 공식에 도전하는 인지체계(scheme)이며 이전에 있던 아이디

어들의 재조합이고 관련된 개인들이 새롭게 인지하는 독특한 접근으로 정의하였

다. Rogers(1995)는 변화의 과정에 중점을 두고 아이디어를 자각, 설득, 평가, 

시도, 시행의 단계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면서 혁신을 개인이나 조직이 새로운 

것으로 지각하는 아이디어, 실행방법 또는 대상을 채택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정

의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적용함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개발하거나 이의 생산 체제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

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들에서 주체가 모호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혁신이 

이루어지는 수준에 따라서 조직차원 혁신과 개인차원 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King, 1990). 조직 수준의 혁신은 조직이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서

비스, 프로그램, 제도, 과정, 정책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 혹은 실용화하거나 기

존에 있는 것들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행위이며(King, 1990), 개인 수준의 혁신

은 이와 같은 변화를 실제로 수행하는 개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Janssen, 2000; Scott & Bruce, 1994). 

개인수준의 혁신에 있어서 혁신행동은 이의 개념을 잘 포괄하는 개념으로 평

가받고 있다(이지우, 2002). 혁신행동은 다수 연구자들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이에서는 공통적으로 개인을 주체로 하고 수행의 향상이나 이의 결과로서 성과

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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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개인 혁신행동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Kanter(1988)은 문제인식과 아이디어 채택 또는 해결안 생성으로부

터 시작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후원을 찾아 나서고, 이의 실현을 위한 지지자를 

연합하여 개인의 아이디어를 제품이나 서비스, 공정 등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정

의하였고, West와 Farr(1990)는 조직의 구성원이 자신의 과업 또는 소속집단

이나 조직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도입하여 

적용하는 활동이라고 개념화하였으며, Damanpour(1991)는 개인수준에서 혁신

을 혁신활동에 대한 개별구성원의 수용 정도와 실천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Scott과 Bruce(1994)는 개인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아이디

어의 유발과 실행을 포함하고 있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Janssen(2000)은 혁

신행동을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행동, 자신의 과업 및 소속 집단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도적으로 창조, 도입, 적용하는 활동으로 정의

하였다. 

국외 연구자들의 혁신행동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국내 연구자들이 혁신행동 

개념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병식(2005)은 혁신행동을 새로운 아이디

어를 창출하고 확산하며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으며, 이문선, 강영순(2003)

은 문제인식 및 아이디어 선택, 개발, 수용, 실천 및 확산의 과정을 거치는 것, 

김종우, 이지우, 백유성(2007)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활

용하기 위해 개별구성원이 노력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최석봉, 김경환, 문계

완(2010)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구성원

들이 노력하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남봉우, 서인덕(2010)은 혁신행동을 개인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변화와 개혁을 촉진하고, 독창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시도하며, 지속적으로 직무에 대한 혁신을 시도하는 행동이라고 하였고,  

이기은, 전무경(2011)은 직무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것을 활

용하기 위한 개별구성원의 노력 정도, 이수원, 이우원, 김중화(2011)는 문제인

식 및 아이디어 창출, 개발, 수용, 실천 및 확산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혁신행동의 구성요소에 대한 견해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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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과 Bruce(1994)는 혁신 인식과 혁신 실행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으며, 

Janssen(2000)은 이에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고려하여 

Scott과 Bruce(1994)의 혁신행동에 이를 더 강조하여 아이디어 개발, 홍보, 실

현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Farr, Ford(1990)는 혁신행동의 구성요소를 

좀 더 세분화하여 자기업무추진과정에서 변화 필요성에 대한 지각, 변화를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각, 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

(self efficacy), 변화 효용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각,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이라는 다섯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혁신행동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도 구성요소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이인석

(1999)은 혁신의 필요성 지각, 혁신수용, 혁신활용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였

고, 이화용, 장영철(2004)는 혁신개발, 혁신실행의 두 가지를 활용하였다. 장동

걸(2006)은 혁신지각, 혁신개발, 혁신실행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다. 혁신행동의 측정

혁신행동에 대해 연구한 최근 국내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을 고찰한 결과, 

Scott, Bruce(1994)와 Janssen(2000)의 측정도구가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표 Ⅱ-1> 참조).

측정도구 하위 영역 연구자(연도)

Scott &
Bruce(1994)

혁신 인식
혁신 실행

송병식, 강영순(2001), 이화용(2004), 김일천,
김종우, 이지우(2004), 윤대혁, 정순태(2006),
설홍수(2006), 남봉우, 서인덕(2010), 최석봉,
김경화, 문계완(2010), 김정훈(2011), 이기은,
전무경(2011), 공혜란(2013)

Janssen(200
0)

아이디어 개발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실현

박오수, 고동운(2008), 유영식 외(2009), 백유
성, 최계영, 박진형(2011)

<표 Ⅱ-1> 혁신행동 측정도구를 활용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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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 Bruce(1994)의 측정도구가 Janssen(2000)의 측정도구에 비해 선행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cott, Bruce(1994)의 측정도구가 

아이디어 확산 및 실천이 미흡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Janssens(2000)의 측

정도구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이디어 개발, 아이디

어 홍보, 아이디어 실천을 하위영역으로 두고 있는 Janssen(2000)의 측정도구

를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아이디어 개발은 조직 구성원이 가진 문제의식을 해

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으로서(장동걸, 2006), 외부 환경에

서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거나(송정수, 양필석, 2008), 새로운 

과업수행방법의 개발 혹은 기존 과업수행방법의 개선을 유도하는 아이디어를 찾

는 것을 말한다(이지우, 2003). 아이디어 홍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지지자나 지원자를 찾는 조직 구성원의 사회적 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장

동걸, 2006),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스폰서십(sponsorship)이나 연합체

(coalition)를 구축하고, 혁신을 모형화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백영미, 1999). 아이디어 실현은 아이디어를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여 이로부터 

효과를 얻는 것으로(장동걸, 2006), 자신의 과업역할에 아이디어를 도입함으로

써 과업의 처리방법, 과정 및 절차 등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Farr & Ford, 1990). 이와 같은 변화의 가치와 성공가능성에 대해 다른 조직

구성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Scott & Bruce, 1994). 

하위영역 주요내용

아이디어 개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

아이디어 홍보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 지지자나 지원자를 찾는 사회적 노력

아이디어 실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인의 업무활동에 적용하여 효과를 거두는 것

<표 Ⅱ-2> Janssen(2000) 측정도구의 하위영역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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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멤버교환관계

가. 리더-멤버교환관계의 개념

리더-멤버교환관계는 리더와 부하 사이에서 발전되는 관계의 유형과 교환을 

말한다(Wayne & Green, 1993). 리더-멤버교환관계모델은 수직-쌍 연결모델

(Vertical-dyad linkage model)로서 먼저 소개되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리더

와 멤버는 어떠한 유형의 교환관계를 가지며, 이러한 교환관계는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 질적인 범위를 갖는다. 이때 상사는 각각의 멤버들과 개별적인 

질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높은 질적 교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내 그룹

(In group)’에 속한다고 하며, 낮은 수준의 교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외 그

룹(Out group)’에 속한다고 한다. 높은 수준의 리더-멤버교환관계는 높은 수

준의 신뢰, 상호작용, 지원 그리고 보상이 특징이며, 낮은 질적 수준의 리더-멤

버교환관계는 낮은 수준의 신뢰, 상호작용, 지원 그리고 보상으로 특정이다

(Dienesch & Liden, 1986). . 

이러한 리더-멤버 교환의 개념은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을 근거로 

한다.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이러

한 관계들을 여러 형태로 발전시키는데, 이를 크게 경제적 교환관계와 사회적 

교환관계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교환관계는 상호간의 거래적 관

계를 의미하며, 사회적 교환관계는 상호호혜의 의무를 갖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

에서 상호호혜의 의무에 대한 규범은 자신이 행한 선행에 대해 향후 언젠가 대

가를 돌려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낮은 수준의 리더-멤버교환관계는 사

회교환이론의 경제적 교환관계이며, 높은 수준의 리더-멤버교환관계는 사회적 

교환관계다. 즉‘내 그룹(In group)’에 속한 사람들은 높은 질적 리더-멤버교

환관계에 속한 사람이며,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이들이 리더와 갖는 교환관계

는 사회적 교환관계이다. 리더-부하 교환관계 발전의 동기적 기초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교환의 개념과 상호호혜의 규범이 이용되어 왔는데(Blau, 1964; 

Graen, 1995),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멤버에 대한 긍정적이고 이로운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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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동들은 멤버들로 하여금 긍정적이고 이로운 행동으로 리더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형성하도록 하여 결국 교환관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멤버들은 이와 같은 긍정적이고 이로운 행동으로서 쉽게 접근

하고 행할 수 있는 주어진 역할 외의 행동을 통해 사회적 교환관계의 균형을 맞

추고자 한다(Bauer, Liden, & Wayne, 2006). 결국 이러한 리더-멤버교환관

계는 멤버에 대한 리더의 기대, 멤버의 성과 그리고 리더와 멤버 간의 조화에서 

근거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Liden, Sparrowe & Wayne, 199

3). 

리더-멤버교환관계가 부하의 성과에 대한 리더의 높은 질의 교환이라는 단일

차원의 교환관계로 시작되었으나, Liden과 Maslyn(1998)은 리더와 멤버가 서

로 교환관계를 맺는 이유와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리더-멤버교환관계에 대해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차원적 관점은 리더와 멤버의 

관계를 이해하고 리더와 멤버가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키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더-멤버교환관계의 다양한 하위차원이 제시되고 있다

(<표 II-3> 참조).

연구자 리더-멤버 교환관계(LMX) 하위 차원

Dienesch & Liden(1986)
Ÿ 교환의 기여(contribution of the exchange)
Ÿ 충성심(loyalty)
Ÿ 정서적 애착(affect)

Graen & Uhl-Bien(1995)
Ÿ 의무감(obligation)
Ÿ 존경심(respect)
Ÿ 신뢰(trust)

Liden & Maslyn(1988)

Ÿ 정서적 애착(affect)
Ÿ 충성심(loyalty)
Ÿ 공헌의욕(contribution)
Ÿ 존경심(professional respect)

Schriesheim, C. A., Castro, S. L.
& Cogliser, C. C. (1999)

Ÿ 상호 지원(mutual support)
Ÿ 신뢰(trust)
Ÿ 호감(liking)
Ÿ 자율권(latitude)
Ÿ 관심(attention)
Ÿ 충성심(loyalty)

<표 Ⅱ-3> 리더-멤버교환관계의 하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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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riesheim, Castro, Cogliser(1999)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리더-멤

버교환관계의 하위요소로 상호 지원, 신뢰, 호감, 자율권, 주의(attention) 및 

충성심 등이 많이 나타났으며, 이에서도 상호간의 존경, 신뢰 및 협조(respect, 

trust, and obligation)가 리더-멤버교환관계의 주된 구성요소로 이용되고 있

다고 하였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들은 리더-멤버교환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하

위요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장은주, 이기은, 2008; 장현아, 최애경, 200

7), 상호간의 능력에 대한 존경, 상호간의 신뢰 그리고 상호간의 의무

(interacting obligation)는 경력 지향적인 사회적 교환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후에 일종의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다(Schreisheim et al., 1999). Liden

과 Maslyn(1998)은 리더-멤버교환관계의 하위 요소로 정서적 애착(affect), 

충성심(loyalty), 공헌의욕(contribution), 존경심(professional respect)을 제

시하고 있다. Graen과 Uhl-Bien(1995)도 리더-멤버교환관계가 다차원적 특

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리더-멤버교환관계의 하위 요인으로 의무감

(obligation), 존경심(respect), 신뢰(trust)를 제시하였다.

Dienesch와 Liden(1986)은 리더-멤버교환관계가 네 단계에 걸쳐 형성된다

고 주장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리더와 멤버가 가진 태도, 성격, 배경, 신체특

징 등의 기본적인 개인적 특성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시작한다. 두 번째 단계

에서는 리더가 멤버로 하여금 역할이나 직무를 할당함으로써 멤버의 능력을 시

험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멤버가 리더가 할당한 역할이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반응행동을 하며 자신이 왜 이러한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인식한

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리더가 멤버의 역할과 직무 수행을 판단하고 인식한다. 

이처럼 Dienesch와 Liden(1986)은 리더-멤버교환관계이론의 형성에 있어서 

리더를 가장 영향력 있는 전달자로 보았다. Graen과 Scandura(1987)는 역할

발달에 중심을 두고 리더-멤버교환관계가 세 단계에 걸쳐 발달된다고 하였다. 

첫 번째 단계(role-taking)에서는 리더가 멤버에게 공식적인 역할이면서 비교

적 어렵지 않은 업무를 주고 멤버가 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지 살펴본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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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단계(role-making)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리더가 멤버에 대해 확신이 어

느 정도 가지면 멤버가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창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세 번째 단계(role-routinization)에서 멤버가 스스로 창안한 역할을 리더가 올

바르다고 인식하면 리더는 이를 지속하도록 격려와 지원을 보낸다는 것이다. 

Deborah와 Robert(1999)는 Graen과 Scandura(1987)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역할발전(role developing)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획득(role-taking)단

계에서 리더와 멤버는 서로 틀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서로를 탐색하며, 멤버

가 직무수행을 위한 자격이 갖추어졌다고 리더가 판단할 때 두 번째 단계인 형

성(role making)단계로 넘어간다. 이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멤버는 첫 번째 단

계에서 맡았던 것보다 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일종의 시험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최종단계인 역할 발전단계로 넘어간다. 역할 발전단

계는 신뢰 및 존중의 교환이 일어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나. 리더-멤버교환관계의 측정

리더-멤버교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Graen과 Uhl-Bien(1995) 그리고 

Liden과 Maslyn(1998)의 도구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Graen과 

Uhl-Bien(1995)의 척도인 LMX-7은 7개로 구성된 단일차원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리더-멤버교환관계를 의무감((obligation), 존경심

(respect), 신뢰(trust)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으나, 요인분석을 통해 하

나의 단일 요인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선

험적인 도구였으나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이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실

증적으로 검증되었다(김성혁, 황수영, 양현교, 2009; 장현아, 최애경, 2007; 정

대용, 조철호, 2010; Gerstner & Day, 1997). 

Scandura와 Graen(1984)이 개발한 리더-멤버교환관계의 측정도구는 단일

차원이며 4점 리커트 척도의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Tordera, Gonzalez-Roma 

& Peiso, 2008). Tordora et al.(2008)의 공중보건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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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가 .88로 나타났으나, 1995년 이전의 선행

연구, 즉 Graen과 Uhl-Bien(1995)그리고 Liden과 Maslyn(1998)의 도구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많이 활용되

고 있지 않다(Kinicki & Vecchio, 1994; Major, Kozlowski, Chao & 

Gardner, 1995),

Liden과 Maslyn(1998)은 리더-멤버 교환관계가 다차원적 특성을 지니고 있

어, 측정도구 또한 하위 차원으로 구분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서적 애착

(affect), 충성심(loyalty), 공헌의욕(contribution) 그리고 존경심(professional 

respect)의 4영역 12문항을 절대 동의하지 않음(Strongly Disagree:1)에서 절

대 동의함(Strongly Agree:7)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개발하였다. 이를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가 정서적 애착이 .90, 충성심이 .74, 공헌의욕이 

.74, 존경심이 .89로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Liden과  Maslyn(1998)이 개

발한 도구는 이후 리더-멤버교환관계를 다차원으로 이해한 선행연구들에서 많

이 사용되고 있다(김미형, 2009; Bauer, Erdogan, Liden & Wayne, 2006; 

Kamdar & Van Dyne, 2007). 

3. 심리적 임파워먼트

가.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개념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사전적으로 권한 부여나 권한 위임 등으로 정

의되며, 경영학에서는 개인적 경험에 대한 동기부여 과정을 말한다(Corsun & 

Enz, 1999). Conger와 Kanungo(1988)는 임파워먼트를 단순히 위임이 아니라  

할 수 있게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임파워먼트를 동기부여 측면과 관계구조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동기부여 측면에서 임파워먼트는 조직구성원이 무언가 자

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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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강화시키는 과정이며, 관계구조 측면에서 임파워먼트는 조직구성원에게 활

력을 주기 위해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이때 힘(power)은 소속된 조직 내의  

공식적인 권한 또는 통제권이다. 

Thomas와 Velthouse(1990)는 임파워먼트를 과업수행에서의 자신감에서 동

기부여의 개념으로 확장하였으며, 임파워먼트를 개인의 직무역할 수행 중 의미

성, 과업수행자신감(competence), 자기결정력, 그리고 영향력의 인식을 통해 

증가된 내재적 과업 동기부여(intrinsic task motivation)의 네 가지 하위요소를 

갖는 다차원적인 속성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Spreitzer(1995)는 Thomas, 

Velthouse(1990)의 주장과 동일하게 임파워먼트가 구성이 네 가지임을 주장하

였다. Spreitzer(1995)가 제시한 의미성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된 직무의 

가치를 의미하며, 과업수행 자신감(competency)은 일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

다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하며, 자신이 보유한 기술로 할당된 직무

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스스로의 판단이다. 자기결정력은 직무활

동에 있어서 시작과 조절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의미하고

(Deci, Connel & Ryan, 1989), 영향력은 스스로의 직무활동이 목표의 성취나 

목적 등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신념을 의미하며(Thomas & 

Velthouse, 1990), 업무단위 내에서 관리나 운영의 결과에 대해 개인이 갖는 

영향력의 수준이다(Logan & Ganster, 2007). Spreitzer(1995)는 실증적인 연

구를 통해 임파워먼트의 구성요인을 타당화하였으며, 이후 이들이 제시한 하위 

구성요인들의 지각을 통한 내재적 동기유발과정이 임파워먼트의 주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박혜진, 최애경, 2009; Siegall & Gardner, 2000; 

Spreitzer, 1995). Pecci와 Rosenthal(2001)도 임파워먼트를 자신이 부여받은 

직무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지각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이 구성원의 내면적 동기 측면을 강조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수

행을 통해 얻은 직접적인 개인의 경험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인지태도

와 관련이 있다(오붕익, 이시경, 2011; Spreitzer, 1995). Keller와 

Dansereau(1995)는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개인적인 통제로써 결정력의 지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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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하였으며, Leslie와 Holzhalb, Holland(1998)는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직무수행 중에 결정과 관련하여 상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구성원 

스스로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와 연관된 구성원의 영향력(power)으로 이해하

였다. Cattaneo와 Chapman(2010)도 임파워먼트를 사회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의 영향력으로 이해하고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은 개인이 가치 있는 목적을 설

정하고 자기효능감, 과업관련 지식과 과업수행자신감을 개발하여 행동의 영향력

을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박원우(1997)는 이러한 파워의 개념과 관련하여 

심리적 임파워먼트에서 파워는 총합이 정해져 있고 배분에 따라 변화하는 

zero-sum이 아니라 총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사와 부하 간의 상호작용 결과

로 서로의 파워가 증대될 수 있는 positive-sum으로 이해하고, 심리적 임파워

먼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부하에게 권한을 주

면 관리자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부하에게 권한을 주면 상사와 부하

의 힘이 모두 증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임창희, 김영천, 2003).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관련하여 Conger와 Kanungo(1988)는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 형성 과정을 토대로 임파워먼트 과정을 제시하였

다. 구체적으로 임파워먼트의 과정은 심리적으로 무력감을 주는 조건을 파악하

여 적절한 경영전략 및 기술을 사용하고, 구성원들에게 유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구성원은 임파워먼트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임파워먼트가 구성원의 주

도성과 과업성취에의 노력으로 이어지는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서 임파워먼트는 효능감과 마찬가지로 Bandura(1986)가 제시했던 유능성

과 관련한 네 가지 유형의 정보, 즉 과업 성취, 대리 경험, 언어를 통한 설득, 

생리적 상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Thomas와 Velthous(1990)

는 외부적 사건을 개인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임파워먼트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고 이는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개인의 

해석 스타일과 외부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 대한 개인차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에서 일반적인 평가에 대한 개인차는 상황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외부적 상황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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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다. Thomas와 Velhous(1990)의 임파워먼트는 의미, 능력, 선택, 영향로 

구성되므로 이에 대한 평가 또한 이 네 가지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다.

나.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측정

심리적 임파워먼트 측정에는 Spreitzer(1995), Leslie et al.(1998) 및 

Pecci와 Rosenthal(2001)의 도구가 주로 활용된다. Spreitzer(1995)가 개발

한 측정도구는 상대적으로 일찍 개발되어 많이 활용되었다(권인수, 최영근, 

2011; 오상은, 2009; Gomez & Rosen, 2001; Siegall & Gardner, 2000). 

Spreitzer(1995)는 Thomas와 Velthouse(1990)가 제시한 네 가지 하위 요소

인 의미성, 과업수행자신감, 자기결정력 및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

하였다. 이 도구는 의미성 3문항, 과업 수행 자신감 3문항, 자기결정력 3문항 

및 영향력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범위는 7점 리커트 척도이며, 실증적

으로 기업의 중간관리자와 직급이 낮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내

적일치도 계수는 중간관리자는 .72, 일반 직원은 .62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구성요인 그대로 활용되나,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수정되어 활용되기도 하였다. 

정대용과 조철호(2010)의 연구에서는 과업수행자신감(competence)을 제외하

고 네 가지 하위요인 중 세 가지 요인만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Leslie et al.(1998)의 도구는 자기효능감의 지각(Personal Orientation to 

Work), 업무환경 지각(Work Environment), 업무관계(Work Relationship)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요인별로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응답범위는 절대 동의함(Strongly Agree:1)에서 절대 동의하지 

않음(Strongly Disagree:5)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조사한 결과 내적일치도 계수는 자기 효능감의 지각 .83, 

업무환경 지각 .83, 업무관계 .82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측정도구는  

Spretizer(1995)의 도구와 다르게 업무 환경 지각과 업무관계영역 등 개인차원

을 넘어서 개인을 둘러싼 조직분위기와 직무 간 관계까지 포함하고 있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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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장신재(2003)의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에서는 임파워먼

를 측정하기 위해 Leslie et al.(1998)의 측정도구 구성개념을 수정하여 자기 

임파워먼트, 조직구성원 임파워먼트, 클라이언트 관계변화의 세 가지 영역으로 

하위 요인을 분류하였다. 장신재(2003)는 자기 임파워먼트 8문항, 조직구성원 

임파워먼트 9문항, 클라이언트 관계변화 8문항으로 총 25문항을 구성하였고, 실

증조사 결과 내적일치도 계수는 각각 자기 임파워먼트 .68, 조직구성원 임파워

먼트 .76, 클라이언트 관계변화 임파워먼트 .68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Leslie et al.(1998)의 측정도구를 그대로 이용하거나(김명성, 2012), 장신재

(2003)의 측정도구를 이용하기도 하였다(이동영, 김정업, 2012).

Pecci와 Rosenthal(2001)은 임파워먼트를 직무에 부여된 자율성의 지각이라

는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리더와 업무와 관련하여 거리가 먼 현장 근로자

의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리더십 스타일보다 직무와 관련한 자율성이 더 긍정적

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서비스업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

고 서비스업의 현장 근로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조건으

로써 훌륭한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이해,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 그리

고 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였다. Pecci와 Rosenthal(2001)은 

이를 토대로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 척도는 훌륭한 서비스의 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 of SE), 직무 역량(job competence) 그리고 직무 자율성

(job autonomy)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가지 영역은 Spreitzer(1995)가 

제시한 의미성, 과업수행자신감 및 자기결정력과 유사하다. 문항은 영역별로 세 

문항씩 총 아홉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범위는 절대 동의하지 않음

(Strongly Disagree:1)에서 매우 동의함(Strongly Agree:5)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유통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결과, 내적일

치도 계수는 SE국제화 .80, 직무 역량 .69, 직무 자율성 .76으로 높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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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팀 학습행동

가. 팀 학습행동의 개념

팀 학습의 개념을 정의하는 관점은 다양하나 크게 인지주의적 관점, 행동주의

적 관점, 통합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주의적 관점과 행동주의적 관점

은 대표적으로 팀 학습을 과정과 결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팀 학습은 문제 해결 혹은 사고 과정 등 정보를 조직하고 재정비하는 

과정이며,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팀 학습은 관찰할 수 있는 비교적 영속적인 행

동 상의 변화로써 경험의 결과이다. 팀 학습을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팀 학

습을 팀원들이 독특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거나 팀원들 간에 서로 공유하며, 

성과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험 하는 것이나(Druskat & Kayes, 2000), 팀 구성

원들이 목표에 맞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팀의 역량을 조정하고 개발하는 과정

(Senge, 1990), 팀이 달성하려고 하는 성과, 과업에 대한 이해, 변화에 적응하

기 위해 행동을 조정하는 프로세스나 시도(Edmondson, 1999) 등으로 정의된

다. 팀 학습을 결과로 보는 관점에서는 팀 학습은 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집합적인 지식의 구축이나(Dechant, Marsick & Kasl, 1993),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추론을 행위의 지침이 되는 표준화된 과업 수행 절차로 부호화 

하는 것(Levitt & March, 1988)으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팀 학습은 팀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획득·공

유·결합하여 팀 성과와 지식측면에서 비교적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Argote, Gruenfeld & Naquin, 2001). 

Huber(1991)는 정보처리 모형을 기반으로 팀 학습 과정이 정보 습득, 정보 

분배, 정보 해석, 그리고 정보 저장과 검색의 단계적 행동들로 이루어져있다고 

제시하면서 팀 학습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제공하였다. 이에서 정보 습

득은 두 가지 보완적인 형태인 모니터링(monitoring)과 탐침(probing)을 통해 

정보를 얻는 과정이며, 정보 분배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팀 내 상

호작용에 의해 팀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과정이다. 정보 분배는 주로 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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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팀의 공동의 이해 또한 분배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팀 구성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정보 해석이라고 

한다. 정보 저장과 활용은 분리되지 않은 통합적인 활동으로, 팀 구성원들이 활

용할 수 있도록 저장된 팀 메모리는 팀 구성원에 의해 구축된다.

Dechant, Marsick과 Kasl(1993)은 팀 학습 모형을 제시하면서 모형의 중심

이 되는 학습과정을 사고(thinking)에 해당하는 구조화(frame)와 재구조화

(reframe), 행동(action)에 해당하는 경계의 교차(cross boundaries)와 실험

(experiment), 그리고 사고와 행동을 통합하는 관점의 통합(integrated 

perspectives)으로 설명하였다([그림 Ⅱ-1] 참조). 즉 팀의 학습은 목적, 인적 

자원 등과 같은 기존에 팀에게 투입되어 현재 가지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초기 

인식을 의미하는 구조화와 이 구조화된 인식에 대한 변화를 뜻하는 재구조화, 

제기된 가설의 검증이나 혹은 효과와 관련한 새로운 발견 및 확인을 의미하는 

실험, 주체 간 정보의 교환으로써 경계의 교차, 그리고 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

는 각기 다른 관점들을 통합하고 변증법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관점의 통합의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Kasl, Marsick과 Dechant(1997)는 Dechant, Marsick

과 Kasl(1993)의 팀 학습 모형 중 팀 학습 과정과 팀 학습과정이 이루어지는 

학습상황에 대해 <표 Ⅱ-4>과 같이 설명하였다.

학습과정 정의

구조화(framing)
과거에 대한 이해와 현재의 투입에 기반한 이슈, 상황, 사
람, 목적, 대상에 대한 팀의 초기 인식

재구조화(reframing) 새로운 이해와 구조로 인식이 변형되는 과정

실험(experimenting)
가설이나 흐름을 검증하거나 효과를 발견하고 확인하기 위
해 이루어지는 집단 활동

경계의 교차
(cross boundaries)

개인 혹은 팀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 관점, 아이디어
를 교환하는 것. 경계(boundaries)에는 물리적, 정신적, 조직
적 경계가 포함될 수 있음.

관점의 통합
(integrating perspective)

협상이나 다수의 의견이 아닌 변증법적(dialectical) 사고를 
통해 집단 구성원의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는 것.

Kasl, Marsick, & Dechant. (1997). Teams as learners: A research-based model of team 

learning.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3(2), p. 230.

<표 Ⅱ-4> 팀의 학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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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팀 학습 모형(Team Learning model)

출처: Dechant, Marsick, & Kasl. (1993). Towards a model of team learning. Studies in 

Continuing Education, 15(1), p. 6.

Dechant, Marsick과 Kasl(1993)은 추가적으로 팀 학습과정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팀워크의 가치인식(appreciation of teamwork), 개인의 표

현(individual experssion), 운영원칙(operating principles) 등의 요소를 고려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팀워크의 가치인식은 팀 내 구성원의 아이디어에 관심

을 가지고, 이 아이디어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려하며, 팀 

원이 서로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여 결국 이를 통해 팀원 간에 시너지를 내는 것

을 의미한다. 개인의 표현은 팀의 수행과 관련하여 목표의 설정 혹은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하여 차별 없이 스스로의 의견을 개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운영

원칙은 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효율성 있는 원칙을 설정 및 활용하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집합적인 발달(collective development) 측면에서 이와 같은 학

습과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팀이 더욱 진보하였으며, 이러한 발달적인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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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fragmented), 연합(pooled), 상승(synergistic), 연속(continuous)의 네 

가지 팀 학습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분해에서는 팀이 구성되고 구조

화와 실험이 이루어지며, 연합에서는 팀 구성원의 차원에서 재구조화와 경계의 

교차가 이루어진다. 상승에서 팀은 앞선 현상들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팀 구성원 

간에 각기 다른 관점을 통합하게 되고, 연속에서는 결과적으로 창출된 팀의 지

식을 조직이나 다른 팀과 같은 팀 외부로 전파하며, 반대로 또 팀 외부에서 새

로운 관점을 획득하여 학습을 확대한다(Dechant, Marscik, Kasl, 1993).

Brooks(1994)는 팀 학습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반성적 작업과 활동적 작업으

로 구분하고 이들의 순환과정이 곧 팀 학습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반성적 작업

에는 문제 제기, 지식 및 아이디어 공유 및 새로운 지식의 통합 등이 있으며, 활

동적 작업에는 데이터 수집, 새로운 정보 전파 등이 있다. 또한 팀 학습이 일어

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필요조건은 팀에 할당된 권력(power)이며, 팀원 간의 권

력 차이는 반성적 사고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반성적 작업과 활동적 작업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시간, 활동 및 작업 등에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그림 Ⅱ-2] 참조).

Edmonson(1999)은 팀 학습 과정을 탐색, 반성, 토론, 피드백, 실천의 다섯 

가지 단계로 구분하면서 팀 학습행동을 이와 같은 과정에 있어서 차이에 기반한 

토론과 가정의 시험 및 팀 수준의 반성적 사고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였고, Van 

den Bossche et al.(2006)은 대인관계 맥락, 사회인지, 상호 공유된 인지를 포

함하는 IPO 모형에 기반하여 팀 학습행동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팀 학습행동은 

의미의 구성(construction),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 혹은 수정하는 과정

인 공동 구성(co-construction), 관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설적인 

갈등(constructive conflict)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McCarthy와 

Garavan(2008)은 팀 학습과정에서 메타인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

장하면서, 메타인지를 중심으로 정보의 확인(identification), 새로운 지식의 일

반화(generation), 구성원 및 집단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한 확산(diffusion), 거

시적인 수준에서 학습으로 인한 통합(integration) 및 수정(modification),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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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나타나는 의사결정으로 인한 활동(action)의 단계가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Ⅱ-2] 팀 학습과정

출처: Brooks, A. K. (1994). Power and the production of knowledge: Collective team learning 

in work orientations.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5(3), p. 227.

나. 팀 학습행동의 측정

 팀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한 만큼 팀 학습의 측정도 다양하게 이루어

졌다. 이는 크게 결과적 관점에서 팀 학습과 과정적 관점에서 팀 학습을 측정하

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팀 학습 결과보다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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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Edmondson, 1999; Van Offenbee

k, 2001; Gibson & Vermeulen, 2003). 이는 팀 학습 과정이 개인학습이나 

조직학습과 같은 다른 학습 과정들과 구별하여 측정할 수 있고,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측정에 있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Edmondson(1999)은 팀 학습행동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가구 제조회사

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서 특징적인 점은 자기 보고식 설문지와 

관찰자 설문지 두 종류를 개발하여 측정 하도록 한 것이다. 연구 결과 내적일치

도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가 0.61-0.79, 관찰자 설문지가 0.84로 양호한 신뢰도

를 나타냈다.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축정 문항의 내용상“우리 팀원들

은 타부서나 조직의 고객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모두 수집한다.”와 

같은 정보 획득이나,“우리 팀원들은 종종 논의 중인 쟁점들에 관한 가정을 검

증해보자고 거리낌 없이 말한다”와 같은 성찰적 의사소통을 포함하고 있다. 최

종적으로 개발된 설문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이며,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Van Offenbeek(2001)는 Huber(1991)의 정보처리 관점에서 팀 학습을 정

의하고 적합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경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

하였다. 이에서 팀 학습 과정은 개념적으로 정보 획득, 정보 배분, 수렴적 해석, 

발산적 해석, 정보 저장과 인출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지만, 실증적인 

요인분석에 있어서 정보 획득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 내

적일치도 계수는 요인별로 각각 정보 배분이 .74, 수렴적 해석이 .63, 발산적 

해석이 .59, 정보 저장과 인출이 .66으로 나타났으며, 발산적 해석의 내적일치

도 계수가 낮았다. 이는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활동과 현상들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전영욱, 김진모, 2009).

Gibson, Vermeulen(2003)은 팀 학습 과정을 새로운 지식의 적용과 개선 활

동으로 보고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의료 관련 생산 회사의 네 개 유형의 팀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서 팀 학습 활동은 실험적 시도, 성찰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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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지식 성문화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각 하위요인이 서로 독립적이고 이 중 

어느 한 요인이라도 잘 발생하지 않으면 팀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 주장하였다. 연구결과 내적일치도 계수는 실험적 시도가 .74, 성찰적 의사소

통이 .89, 지식 성문화가 .93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조사도구는 7점 리커트 

척도의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Gibson, Vermeulen(2003)

의 측정 도구가 활용되었다(전영욱, 김진모, 2009; 김민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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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인 간 관계

가. 혁신행동과 리더-멤버교환관계 및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영향관계

1)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

혁신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상사와 부하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원 및 정보의 

공유, 상호 존중 등의 관계수준이 혁신행동을 자극하고 표출할 것이라는 가정에

서 출발하고 있다(박계홍, 김학준, 2010). 이로부터 리더십은 혁신행동에서 중

요한 기여를 할 것임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Burns & Stalker, 

1961; Peters, 1987; Bass, 1981; Stodgill, 1974). 

리더-멤버교환관계는 구성원의 직무능력과 행동에 대한 반응물로서 리더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의미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목표를 공유해가는 질적 교환

관계를 의미한다(Sparrow & Liden, 2005). 리더-멤버교환관계의 핵심은 교환

당사자들간의 호혜적 규범이며(Lapierre et al., 2006), 당사자들 간에 우호적

인 교환관계가 형성될수록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는 다양한 교환행동이 발생된

다. 이러한 사회교환의 관점에서 Jassen, Van Yperen(2004)는 높은 수준의 

리더-멤버교환관계를 지각하는 구성원일수록 조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구되지

는 않지만, 조직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행동이 촉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

Scott, Bruce(1994)는 리더십의 유형, 구성원들의 문제해결 유형, 혁신분위

기를 개인혁신행동의 선행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리더-멤버

교환관계가 혁신행동에 대한 직접효과가 .200( ), 종사원이 인지하는 혁

신지원을 매개로 하여 간접효과가 .183( )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서비

스기업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김영훈(2015)의 연구에서는 리더-멤버교환관계

가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개

발에는 공헌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아

이디어 실천에는 공헌(   ), 존경(    ),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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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업 구성원

들을 대상으로 한 백영미, 김성국(2000)의 연구에서도 리더-멤버교환관계는 혁

신행동과 정의 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2)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혁신행동의 관계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 직무성과, 조직몰입 및 혁신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Spreitzer, 1995; Thomas & Velthouse, 

1990), 높은 수준의 임파워먼트 지각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기효능감 혹은 가

지결정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주어진 업무를 솔선수범해서 수행하는 

등 적극적, 긍정적 태도 및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Spreitzer, 1995).

Spreitzer(1995)에 따르면, 임파워먼트 지각 수준이 높은 구성원은 재량권을 

가지게 되고 영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제도적 요인에 얽메이지 않고 

혁신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점을 실증연구를 통해 밝혔다. 즉, 과업이나 역할 

수행에 따른 결정을 주도적으로 하게 되고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이

로 인해 혁신적인 과업행동을 보이게 된다(Cohen, Ledford, & Spreitzer, 

1996). 한편, 임파워먼트를 통한 권한 위임은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한 주도성을 부여하게 되고 책임감을 갖게 하므로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려

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주어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 등에 있어 주도성을 지니고 재량을 발휘하여 스스로가 업무를 통

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발적으로 과업수행 방법을 개선하려는 노

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면, 구성원의 혁신행동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즉, 구성원의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동인으로써 임파워먼트 지각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적극적, 진

취적, 긍정적 행동의 결과로서 혁신행동을 하도록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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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에서는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지우, 김종우, 김일천(2003) 및 이지우(2004)는 종합병원

을 대상으로 개별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구성요소 가운데 자기결정을 제

외한 영향력, 역량 및 의미가 혁신적 업무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송정수, 양정필(2008, 2009)은 울산지역 자동차기업을 대상

으로 임파워먼트가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하였으

며, 유영식, 심덕섭, 양동민, 허영호, 박성수(2009)는 광주, 전남 지역의 11개 

기업 213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임파워먼트

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나.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

트의 매개효과

선행 연구에서 리더-멤버교환관계는 리더와 구성원들 간의 서로 다른 교환관

계를 형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이종건, 홍승근, 2014). 높은 수준의 리더-멤

버교환관계는 상호적 지원, 신뢰, 그리고 존경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Gerstner & Day, 1997; Mueller & Lee, 2002), 이는 리더로부터 지원에 대

한 구성원의 지각 정도를 반영하며,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리더와 구성원 관계의 

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국내 

연구 중 강영순, 김희철(2003)은 리더-멤버교환관계와 심리적 임파워먼트 간 

긍정적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높은 수준의 리더-구성원 교환관계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낮은 수준의 교환관

계에 있는 구성원에 비해 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나 자원 및 보상이 할당되기 때

문에(Graen, 1990),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직무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과업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Gerstner & Day, 1997; Mueller & Lee, 2002). 이러한 

교환관계에서 구성원은 보다 높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지각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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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ter(1989)는 개인이 보다 높은 임파워먼트를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리더와 높은 수준의 교환관계를 형성한 

구성원은 낮은 수준의 교환관계를 형성한 구성원에 비해 보다 높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지닐수

록 개인은 더 높은 책임감을 지니게 되고, 정보를 통해 일의 의미와 목적을 더

욱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Conger & Kanungo, 1988), 조직의 목표와 미션에 

적절하게 연계되는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Lawler, 1992). 또

한 조직에서 자신이 보다 가치 있는 존재라 믿게 된다.

또한 낮은 교환관계를 형성한 구성원들에 비해 더욱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보

상을 더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보상은 개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자신의 행동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재

인지, 그리고 직무 내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 결과적으로 임파워먼트를 더 높게 지각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Lawler, 

1986; Spreitzer, 1995).

이러한 높은 수준의 교환관계를 통해 더 많은 혜택과 이점을 갖게 된 개인들

은 보다 높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일반

적인 느낌으로써,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직무 관련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가치

를 높게 평가하고(Bandura, 1977), 자신 스스로를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써 

여기게 된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그들의 팀이나 조직에서 영향

력이 있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

이처럼 높은 교환관계를 통한 다양한 이점을 얻게 되는 구성원들과는 달리, 

낮은 수준의 교환관계를 형성한 구성원들은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이는 결국 낮은 수준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지

각하게 된다(Liden, Sparrowe, & Wayne, 1997). 

또한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에서는 리더-멤버교환관계가 심리적 임파

워먼트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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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오원경, 김민수, 김태열(2014)의 연구에서는 리더-멤버교환관계가 심리

적 임파워먼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와 같이 리더-멤버교환관계가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많은 학자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박계홍, 김학준, 2010). 이로부터 리더-멤버

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를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매개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Spreizer(1995)는 개인 차원의 임파워먼트 연구에서 임파워먼트를 매개

변수로 설정하여 역할 명료성, 관리자·동료·부하로부터 사회적 지원, 통제의 

범위, 정보 접근성, 참여적 기풍, 자긍심, 자원 접근성 등의 독립변수와 혁신행

동, 경영상의 효과성 등을 포함하는 종속변수의 관계를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

로 규명하기도 하였다.

김성남, 이규만(2011)의 조직상황 특성과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구성원 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리더-멤버교환관계와 심리적 임파워먼트, 혁신행

동 간의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규명하지 않았으나, 분석결과를 토대로 매개효

과가 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리더-멤버교환관계는 심리적 임

파워먼트와 혁신행동에 각각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     ), 리더-멤버교환관계와 심리적 임파워먼트

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둘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리더-멤버교환관계를 투입하지 않은 회귀분석 모형은 없었으나 위의 

통계 결과값과 혁신행동에 대한 독립변수로 리더-멤버교환관계만 투입한 모형

보다 리더-멤버교환관계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모두 투입한 모형이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위의 변인간 관계와 함께 고

려해볼 때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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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

트의 매개효과에 대한 팀 학습 행동의 조절효과

1)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팀 학습행동의 조절효과

혁신은 조직에게 있어서 지향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나, 혁신을 실천하는 개

인의 입장에서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과정과 이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을 설득시키고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비용을 수

반한다(Jassen, 2003).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리더-멤버교환관계의 질이 높은 구성원은 조직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기업이라는 조직에 있어서 혁신은 이와 같

은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리더-멤버교환관계는 혁

신행동을 강화할 것이라는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Scott & Bruce, 1994; 

송병식, 강영순, 2001; 이규만, 임효창, 2001). 

그러나 업무의 단위로서 팀이 유기적이라는 사실은 개인의 혁신의 실천이 단

일한 업무의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팀 구성원 모두의 변화를 의미한다. 

때문에 팀 구성원들의 행동의 수정이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거나 어려운 

일이라고 인지한다면, 이것은 개인에 있어서 높은 비용으로 작용할 것이다. 때문

에 팀원들이 활동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행동을 수정하고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동태적인 과정으로 정의되는 팀 학습행동의 수준이 낮다고 인지할 

경우 사회적 교환 행위로써 개인의 혁신이 저해될 것이다. 반대로 이와 같은 팀

의 변화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는 팀 내에서 개인의 혁신은 강화될 것이다.

온세현 외(2011)의 연구에서는 학습몰입, 비전공유, 개방성으로 구성된 조직

의 학습지향성이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관리적 조절변인

인 리더-멤버교환관계가 조절할 것임을 실증적으로 구명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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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멤버교환관계와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에서 팀 학습

행동의 조절효과

조직의 학습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학습조직은 임파워먼트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Watkins & Marsick, 1993, p. 195)와 같이 학습과 임파워먼트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해오고 있다. Nonaka(1993)는 이와 관련하여 임파

워먼트와 학습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를 강화하는 선순환구조가 있음에 대해 언

급하기도 하였다. 이는 임파워먼트의 결과 더 많은 학습이 일어나며, 이를 통해 

더 많이 임파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연구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이들에서 말

하는 임파워먼트는 실제적인 권한의 위임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임파워먼트

를 다루기도 한다(Laurie Field, 1997).

Spreitzer(1995)는 임파워먼트를 조직 내에 한정된 권력, 권한의 분배를 통

해 개인이 조직에서 의사결정과 권한을 갖게 되는 관계적 개념으로부터, 개인이 

조직의 상황요인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리적 임파워먼트로 구분

해내었다. 이에서 가장 큰 차이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계적 임파워먼트

는 조직 내에 파워의 크기가 정해져있다고 가정하는 반면에, 심리적 임파워먼트

는 조직 내에 파워가 근로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

한다. 팀 학습행동은 근로자 간의 상호작용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풍토는 심리적 임파워먼

트의 증대시킬 것이다. 이는 팀 학습행동이 내포하고 있는 서로 간의 피드백, 팀 

내 업무의 수정 등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 경험하

고,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리더-멤버교환관계의 질이 높은 경우 정보나 자원 및 보상의 할당이 상대적

으로 더 많으며,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높은 심리적 임파워

먼트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에서 가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할당된 많은 정

보나 자원을 활용하여 이들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통해 그들의 심

리적 임파워먼트가 향상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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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r, Kanungo(1988)은 임파워먼트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 형성 과정을 토대로 

임파워먼트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즉, 임파워먼트는 Bandura(1986)가 말하는 

반복적인 과업의 성취, 언어를 통한 설득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더-멤버교환관계의 높은 질이 정보나 자원 및 보상의 할당에 대해 

높게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지만 과업과 관련한 성공 경험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임파워되기 어렵다.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과정에 얼마나 많이 참여

하는지는 임파워먼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Catteaneo, Chapman(2010)는 임파워먼트를 사회적 상호관계 속에서의 영향

력으로 이해하였으며, 임파워먼트를 영향력이 작은 개인이 영향력을 높일 수 있

는 가치 있는 목적을 설정하고 자기효능감, 지식 및 과업수행자신감을 발달시켜 

자신의 행동의 영향력을 반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임파워먼트가 

사회적 상호관계 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업무에 있어서 사회적 상호관계나 의사결정의 과정 등은 리더와의 관계를 통

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업무의 단위로써 팀의 과정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

을 것이다. 팀 학습행동이 높은 집단은 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이나 그를 위한 

탐색적 과정이 자주 이루어진다(Edmondson, 1999).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리

더로부터의 유능성 정보가 좀 더 많은 성공적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37 -

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리더-멤버교환관계, 심리적 임파워먼

트 및 팀 학습행동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

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팀 학습행동이 조절하는 모형

을 설정하였다. 리더-멤버교환관계가 혁신행동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하였다. 팀 학습행동이 리더-멤버교환관계와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강

화하고,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상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다음 [그림 Ⅲ-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Ⅲ-1] 혁신행동과 리더-멤버교환관계,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팀 학습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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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이 연구대상의 모집단은 대기업의 모든 근로자이다. 대기업의 분류 기준은 다

양한 기준이 존재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

를 대기업으로 구분한다. 통계청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

체 근로자 수는 16,279,343명이며, 이중 300인 이상인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

로자 수는 2,478,287명이다. 모집단의 규모와 연구에서 설정된 신뢰도를 고려

할 때, Krejcie와 Morgan(1970)에 따르면 신뢰도 95%일 때 모집단의 수가 

25만 명이 넘으면 384명의 표집 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대기업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집단의 표본프레임 선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비확률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였다. 유의표집과 같은 비

확률표집의 경우 신뢰도에 따른 적절한 표본 크기에 대한 통계적인 규칙이 제시

되지 않고, 비확률표집의 경우에는 일반화를 위해 더 큰 표본이 필요하다는 정

도의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주홍석, 2014). 다만 연구결과의 일반화는 일반적으

로 모집단의 수에 상관없이 표본 집단의 절대 수에 기인하며, 사회과학에서는 

300명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표본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류근관, 2005). 

이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주요 분석방법으로 사용한다. 다중회귀분석에

서 어느 정도의 사례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는 없으나 대체로 독립

변인과 사례수의 비율이 약 1:20 정도가 되어야 예측 검증력이 낮아지지 않는

다(Tabachnick, & Fidell, 2007). 이 연구의 경우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총 6

개의 변인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독립변인은 5개이므로 최소 100개 이상의 표

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많아질수록 모집단을 대표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사례수가 너무 많아지면 통계적으로 변인 간의 중다상관이 과대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독립변인이 유의미하게 평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통계분석에 적절한 표본크기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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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 정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신뢰도와 모집단의 크기를 고려할 때 표본 수는 384명 수준이어야 하며

(Krejcie, & Morgan, 1970),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일반화를 위해 300명 

이상이 권장되고, 회귀분석방법으로부터 필요한 표본 수는 최소 100개 이상이

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통계적 검증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와 회수율 및 불성

실 응답률을 고려하여 목표 표집 수를 400부로 하였다.

3.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

며, 질문지 구성은 <표 Ⅲ-1>과 같다. 질문지는 혁신행동, 리더-멤버교환관계, 

심리적 임파워먼트, 팀 학습 행동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그 외 인구통계학적 특

성 척도도 포함하였다.

혁신행동, 심리적 임파워먼트, 리더-멤버교환관계, 팀 학습행동을 측정한 도

구는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문항

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혁신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9문항, 심리적 임파워먼트

를 측정하기 위한 12문항, 리더-멤버교환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12문항, 팀 학

습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7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

한 설문문항은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문항 수 문항 번호 출처

혁신행동 9 Ⅰ-1~Ⅰ-9 Janssen(2000), 김일천 등(2004)

심리적 임파워먼트 12 Ⅱ-1~Ⅱ-12 Spreitzer(1995), 여관구(2009)

리더-멤버교환관계 12 Ⅲ-1~Ⅲ-12 Liden & Maslyn(1998), 김현아 등(2004)

팀 학습행동 7 Ⅳ-1~Ⅳ-7 Edmondson(1999), 유상옥(2014)

인구통계학적 특성 10 Ⅴ-1~Ⅴ-10

계 50

<표 Ⅲ-1> 측정도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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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및 안면타당도(face validity) 검증과 신뢰도 분석의 

절차를 거쳤다.

첫째, 조사도구의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대상인 대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

다. 내용타당도 검증 단계에서는 산업 및 기업교육 박사학위 소지자 2인을 대상

으로 측정도구가 구인별로 조작적 정의에 적합하게 문항 설정이 잘 이루어졌는

지와 문항의 진술과 표현 방식이 조사 대상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검토를 실

시하였다. 또한 대기업 근로자 3인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검증받기 위해 변

인의 측정문항들이 대기업 상황에 적절한지, 문항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응답

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내적일

치도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검사도구 전체의 신뢰도 수준을 확

인하였다. 신뢰도 분석 후 그 결과가 문항제거를 했을 때 전체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문항이 있다면 해당 문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문항내적일

치도 계수가 .60 이상일 때 도구의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여 판

단한 결과 각 문항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항을 삭제하지 않았다.

가. 혁신행동

혁신행동 측정도구는 Janssen(2000)이 Scott & Bruce(1994)가 개발한 혁

신행동 척도를 바탕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Janssen(2000)은 혁신행동

을 아이디어 개발,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실현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 사

용된 혁신행동 측정도구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일천 등(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김일천 등(2004)의 연구에서 해당 도구의 신뢰도는 

.93으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의 내적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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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각각 .912와 .929로 적절하게 나타났다(<표 Ⅲ-2> 참고).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

예비조사(n=56) 본조사(n=291)

혁신행동 .912 .929

<표 Ⅲ-2> 혁신행동의 내적일치도 계수

나. 리더-멤버교환관계

리더-멤버교환관계 측정도구는 Liden & Maslyn(1998)이 개발한 것을 활용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리더-멤버교환관계 측정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김현아와 김인호(200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김현아와 김인

호(2004)의 연구에서 해당 도구의 신뢰도는 .94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김현아

와 김인호(2004)의 도구를 활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922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조사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951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3> 참고).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

예비조사(n=56) 본조사(n=291)

리더-멤버교환관계 .922 .951

<표 Ⅲ-3> 리더-멤버교환관계의 내적일치도 계수

다. 심리적 임파워먼트

심리적 임파워먼트 측정도구는 Spreitzer(1995)가 개발한 것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심리적 임파워먼트 측정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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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여관구(2009)가 번안한 것을 활용하였다. 여관구(2009)의 연구에서 해당 

도구의 신뢰도는 .939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여관구(2009)의 도구를 활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911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조사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911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 참고).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

예비조사(n=56) 본조사(n=291)

심리적 임파워먼트 .911 .911

<표 Ⅲ-4>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내적일치도 계수

라. 팀 학습행동

팀 학습행동 측정도구는 Edmondson(1999)이 개발한 것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팀 학습행동 측정도구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상옥

(2014)이 번안한 것을 활용하였다. 번안한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보고되지 않

았으나 원도구에서는 .793으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유상옥(2014)의 도구를 활

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844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조사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889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5> 참고).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

예비조사(n=56) 본조사(n=291)

팀 학습행동 .844 .889

<표 Ⅲ-5> 팀 학습행동의 내적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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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예비조사는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총 5일간 실시되었고, 현

재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을 협력자로 섭외한 후 협력자들을 통하여 

설문을 수집하였다. 협력자들이 직접 설문을 배포하고 수거하기 힘든 상황을 위

해 온라인 설문 시스템(survey monkey)을 통해서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온라

인 설문 시스템(suvey monkey)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온라인 링크를 핸드폰 

혹은 PC로 전송하여 설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위의 과정을 통해 회수

된 예비조사 자료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6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예비조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한 후, 목표 모집수를 400

부로 하여 2016년 10월 14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여 총 400부의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그 

중 총 359부(89.8%)가 회수되었다. 이 중 팀원이 아닌 59부를 제외하고, 불성

실하게 응답한 설문 9부를 제외하고 총 291부(72.8%)를 사용하여 최종분석을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6>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성(48.8%)보다 여

성(51.2%)가 더 많았다. 연령은 30대가 35.7%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31.3%, 40대가 21.3%, 50대 이상이 11.7%로 나타났다. 최종학위는 대졸이 

69.4%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이 13.1%, 석사가 7.9%, 고졸이 7.6%, 박사 

가 2.1%로 나타났다. 직급은 사원이 45.7%로 가장 많았고, 대리가 26.1%, 과

장이 16.2%, 차장이 7.9%, 부장이 4.1%로 나타났다. 근속년수는 1년 이상 5년 

미만이 41.9%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7.1%, 15년 이상이 

14.8%,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0.7%, 1년 미만이 5.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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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42 48.8

여자 149 51.2

나이

20대 91 31.3

30대 104 35.7

40대 62 21.3

50대 이상 34 11.7

학력

고졸 22 7.6

전문대졸 38 13.1

대졸 202 69.4

석사 23 7.9

박사 6 2.1

직무

기획·총무 33 11.3

인사·교육 30 10.3

재무·회계 19 6.5

구매·자재 10 3.4

영업·마케팅 35 12.0

연구개발 26 8.9

생산 16 5.5

기술 35 12.0

관리 40 13.7

안전·환경 3 1.0

서비스·고객관리 33 11.3

기타 11 3.8

직급

사원 133 45.7

대리 76 26.1

과장 47 16.2

차장 23 7.9

부장 12 4.1

근속년수

1년 미만 16 5.5

1년 이상 5년 미만 122 41.9

5년 이상 10년 미만 79 27.1

10년 이상 15년 미만 31 10.7

15년 이상 43 14.8

합계 291 100.0

<표 Ⅲ-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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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될 자료는 SPSS 22.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평

균, 백분율) 분석, 도구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및 Hayes(2013)가 개발한 SPSS 

매크로 프로그램인 PROCESS를 활용하여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1.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연구에 적용한 통계분석방법을 연구문제에 따라 제시하면 <표 Ⅲ-10>과 같다.

구분 연구 목표 통계분석방법

기초통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설문문항 설문문항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내적 신뢰도 
분석(Cronbach’s alpha)

일반통계량 연구변인들의 일반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t검증, F검증,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연구목표 1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리더-
멤버교환관계 및 심리적 임파워먼
트의 영향관계구명

중다회귀분석

연구목표 2
대기업 근로자의 리더-멤버교환관
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구명

PROCESS 매크로를 활용한 회
귀분석

연구목표 3

대기업 근로자의 리더-멤버교환관
계,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혁신행
동의 관계에서 팀 학습행동의 조절
효과 구명

PROCESS 매크로를 활용한 회
귀분석

<표 Ⅲ-7>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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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

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및 

Cronbach’s alpha를 통한 내적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변인들의 일반통계량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

계량을 활용하였고, 개인적 특성에 따른 혁신행동의 평균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

검증 및 F검증을 활용하였으며, 변인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

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분석하는 기준은 학자에 따라 차이

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Davis(1971)가 제시한 기준을 따른다. 이는 피어슨 

상관계수 값이 1.00일 때 완전한 상관(perfect), .70~.99일 때 매우 높은 상관

(very high), .50~.69일 때 높은 상관(substantial), .30~.49일 때 중간 상관

(moderate), .10~.29일 때 낮은 상관(low), 0.01~0.09일 때 매우 낮은 상관

(negligible)으로 판단할 것을 의미한다(Davis, 1971).

넷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리더-멤버교환관계 및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 영향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대기업 근로자의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를 활용하

였다. 이에서 모든 가설검정은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를 이용하였

으며, 활용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편의수정(bias-corrected; BC) 부트스트

랩 신뢰구간이다. 부트스트랩 샘플링은 10,000개로 지정하였다. 결과는 BC의 

Lower 값과 Upper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Hayes, 2012). 구체적으로 model 4를 활용하였다.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아래 두 개의 선형회귀모형을 검증하도록 한다. 이에서 직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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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고, 간접효과는 이며 총효과는   ′ 이다. 

      식(1)

    ′     식(2)

여섯째, 리더-멤버교환관계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하여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팀 학습행동에 의해 조절되는 과정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Muller 외(2005)의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합모형을 통한 단

계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같은 분석 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모형명세화를 

위한 선행이론이 부족한 경우에 이론의 개발에 있어서 경로분석적 접근법에 비

해 회귀분석 접근법이 더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회귀분석 접근법이 더 적

합한 이유는 매개효과와 조절효과의 통합적 이론모형을 탐색적으로 도출하는 특

성에 있다(정선호, 서동기, 2016). 

이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리더-멤버교환관계(X)와 혁신행동(Y)의 관

계에서 팀 학습행동(Mo)의 조절효과가 유의해야 한다. 즉, 아래 식(3)에서 

 ≠  의 조건이 성립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리더-멤버교환관계(X)

와 심리적 임파워먼트(Me)의 관계에서 팀 학습행동(Mo)의 조절효과가 유의해

야 한다. 즉, 아래 식(4)의  ≠ 의 조건이 성립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에

서는 리더-멤버교환관계(X)와 혁신행동(Y)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

(Me)가 주효과를 가지면서, 리더-멤버교환관계(X)와 팀 학습행동(Mo)의 상호

작용항이 유의해야 한다. 즉, 아래 식(5)의  ≠  과  ≠ 의 조건이 성립하

여야 한다.

       식(3)

      

       

 
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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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리더-멤버교환관계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부효과

는 →    이며,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부 효과는 →     이고, 리더-멤버교환관계가 혁신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조건부 효과는 →  ′  ′ 이다. → 는 조건부직접효과를 

의미하며, 를 경유한 조건부간접효과는      이다.

통계치의 검정은 Hayes(2013)의 PROCESS를 활용하였다. 이에서 모든 가

설검정은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를 이용하였으며, 활용한 부트스트

랩 신뢰구간은 편의수정(bias-corrected; BC)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이다. 부트

스트랩 샘플링은 10,000개로 지정하였다. 결과는 BC의 Lower 값과 Upper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유의하다고 판단한다(Hayes, 2012). 구체적으

로 조절효과의 분석에 model 1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있어서 리더-멤버교환

관계와 팀 학습을 평균중심화하였다.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에 model 59를 활용

하였고, 분석에 있어서 리더-멤버교환관계와 심리적 임파워먼트, 팀 학습을 평

균중심화하였다.

분석방법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 포함되는 조절효과의 검증과 매개효과의 

검증에는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였다.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

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방법이 많이 활용되어왔으나(이현응, 2014), 

매개효과나 조절효과의 크기가 아니라 다른 수치들을 산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절차에 따라 검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매개효과의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통계를 

통한 일반적인 검증방법이 아니며 통계적인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

(Hayes, 2013). 이에 반해 부트스트래핑은 효과 크기의 추정이나 가설 검증을 

위한 비모수적 접근법으로, Baron & Kenny(1986)의 방법과는 달리 직접적으

로 검증이 가능하며, 변인의 분포나 추정치의 표본분포에 대해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Preacher & Hayes, 2004). 

    ′  ′ ′    

   ′ ′  ′     

 
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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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변인 일반통계량

가. 연구변인의 기술통계량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혁신행동, 심리적 임파워먼트, 리더-멤버교환관계, 

팀 학습행동의 기술적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혁신행동의 

평균은 30.01, 표준편차는 5.86, 5점 환산 평균은 3.33, 최솟값은 9, 최댓값은 

45, 반응가능 범위는 9~45이며,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평균은 42.21, 표준편차

는 7.08, 최솟값은 16, 최댓값은 60, 5점 환산 평균은 3.52, 반응가능 범위는 

9~45이고, 리더-멤버교환관계의 평균은 39.06, 표준편차는 9.62, 5점 환산 평

균은 3.25, 최솟값은 12, 최댓값은 60, 반응 가능 범위는 12~60이고, 팀 학습

행동의 평균은 22.41, 표준편차는 4.95, 5점 환산 평균은 3.20, 최솟값은 7, 최

댓값은 35, 반응 가능 범위는 7~35이다.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5점 환산
평균

반응 가능 
범위

혁신행동 30.01 5.86 9 45 3.33 9-45

심리적 임파워먼트 42.21 7.08 16 60 3.52 12-60

리더-멤버교환관계 39.06 9.62 12 60 3.25 12-60

팀 학습행동 22.41 4.95 7 35 3.20 7-35

<표 Ⅳ-1> 연구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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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혁신행동 평균 차이

성별, 학력, 직급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혁신행동의 인식 수준의 차이

가 있는지 분석하여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성별

에 따른 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혁신행동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하여 t-test을 실시하였고,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085로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고 있으며, 아

래 제시된 통계치들은 등분산을 가정한 값이다.

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평균차이

성별

남 142 31.68 5.16

4.920* 3.25

여 149 28.42 6.06

*p<.05

<표 Ⅳ-2> 성별에 따른 혁신행동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결과

학력에 따른 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혁신행동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에 대한 인식은 교

육정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248로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

고 있으며, 아래 제시된 통계치들은 등분산을 가정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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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1 2 3 4 5

학력

고졸 22 28.86 1.37

1.650

전문대졸 38 29.32 .95

대졸이상 202 30.04 .42

석사이상 23 30.57 1.01

박사이상 6 35.3 .76

*p<.05

<표 Ⅳ-3> 학력에 따른 혁신행동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결과

직급에 따른 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혁신행동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고,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에 대한 인식은 직

급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Ⅳ-4>

와 같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190으로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고 있으

며, 아래 제시된 통계치들은 등분산을 가정한 것이다.

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1 2 3 4 5

직급

사원급 133 28.71 6.40

4.567*

대리급 76 30.01 5.38

과장급 47 32.32 4.81 *

차장급 23 32.17 4.41

부장급 이상 12 31.17 5.17

*p<.05

<표 Ⅳ-4> 직급에 따른 혁신행동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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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혁신행동, 리더-멤버교환관계,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팀 학습행동의 상관관계는 <표 Ⅳ-5>와 같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혁신행동과 심리적 임파워먼트, 리더-멤버교환관계, 팀 학습행동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혁신행동

과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616), 혁신행동과 리

더-멤버교환관계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475), 혁신행동과 

팀 학습행동 또한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혁신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성별, 직급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은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278), 직급은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r=.217). 이 연구의 매개변인인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리더-멤버교환관계, 그리

고 팀 학습행동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리더-멤버교환관계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고(r=.473),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팀 학습행동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507).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상관관계가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직급, 근속년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

고(r=-.252), 연령은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217), 직급은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304), 근속년수 도한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271). 이 연구의 독립변인인 리더-멤버교환관계는 조절변인인 팀 학습행동

과 유의한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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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1. 혁신행동 1

2. 심리적 임파워먼트 .616* 1

3. 리더-멤버교환관계 .475* .473* 1

4. 팀 학습행동 .524* .507* .645* 1

5. 성별 -.278* -.252* -.280* -.237* 1

6. 직급 .217* .304* .154* .113 -.270* 1

<표 Ⅳ-5> 통제 변인 및 혁신행동, 심리적 임파워먼트, 리더-멤버교환관계, 팀 학습행동의 상관관계

라. 연구변인의 다중공선성 검증

다중공선성은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가정 중 

하나로써, 독립변인간의 상관이 높을 경우 발생하는 것이다. 최동선(2003)은 다

중공선성이 지나치게 높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부분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지게 된다. 둘째, 개별 변인의 변량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모호해진다. 셋째, 이에 따라 회귀계수의 비교가 

무의미해 진다. 넷째, 표본 수 변화와 같은 자료의 작은 변화나 회귀모형의 변인 

추가나 삭제를 할 시 큰 표준오차를 가져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징들이 회귀분석 결과의 통계적인 유의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변인의 투입 

순서가 설명량에 차이를 줄 수 있다(최동선, 2003).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은 추정된 모형에 의한 방법, 상관계수행렬에 의

한 방법, 변량팽창계수(cariance inflation factors, VIF)에 의한 방법, 조건지수

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변량팽창계수(VIF)와 공차한계(tolerance)

를 활용하여 검증한다. 공차한계(tolerance)가 0에 가까울수록, 변량팽창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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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F)가 10이 넘어갈 경우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이종환, 

2009). 이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은 <표 Ⅳ-6>과 같이 나타났고, 공차한계

(tolerance)는 .716~.748로, 변량팽창계수(VIF)는 1.337~1.396으로 모두 정

상적인 값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

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계수(VIF)

혁신행동

리더-멤버교환관계 .748 1.337

심리적 임파워먼트 .716 1.396

<표 Ⅳ-6> 혁신행동에 대한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진단

2. 혁신행동과 리더-멤버교환관계 및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영향관계

대기업 근로자가 인식한 리더-멤버교환관계 및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혁신행

동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성별, 직급을 통제한 후 리더-멤버교환관계와 심

리적 임파워먼트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혁신행동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먼저, 모형1은 통제변인만 투입한 모형으로 F값은 

15.822로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량은 .093이었다. 모형2는 모형1에

서 리더-멤버교환관계를 투입한 모형으로 F값은 33.857로 유의한 모형으로 나

타났으며, 설명량은 .254로 나타나 리더-멤버교환관계를 투입함으로써 설명량

은 .161 증가하였다. 이에서 리더-멤버교환관계의 표준화회귀계수는 .421로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형3은 모형1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투입한 모형으로 F값은 62.548로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량은 .389로 나타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투입함으로써 설명량은 .296 증

가하였다. 이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표준화회귀계수는 .581로 유의한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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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형4는 모형1에서 리더-멤버교환관

계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동시에 투입한 모형으로 F값은 54.123으로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량은 .423으로 두 독립변인을 투입함으로써 설명량은 

.330 증가하였다. 이에서 리더-멤버교환관계의 표준화회귀계수는 .218로 유의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표준

화회귀계수는 .486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혁신행동

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t β t β t β t

통제변인

성별 -.237* -4.073 -.128* -2.353 -.130* -2.687 -.092 -1.907

직급 .153* 2.634 .118* 2.223 .005 .098 .011 .224

독립변인

리더-멤버
교환관계

.421* 7.944 .218* 4.223

심리적
임파워먼트

.581* 11.860 .486* 9.227

  .093 .254 .389 .423

∆  - .161 .296 .330

F 15.822* 33.857* 62.548* 54.123*

주1. *p<.05
주2.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주3. ∆은 모형1 기준으로 산출함.

<표 Ⅳ-7> 혁신행동에 대한 리더-멤버교환관계 및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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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PROCESS model 4를 통한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혁신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Ⅳ-8>과 같이 나타났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에서 리더-멤버교환관계는 심리적 임파

워먼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혁신행

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에서 리더-멤버교환관계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 심리적 임파워먼트 또한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의 검정을 통한 최소자승경로분석에 의한 매개분석결과 리더-멤버교환관계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경유하여 혁신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리더-멤버교환관계가 더 높은 대기업 근로자들은 리더-멤버교환관계가 더 

낮은 대기업 근로자들보다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더 높고( ) 심리적 임파워

먼트가 더 높은 대기업 근로자들은 혁신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 

10,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에 입각한 간접효과( )의 편의수정 부트스트

랩 신뢰구간(∼)은 0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는 독

립적으로 리더-멤버교환관계가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직접효과(′)는 .133으로 나타났으며, 10,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에 입

각한 직접효과의 편의수정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0보다 크게 나타났

다. 결과적으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으로 총효과()는 .257로 나타났

으며, 이는 리더-멤버교환관계가 한 단위 더 큰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이 그렇

지 않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257만큼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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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종속변인:
심리적 임파워먼트

종속변인:
혁신 행동

 LLCI ULCI  LLCI ULCI

상수 29.099* 24.631 33.567 9.345* 5.203 13.486

통제변인

성별 -1.061 -2.553 .431 -1.072 -2.178 .035

직급 1.358* .724 1.992 .055 -.428 .538

독립변인

리더-멤버교환관계 .308* .232 .383 .133* .071 .195

심리적 임파워먼트 .403* .317 .488

  .284 .431

F 37.879* 54.123*

*p<.05

<표 Ⅳ-8> 리더-멤버교환관계와혁신행동의관계에서심리적임파워먼트의매개효과분석결과(model 4)

4.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에 대한 팀 학습행동의 조절효과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의 첫 번째 단계를 위해서 SPSS PROCESS의 model 1

을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Ⅳ-9>와 같다. 

리더-멤버교환관계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    ), 팀 학습행동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팀 학습행동은 혁신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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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유의한 상호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로부터 

리더-멤버교환관계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팀 학습행동이 한 단위 증가할 

때 .012만큼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리더-멤버교환관계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선형적으로 팀 학습행동에 

의존한다는 것임을 의미한다.

모형 독립변인  LLCI ULCI

종속변인:
혁신행동

상수 30.011* 27.644 32.378

성별 -1.071 -2.260 .118

직급 .634* .132 1.135

LMX .139* .061 .216

팀 학습행동 .446* .299 .593

LMX×팀 학습행동 .012* .003 .021

R=.593, R2=.352

<표 Ⅳ-9>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팀 학습행동의 조절효과검증결과(model 1)

팀 학습행동에 따른 조건부효과는 아래 <표 Ⅳ-10>과 같다. 팀 학습행동이 

낮은 수준인 집단(–1SD)에서 리더-멤버교환관계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팀 학습행동이 평균 수준인 집단(Mean)에서 

리더-멤버교환관계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139로 유의하였다

(  ). 팀 학습행동이 높은 수준인 집단(+1SD)에서 리더-멤버교환관계

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197로 유의하였다(  ). 팀 학습행동이 평

균 수준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인 집단에서 리더-멤버교환관계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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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학습행동
조절변수의 평균값과 ±1SD에서의 조건부 효과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SD(-4.9496) .080 .042 -.002 .162

Mean(.0000) .139 .039 .061 .216

+1SD(4.9496) .197 .049 .000 .293

<표 Ⅳ-10> 팀 학습행동에 의한 조건부효과

아래 [그림 Ⅳ-1]는 팀 학습행동이 –1SD 일 때와 +1SD 일 때 리더-멤버교

환관계과 혁신행동의 선형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Ⅳ-1] 팀 학습행동 수준에 따른 LMX와 혁신행동의 선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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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된 조절효과 검증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위해서 SPSS PROCESS

의 model 59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Ⅳ

-11>과 같다. 

모형 독립변인  LLCI ULCI

종속변인:
심리적

임파워먼트

상수 -2.430 -5.256 .395

성별 -.546 -1.966 .873

직급 1.400* .801 1.999

LMX .179* .086 .271

팀 학습행동 .506* .331 .681

LMX×팀 학습행동 .016* .005 .026

R=.6059, R2=.3671

종속변인:
혁신행동

상수 30.746 28.573 32.919

성별 -.839 -1.926 .248

직급 .182 -.293 .657

심리적 임파워먼트 .324* .232 .416

LMX .092* .017 .167

심리적 임파워먼트×팀 학습행동 -.011 -.025 .003

팀 학습행동 .275* .134 .416

LMX×팀 학습행동 .012* .001 .023

R=.682, R2=.465

주1) * : LLCI 값과 ULCI 값 사이에 0이 없는 경우, 유의함(  ).

<표 Ⅳ-11>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에 대한 팀

학습행동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model 59)

위의 검증결과를 연구모형에 따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Ⅳ-2]과 같다. 이

에서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팀 학습행동의 상호작용항,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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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행동의 상호작용항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임파워먼트

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팀 학습행동의 상호작용항은 리더

-멤버교환관계와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팀 학습행동이 조절하는지 검증

하는 것이다. 둘째, 혁신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팀 학

습행동의 상호작용항은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

워먼트를 경유하지 않는 직접효과를 팀 학습행동이 조절하는지 검증하는 것이

다. 셋째,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팀 학습행동의 상호작용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

와 혁신행동의 관계를 팀 학습행동이 조절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항들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멤버교환관계

와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에서 팀 학습행동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 둘째,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경유하지 않는 직접효과를 팀 학습행동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 셋째,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팀 학습

행동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그림 Ⅲ-1] 참조).

[그림 Ⅳ-2] 팀 학습행동의조절효과에서심리적임파워먼트의매개된조절효과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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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인 모형에서는 리더-멤버교환관계, 팀 학습행

동,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팀 학습행동의 상호작용항, 통제변인인 직급의 LLCI 

값과 ULCI 값의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리더-멤버교환관계의 계수는 .179으로 나타났으며 LLCI 값이 .086이고 

ULCI 값이 .271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팀 학습행동

의 계수는 .506으로 LLCI 값이 .331이고 ULCI 값이 .681로 0을 포함하지 않

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팀 학습행동의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016으로 LLCI 값이 .005이고 ULCI 값이 .026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통제변인인 직급의 계수는 1.400으로 LLCI 값

이 .801이고 ULCI가 2.00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이 혁신행동인 모형에서는 리더-멤버교환관계의 LLCI 값과 ULCI 

값의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임파워먼

트, 리더-멤버교환관계, 팀 학습행동,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팀 학습행동의 상호

작용항의 LLCI 값과 ULCI 값의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팀 학습행동의 상호작용항은 계수가 -.011로 

LLCI 값이 –.025, ULCI 값이 .003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직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 Ⅳ-12>와 같이 나타났다. 팀 학습행

동이 –1SD(-4.950)일 때 LLCI 값과 ULCI 값의 사이에 0을 포함하여 리더-

멤버교환관계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팀 

학습행동이 평균값일 때와 +1SD(4.950)일 때는 LLCI 값과 ULCI 값의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팀 학습행동이 평균일 때는 직접효

과가 .092로 나타났으나, +1SD(4.950)일 때는 직접효과가 .152으로 나타나 

팀 학습행동이 큰 경우에 직접효과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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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학습행동

조절변수의 평균값과 ±1SD에서의 조건부 직접효과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SD(-4.950) .033 .039 -.044 1.084

Mean(.0000) .092 .038 .017 .167

+1SD(4.950) .152 .053 .047 .257

<표 Ⅳ-12> 팀 학습행동에 의한 조건부 직접효과의 계수 및 유의도

조건부직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 Ⅳ-13>과 같이 나타났다. 팀 학습행

동이 –1SD(-4.950), 평균, +1SD(4.950)일 때 모두 LLCI 값과 ULCI 값의 

사이에 0이 없어 리더-멤버교환관계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팀 학습행동의 크기에 따라 효과 크기가 –1SD일 때 .039, 평균일 

때 .058, +1SD일 때 .687로 나타나 팀 학습행동이 큰 경우에 간접효과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팀 학습행동

조절변수의 평균값과 ±1SD에서의 조건부 간접효과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SD(-4.950) .039 .023 .002 .095

Mean(.0000) .058 .018 .027 .167

+1SD(4.950) .069 .069 3.255 .128

<표 Ⅳ-13> 팀 학습행동에 의한 조건부 간접효과의 계수 및 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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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가. 혁신행동과 리더-멤버교환관계 및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영향관계

첫째, 리더-멤버교환관계는 혁신행동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높은 사회적 교환관계를 형성한 대기업 근로자가 낮

은 사회적 교환관계를 형성한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혁신행동의 수준이 더 높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리더-멤버교환관계를 통해 형성된 호혜적 규범에 

따라 공식적으로 요구되지 않지만 조직의 성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행동이 

촉진될 것이라는 선행연구와 같다(김영훈, 2015; 백영미, 김성국, 2000; 

Janssen & Van Yperen, 2004).

둘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혁신행동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대한 자신감, 업무와 관련한 영향

력의 인식, 업무에 대한 자율성, 업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인식이 높을수

록 혁신행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심리적 임파워먼

트가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같다(송정수, 양정필, 

2008; 유영식, 심덕섭, 양동민, 허용호, 박성수, 2009; 이지우, 김종우, 김일천, 

2003). 

나.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

트의 매개효과

첫째, 리더-멤버교환관계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경유하여 혁신행동에 간접

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리더-멤버교환

관계가 높은 대기업 근로자는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높고, 이에 따라 혁신행동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리더-멤버교환관계가 심리적 임파워

먼트를 매개로하여 혁신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 같다(김성남, 이규만, 



- 65 -

2011; Spreitzer, 1996).

둘째, 심리적 임파워먼트와는 독립적으로 리더-멤버교환관계가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매개연구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

트의 매개효과가 부분매개효과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매개와 완

전매개에 대한 구분은 총효과가 유의한 경우에만 정의될 수 있고, 완전매개가 

다른 매개변수의 존재여부를 알려줄 수 없으며, 표집 수에 따라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Hayes, 2013).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히 리더-멤버교환관계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경유하지 

않고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로 해석해야 하며, 다른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는 

병렬다중매개모형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

트의 매개효과에 대한 팀 학습행동의 조절효과

첫째, model 1의 분석에서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팀 학

습행동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012로 나

타났는데, 이는 리더-멤버교환관계의 질이 혁신행동에 주는 영향을 팀 학습행동

이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팀 학습행동의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를 확

인한 결과 팀 학습행동이 평균(Mean)인 경우와 높은 수준인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도 높은 수준인 경우에 리더-멤버교환관계가 혁신행동에 더 높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팀 학습행동 수준이 낮은 경우(-1SD)에는 리더-

멤버교환관계가 혁신행동에 주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개인이 리더와 높은 수준의 교환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속된 팀에

서 팀 학습행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 혁신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혁신행동에 대한 조직의 학습과 관련한 변인과 관리적 변

인으로써 리더-멤버교환관계 상호작용을 구명한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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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현 외, 2011).

둘째, model 59의 분석에서 팀 학습행동은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팀 학습

행동은 리더-멤버교환관계와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 리더-멤버교환관계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경유하지 않고 

혁신행동에 주는 영향을 팀 학습행동이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혁신행동에 주는 영향에 대한 팀 학습행동의 조절효

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팀 학습행동이 높을수록 리더-멤버교환관계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경유하여 혁신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강화될 것임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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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리더-멤버교환관계, 심리적 임

파워먼트 및 팀 학습행동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리더-멤버교환관계 및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영향관계를 구명하였고, 둘째, 대기업 근로자의 리더-멤버교환관

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구명하였고, 셋째, 

대기업 근로자의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 매개효과에 대한 팀 학습행동의 조절효과를 구명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일하는 대기업 근로자 전체이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대기업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집단의 표본프레임의 선정이 불가

능하다고 판단하여 비확률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였다. 비확률표집의 경우 일반

화를 위해 더 큰 표본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지침이 제시되고 있지만, 통계적인 

규칙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다만 사회과학에서는 300명 이상이면 신뢰할만한 

표본 집단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뢰도가 95%일 때 모집단의 규모가 25만명이 

넘을 경우 384명의 표집 수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제시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대기업 근로자 400명을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였

다.

조사도구는 혁신행동, 심리적 임파워먼트, 리더-멤버교환관계, 팀 학습행동, 

일반적 특성 변인 다섯 가지로 구성된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혁신행동은 9문항,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12문항, 리더-멤버교환관계는 12문항, 팀 학습행동은 7문

항으로 총 40문항이고 5점 리커트 척도로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 

특성 변인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10문항으로 설문지의 총 문항수는 5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용된 질문지는 산업교육 박사학위 소지자 2인을 대상으로 내용타

당도를 검증받았으며 대기업 근로자 3인으로부터 안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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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수거한 56부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

도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2016년 12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 시스템 및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고 총 359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본인이 팀장이거나 답변이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는 291부를 사

용되었으며, 유효자료율은 72.8%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분석방법은 대상자의 변인에 대한 인식과 일반적 특

성을 구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변

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매

개효과와 조절효과, 매개된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3)이 개발하

고 배포한 PROCESS 매크로를 사용하였다. 추리통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각의 회귀분석에서 리더-멤버교환관계(   )와 심리적 

임파워먼트(    )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두 독립변인을 모두 투입한 회귀분석에서 리더-멤버교환관계

(    )와 심리적 임파워먼트(    ) 모두 혁신행동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를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자승경로분석에 의한 매개분석 결과 10,000개의 부트

스트랩 표본에 입각한 간접효과(  )의 편의수정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은 0보다 크게 나타나 유의하였다. 또한 직접효과(′  )의 편

의 수정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또한 0보다 크게 나타나 유의하였

다.

셋째, 팀 학습행동은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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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

에 입각한 최소자승경로분석에 의한 매개 및 조절 통합모형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한 리더-멤버교환관계 

및 팀 학습행동의 상호작용항(  )의 편의수정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은 0보다 크게 나타나 유의하였고, 혁신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리더-멤버교환관계 및 팀 학습행동의 상호작용항(′  )의 편의수정 부트

스트랩 신뢰구간(∼)은 0보다 크게 나타나 유의하였다. 혁신행동을 종

속변인으로 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팀 학습행동의 상호작용항()의 편의수정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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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리더-멤버교환관계,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팀 학습행동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었으며,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기업 근로자의 리더-멤버교환관계와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혁신행동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적인 수

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리더-멤버 교환관계의 질을 높이고 심리적 임파워먼

트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리더-멤버교환관계에 비해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리적 측

면의 개입인 리더와 근로자가 갖는 개별적인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 근로자

로 하여금 자율성, 유능감, 일에 대한 의미 등 동기적 측면인 긍정적인 자기개념

을 갖게 하는 것이 혁신적인 수행을 촉발시키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둘째,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리더-멤

버교환관계가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제시하였으나, 사회적 교

환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호혜규범을 지키는 행위로써 혁신행동이 촉발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단순히 호혜성의 원리에 따라 수행하기에 혁신행동은 주변 동료

들의 반발, 기존의 질서 해체 등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촉발되기 쉽지 않다.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과정은 혁신행동이 이어지기 이전에 권능감의 형성이 이루

어짐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팀 학습행동이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

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팀 학습행동의 수준이 낮

은 경우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팀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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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대해 성찰적으로 서로 피드백을 주는 등의 행위가 적다면 사회적 교환관

계의 측면에서 호혜적 규범의 하나로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

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팀 학습행동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리

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가 평균적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팀 학습행동의 수준이 높은 환경에서 리더의 노력은 좀 더 효율적인 결과

를 낳는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

의 관계에 대해 팀 학습행동이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과정적인 설명으로 이

해될 수 있다. 

3. 제언

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다른 매개변인

에 대해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리더-멤버교환관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경유한 간접효과는 두 관계를 절반가량 설명하고 

있으며 심리적 임파워먼트와는 독립적으로 리더-멤버교환관계가 혁신행동에 미

치는 영향이 있었다. 이는 리더-멤버교환관계가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으로서 심리적 임파워먼트 이외에 다른 과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하여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관리

적 차원의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혁신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동기적 차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혁신행동을 촉발시키

기 위해 어떠한 관리적 차원의 개입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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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언

첫째, 조직의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임파워시킬 수 있는 관리

자의 리더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리더십은 개인의 혁신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어왔다. 연구결과 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높임으로써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그 자체로 

혁신행동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근로자의 혁신적인 수

행을 높이기 위한 리더십은 근로자를 임파워시킬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가 각 근로자에게 업무에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우수한 수

행에 대한 유능성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소속된 집단 내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

음에 대해 인식시키며, 일에 대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팀 학습행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혁

신은 상호작용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쉽게 일어나며, 이러한 의미에서 팀 

학습행동은 혁신과 관련된 유의미한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팀 학습행동

에서 전제하는 바에는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이를 수정할 수 있

는 자율성이 있다. 또한 팀 학습행동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자율

성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단 수준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COP를 구

성하여 운영지원하는 것도 좋은 개입일 수 있으나, 자신의 업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근로자와 업무 팀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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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예비조사 및 본조사 설문지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리더-멤버교환관계(LMX),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팀 학습행동의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전공하고 있는 김선근
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석사학위 논문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자 제작된 것입니다. 귀하계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목
적을 위한 통계 분석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소속
회사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대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한 자료로써 좋은 연
구결과를 얻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에 사용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질문지는 총 5면이며, 응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5~7분입니다. 설문지에서
제시되는 각각의 질문들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니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
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귀하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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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김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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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혁신행동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들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
어를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수행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구,
방법 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와 관련된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려고 노력한
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한
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직장의 핵심인물들을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열렬
한 후원자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잘 다듬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
도록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업무에 도입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실용적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본
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 장에 계속



- 2 -

Ⅱ. 다음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들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직무와 관련한 활동들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업무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나의 역량에 대해 자신이 있
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 직무에 필요한 기술, 지식에 숙달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독립성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업무처리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업무처리를 할 때 나에게 독자적인 기회가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나의 영향력은 크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의 현장에서 업무처리 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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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리더 멤버 교환관계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들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서 리더는 귀하의 부서장 혹은 팀장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
다

1 나는 인간적으로 리더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리더는 내가 친구로서 사귀고 싶을 만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리더와 같이 일하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리더는 설령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의 일처리
에 대해 옹호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만약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면 리더는 
기꺼이 나를 방어하려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만약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 리더는 다른 사
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넘어선 부분이라도 나는 리더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리더의 업무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나는 나에게 요구되
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리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리더의 직무지식에 감명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리더의 직무에 대한 능력과 지식을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리더의 전문적 직무 기술에 감명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 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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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팀 학습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들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
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우리 팀은 정기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간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팀은 실수를 방지하고 실수로부터 배우기 위해 대
화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팀은 고객, 타 조직 등 조직 외부로부터 정보를 자
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팀은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를 
자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팀에는 팀 업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팀
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팀원들은 팀 내 문제를 해결할 때, 논의되는 문제
의 근본적인 가정을 검토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팀은 팀 외부 사람들을 초대하여 정보를 얻거나 함
께 토론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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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 및 숫자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남자                ②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이상        ④석사이상        ⑤박사이상

4.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일은?

① 기획 · 총무 ② 인사 · 교육 ③ 재무 · 회계 ④ 구매 · 자재
⑤ 영업 · 마케팅 ⑥ 연구개발 ⑦ 생산 ⑧ 기술
⑨ 관리 ⑩ 안전 · 환경 ⑪ 서비스 · 고객관리 ⑫ 기타(          )

5. 귀하가 소속된 회사의 업종은?

① 금융업 ② 서비스 ③ 통신 ④ 전기/전자
⑤ 건설업 ⑥ 유통/운송 ⑦ 섬유/의류 ⑧ 석유/화학
⑨ 기계 ⑩ IT ⑪ 기타 (                          )

6. 귀하의 직급은?

① 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부장 이상

7. 귀하의 현재 소속된 팀 내 직위는?  

① 팀원       ② 팀장       ③ 임원이상      ④ 기타 (                )

8. 귀하께서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만)             년             개월

9. 귀하께서 현재 팀에서 근무한 기간은?   (만)             년             개월

10. 현재 재직 중이신 기업명을 기재 부탁드립니다. 기업의 일반사항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여 요청드
리며, 어떠한 경로로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                                                          )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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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Innovative 

Behaviors, Leader-Member Exchange,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Team 

Learning Behavior of Employees in 

Large Corporations

SeonGeun Kim

Agricultural & Vocation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lationships between 

innovative behavior, leader-member exchange,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team learning of employees in large corporations. To 

accomplish the research purpose, the followings were examined: First, 

identify the influence of leader-member exchange, psychological 

empowerment on innovative behavior of employees in large corporations. 

Second, identify the mediator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on 

relationship between leader-member exchange and innovativ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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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mployees in large corporations. Third, identify the moderator effect 

of team learning behavior on mediator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member exchange and 

innovative behavior of employees in large corporations.

The population for this study is all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and 

400 employees were selected from large corporation as a sample. Since 

the size of population exceeded 250,000, a sampling number of 384 was 

required. A survey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to measure variables 

of this study. It was consisted innovative behaviors, leader-member 

exchange, psychological empowerment, team learning behavior and 

demographic item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4, 2016 to December 10, 

2016. A total of 4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359 

questionnaires were recovered(89.8%), of which 291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2.0 for Windows and the SPSS macro program PROCESS, Amos 21.0 

for windows developed by Hayes(2013). Bo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were utilized for data analysis. An alpha level of 5% was 

established prior for determining a significance.

The followings are findings of the study: First, leader-member 

exchange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both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innovative behaviors. Second, Psychological 

empowerment had th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member exchange and innovation behaviors.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member exchange and innovation behavior,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f team learning behavior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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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some recommendations for further 

research and corporation practices were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to search for other mediating variables 

that may exist between leader-member exchange and innovative 

behavior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to explore other 

managerial variables that influence innovation behavior through 

psychological empowerment. Third, to promote organizational innovation, 

managerial leadership that can empower workers should be considered. 

Forth, there is a need to create conditions that can enhance team 

learning behavior for various interventions to facilitate effective 

innovation.

keywords: innovative behaviors, leader-member exchange, psychological 

empowerment, team learning behavior, mediated moderation

Student number: 2015-2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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