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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구성원의 다양성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다양성

이 직무만족 및 성과에 긍정적, 부정적 또는 유의성 없음 등으로 혼재되

어 나타난다. 공기업의 경우도 대내외적 요인에 따라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정부의 정책변화

에 의해서도 다양성이 영향을 받아왔다. 수년간 직원채용이 통제되어 팀

내에 일부 연령대가 존재하지 않거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기회 확대, 고졸

신입사원 채용확대 등으로 연령, 성별, 학력수준 등의 다양성이 확대되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다양성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다양성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

하였다.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 측정방법도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조직

내 유형별 인력분포를 기초로 하여 계수화 하는 방법과 조직의 상하 체계

적 구성여부가 조직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연령, 직급 및 학력수준다양성은 팀 내 존재하는 세대수 및 세대차이의

거리, 직급의 수 및 직급차이의 거리, 학력수준 및 학력수준차이의 거리를

고려하여 다양성을 측정하는 방법도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는 연령다양성이 의사소통에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팀 창의성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다양성은 의사소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팀 내 연령대 존재여부 및 연령대 간 거리를 감안하여 측정한 연령다양

성에서는 팀 내 존재하는 세대계층이 많아질수록 의사소통은 상대적으로

더 큰 부(-)의 방향으로 가며, 팀 창의성은 더 큰 정(+)의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팀 내 연령대의 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연령대가

연이어 존재하는 경우보다 일부세대가 존재하지 않아 조직 내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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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거리차이가 멀어져있는 경우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

의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적 분석결과는 기업에서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조직

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식하여 조직 구성에 있어 다양성의 긍

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조

직의 활성화 및 조직경쟁력 강화와 더 나아가서는 조직의 성과에도 기여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다양성, 의사소통, 팀 창의성, 공기업

학 번 : 2013-2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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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는 급격한 글로벌화, 고령화, 고학력화 및 여성의 노동시

장 진입확대 등으로 기업의 조직 및 팀에서 구성원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왔다. 공기업은 이러한 흐름에 더하여 정부의 정책변화에 의한 구성원의

다양화도 진행되었는데 김영삼,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

에 따라 직원의 채용규모가 통제되어 조직 내의 일부 연령대가 존재하지

않는 등 구성원의 연령대간의 거리가 증가되거나, 노무현정부에서는 지역

안배 및 여성의 사회진출확대 정책에 따라 조직 내 구성원의 출신 학교가

다양화되고, 여성인력의 채용이 증가되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과 고졸 신입사원의 채용을 권고하여 학력수준 및 연령

다양성이 확대되었고, 공기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기업이 매출확대 및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사업개발에

나서면서 여러 다른 국적의 인력이 사업에 참가하는 등 조직 내 인종의

다양화도 진행되었다.

물론 공기업도 사기업과 동일하게 고유의 장기적인 인력 충원계획에 따

라 인적자원의 다양성이 증가되기도 하지만 앞에 언급된 사례에서 나타나

듯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조직

내 다양성이 증가되기도 하여 인력의 다양화가 사기업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어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기업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온

공기업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화가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팀의 다양성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그 분석결과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직무만족 및 성과에 긍정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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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또는 유의성 없음 등으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인력의 다양성이 사업

기회발굴과 아이디어 창출 등 창의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Wentling

& Palma-Rivas, 2000) 조직에서 세대차이, 문화차이, 성별 인식차이, 학

력수준의 차이 등으로 몰입도와 만족도를 낮추고 상호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여 과업진행을 저해하기도 하는 것이다(Williams & O‘Reilly, 1998).

한편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는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져 왔는데 주로 교

육과 제도를 통한 인적자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의 인적 능력강화를 위하여 효과적이

라고 할 수 있는 성과보수제와 같은 다양한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기업의 특성상 이러한 노력들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

라서 조직차원에서 직원 상호간의 팀 프로세스 활성화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주목하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하였다.

국내의 연구들에서는 구성원의 다양성과 성과를 연계하여 분석한 단순

관계 모형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팀 다양성과 성과에 매개역할

을 하는 팀 활성화 차원의 연구가 해외에 비해서는 미미한 편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팀 활성화 요인에 주목하여 팀 활성화의 대표적 요인으로

의사소통과 팀 창의성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조직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의사소통을 독립변수화하여 직무만족 및 성과와 연계하

여 분석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므로 구성원의 다양성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

단하였다.

조직 구성원 다양성과 팀 창의성을 연계한 최근의 연구에서 조직 구성

원의 다양성이 팀 창의성을 높인다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공기

업의 경우는 연성예산 제약 등의 문제와 창의적 업무 수행에 따른 보상

등이 자유롭지 않고 감사 등으로 인해 창의적 업무 수행을 위한 자극은

사기업 대비 약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조직 내의 구성원의 다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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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으므로 기존의 연구결

과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과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팀 창의

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사실 다양성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 등에서 인종이나 성별 같은 특성 때문에 차별을 받던 소수집단

들을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평등주의적 다양성관리에서

출발하였고, 현재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개인들의 차이와 가치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조직문화의 창조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을 추구

하려는 사업적 다양성관리로 이동하였다(이승계, 2010). 최근 한국도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시장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

로 조직혁신과 해외시장 진출확대 등을 통한 지속적 경쟁우위의 확보를

위해 조직 내의 다양한 인적자원들의 가치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잠재력을 활용하려는 경영전략으로써 다양성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조직

내 인적 구성원의 다양성이 조직의 성격을 좌우하는 속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에 따라 다양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다양성을 직무만족 및 성과와 직접 연계하

는 분석이 주를 이루었고 분석결과가 긍정적, 부정적, 영향 없음으로 혼재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 내 인력의 다양성이 의

사소통에 영향을 준다는 사회범주화이론 등을 배경으로 하고, 다양성과

의사소통을 연계한 연구들이 드문 것에 착안하여 다양성과 의사소통을 연

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21세기 들어 기업의 경쟁력이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에 달려있음

이 강조되고 있고, 다양성의 선행연구에서 Van Der Ve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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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erson(2005)은 서로 다른 전문성, 지식, 경험에 노출되면 다양한 사

고로의 전환과 피드백이 촉진되고 이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며, Milliken &

Martins(1996)은 기능, 경험, 지식이 다양할수록 창의적인 결과를 낸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이준호(2008)의 연구를 보면 학력수준의 다양성

과 전공분야의 다양성이 창의성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

서 정권의 변화에 기인한 정부의 정책변화 등에 따라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이 증가해온 공기업에서도 다양성에 따른 팀 창의성의 연구에서 사

기업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지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기업에서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이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팀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

이 연구문제를 정의하였다.

연구문제 1: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이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먼저 다양성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다양성이 구성원 간

의사소통과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기업의 경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기업의 특성 및 정부의 통제에 따라

인사제도 등이 경직되어 조직 내의 인력구성이 장기적인 인력자원정책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 수동적인 방향으

로도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구성원의

다양성을 위주로 의사소통 및 팀 창의성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기업 조직의 인력다양성관리에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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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면서 발전소 설계회사로서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등의 안전성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 구성원 간의 수직적, 수평적 설계기술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고, 발전소 설계계통기술 및 발전소 기기배치 등의

설계를 위한 공간 간섭 등의 점검 및 아이디어 회의 등으로 의사소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한전기술)를 모집단으로

하여 조직 내 구성원 다양성과 구성원 간 의사소통, 팀 창의성과의 관계

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전기술내

의 3개 본부(경영관리본부, 원자력본부, 플랜트본부)와 1개 단(원자로설계

개발단)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중 206

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또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설문지 자료에 대한

부호화(Coding)과정을 수행하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측정문항은 다양성, 의사소통 및 팀 창의성의 선행연구를 활용

하여 작성하였으며, 설문문항은 다양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항과

의사소통, 팀 창의성, 내적동기 및 리더신뢰를 측정할 수 있도록 5단계 척

도로 작성한 문항 등 총 34개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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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사회심리학적 관점의 사회적 범주화이론(Turner, 1987)에 의하면 사람

들은 자신을 타인들과 다른 독특하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진 즉 의미 있

는 사회적 범주로 분류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자신과

다른 사람보다는 유사한 사람을 선호하고, 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집

단 간 관계에서 타 집단과의 범주화를 위해 가장 특이한 속성을 사용하는

자기민족 중심적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범주화과정이 개인들에게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제공하게 되면 개인들은 집단 내 혹은 집단 간의

구분을 최대화하고 외부집단의 구성원들은 덜 신뢰하고 덜 협조적으로 인

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질적 집단에서는 집단에 대한 만족감소, 이직률 증

가, 응집성 수준 저하, 집단 간 의사소통 감소, 협동감소, 갈등 수준의 증

가를 초래해서 과업 진행을 늦춘다(Williams & O‘Reilly, 1998).

유사성/유인이론에 의하면 (Berscheid & Walster, 1978), 조직의 과정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 통계적 차이들의 분포도는 의사소통,

응집성 통합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며 이는 집단구성원들로 하여금 집단에

서 타인과 유사하거나 다르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Pfeffer,

1985). 이 이론에 대한 수십 년간에 걸친 연구의 결과는 태도와 가치관에

서부터 인구 통계적 변수들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속성들은 대인간에 매력

과 호감을 증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배경이 유사한 개인들은 유사한 행

동패턴을 보일뿐만 아니라 공통의 생애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상호간

에 용이하게 긍정적으로 강화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질성은 우정과 자발적 상호작용을 가져오나 이질

성은 의사소통상에 많은 실수를 초래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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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범주화 이론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집단 다양성이 성과에 부정적이라는 견해와 달리 정보/의사결정

이론(Gruenfeld et al., 1996)에 의하면 다양한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그들

의 작업집단 외부에 보다 큰 정보망을 갖게 되며 추가적으로 획득한 정보

들은 다양성이 비록 집단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집단성과

를 강화시키게 된다. 결국 집단내의 다양성이 기능, 능력, 정보와 지식의

증가를 통해 집단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주장한다(Tziner

& Eden, 1985). 즉 인구통계학적으로 다양한 개인들은 집단에 새로운 정

보를 공유하고 추가하여 이익을 주게 된다. 이러한 다양성은 업무수행 시

복수의 관점, 다양한 지식으로부터 창의성과 혁신과 같은 긍정적 요인으

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시기에 조직에 입사한 사람들은 다른

집합의 사람들을 알고 있고 조직의 역사에 대한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갖게

됨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성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은 여러 가지 다양성의 유형들이

기업조직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

한 연구들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증연구의 결과는 긍정적, 부정

적, 유의성 없음 등으로 다양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다양성과 성과 등의

영향관계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 다양성의 유형을 제시하고 여러 유형의 다양성이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 또한 사회적

범주화 이론, 유사성/유인이론 및 정보/의사결정이론에 기초하여 조직 내

구성원 다양성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인들이 공기업 내에서 어떻게 작

용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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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1. 다양성

다양성은 하나의 사회단위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Jackson et al., 1995) 배경, 관점, 스타일, 가치관, 선호도, 신념

에서 발생되는 차이와 더불어 연령, 신체적 특성, 성별, 인종, 종교, 사회

적 지위, 경제적 지위, 출생지, 고향, 근속연수, 경험, 지위, 능력, 지식, 기

술, 교육과 훈련, 노조가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발생되는 차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전경환 2013).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성의

속성을 주로 성별, 연령, 인종, 근속년수, 교육적 배경, 기능적 배경 등에

국한시켰지만(Williams & O'Reilly, 1998) 다양성은 더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김문주․윤정구, 2009).

다양성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보면 다양성의 유형은 그 분류에 따라 여

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범위를 고려하면 크게 사회적 범

주다양성(Social category diversity, Hobman, E. V. & Bordia, P., 2006)

과 직무관련 다양성(Job-related diversity, Webber & Donahue, 2001)으

로 구분되어진다. 사회적 범주 다양성은 성별, 연령, 인종, 민족 등으로 태

어나면서부터 구분이 되는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으로 인구통계 다양성

(Demographic diversity), 표면수준 다양성(Surface-level diversity), 식별

이 용이한 다양성(Observable & Readily detectable diversity), 가시적다

양성(Visible diversity)으로 불리기도 한다. 직무관련 다양성으로는 교육

배경, 전공, 근속기간, 직무경험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성은

집단내의 다양한 관점과 견해, 이해의 차이 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

서 이들은 지식다양성(Knowledge diversity), 과업관련 다양성

(Task-oriented diversity), 정보적 다양성(Informational diversity), 관찰이

어려운 다양성(Less observable diversity), 비가시적 다양성(Invi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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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심층적 다양성(Deep level diversity)으로도 불리고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대체적으로 다양성은 창의적 성과 증대와 혁신 촉진

등으로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Homan, A. C., van Knippenberg,

D., Van Kleef, G. A. & De Dreu., C. K. W, 2007),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유발과 의사소통의 감소 등에 따라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게 된다고 보았다(Hobman & Bordia, 2006).

국내의 다양성에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기업조직에서의 수직적 수평적

다양성이 조직구성원의 리더신뢰,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

(박정우, 2009)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다양성과 태도다양성을 독립변수로 제

조업 생산현장에서의 다양성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리더와 부하들 간의 연

령 비유사성과 회사신뢰 비유사성이 리더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령비유사성은 유의적 관계가 아니었으나, 회사신뢰 비유사성은 리더신

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집단의 연령의 다양성 및 회사신뢰 비유사성이 증가할수록 해당 작

업집단 구성원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은 감소할 것이다’는 유의미한 관

계로 나타났으며 작업집단의 출신학교 다양성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부

(-)의 관계로 나타났다.

조직의 인력구성다양성과 혁신성과간의 관계 및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의

조절역할(이진규, 2013)의 연구에서는 조직의 인력구성다양성과 혁신성과

간의 관계 및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의 조절효과를 실증 분석하였으며 학력

수준다양성, 신입/경력입사 다양성이 조직혁신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반면 성별다양성은 조직혁신성과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팀 다양성과 학습조직 구축정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성상현, 1998)에

서는 근속연수다양성, 전공분야다양성, 경력개발다양성이 학습 성과, 경영

자가 평가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팀 다양성 3가지요인들

이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양성관리제도의 효과를 연구한 조직구성원의 다양성관리제도가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유재민, 2012)은 다양성관리제도에 대한 기존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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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관리 정책 도입현황 및 이러한 제도가 경영성과인 생산성, 안정성

및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의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다양한 인력확보 측면인 여성비율, 직무분석 실시 여부, 채용

시 고려요소에서 여성비율이 증가할수록 안전성과 성장성에 유의미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기업의 다양성 인식정도 측면인

다양성공식화, 실행정도에서는 다양성관리의 공식화와 실질적인 활용정도

가 증가함에 따라 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다양성관리의 세부정책실행인 재택근무, 업무로테이션, 탄력근로시

간, 발탁승진제도, 복수경력 경로에서는 재택근무자 비율의 증가와 발탁승

진제도의 도입이 조직의 생산성과 성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다양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혼재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다양성이 증가될수록 직무만족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나 조직의 혁신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양성이 조직에 부(-)의 영향을 주더라도 다양성

이 조직구성원들의 다양한 관점, 지식 등을 기반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

할 수 있는 인력구성방식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인 다양성관리를 통해 조직

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성과향상을 유도한다면 긍정적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다양성과 성과의 관계 및 다양성관리 효과를 중

점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어떠한 요인

을 통해서 성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여러 가지 다양

성 중에서도 사회범주 다양성으로 연령, 성별을 직무관련 다양성으로 전

공, 직급, 학력수준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독립변수로 선정된 여러 다양성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연령의 경우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을 이해하는 역할 수용

의 기술이 발달되고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기여한다(Eisenberge &

Fabes, 1998). 또한 세대는 단순히 연령상의 차이만을 반영하지는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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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의 집단이기보다는 역사적 시기에 따른 사회문

화적 차이가 그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세대별로 경험 및 태

도의 차이를 낳는다고 하였다(구자숙, 2000). 따라서 연령이 비슷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문지식이나 능력과는 다른 요소로서 살아오면서 비슷한

역사적 경험이나 정치, 경제적 경험으로 동질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범주화에서 성별다양성의 경우는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

다. 전통적으로는 남성이 대부분인 조직에서 여성의 존재는 조직에 영향

이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었고 조직에서 성

별다양성의 효과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성별차이가 의사소통, 협동

등과 같은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 영향 보

다는 부정적 영향이 많은 것으로 연구되어져 있다.

사회적 범주화와 구별해서 직무관련 다양성으로 직급차이는 개인의 능

력, 역량 등을 고려한 다양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 직급이 상승한다는 것

은 회사에서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고 조직에서 그 개인의 역할이 확대되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전공다양성은

개인 능력의 고저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조직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한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할 때는 조직 내에 여러 분야의 전

공이 있는 것보다는 그 조직의 성격에 따라 단일 전공으로 이루어진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포괄적인 업무 수행에서는 여러 조직 간

의 간섭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그 조직에 구성원의 전공

이 다양한 것이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직급 및 전공다양성이

조직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까지 기업에서 고졸학력자의 비중이 줄고 대졸 및 대학원 졸업이상

의 고학력근로자의 비중이 증가되므로 서 저학력근로자의 고용증가율이

미진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에 고졸 신입사원의 채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력수준은 서로 다른 관점, 가치관, 태도 등을 가지게 함

으로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물을 산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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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구성원의 학력수준이 다양할수록 다양한 정보, 지식 등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학력수준의 다양성이 성과 등에 영

향이 있다는 연구결과(Van den Nieuwboer & Stol, 2005)를 토대로 하여

학력수준의 다양성이 조직의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조사하고자

하였다.

2.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과정이다. 의사소통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요약하면 인간 서로 간의 관계

에서 감정, 느낌, 태도, 생각 등의 메시지를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하

여 상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체로서 대인관계 형성의 필수적인

선순환과정 및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정희, 2006).

조직의사소통이란 조직구성원들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조직 내 상하좌우

계층과의 의사소통을 행하는 과정을 말한다(정경미, 2012). 조직생활에서

의사소통은 조직구성원 간의 정보교환 및 조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즉 의사소통이 서로를 이해하고 조직 환경에 적응하므

로 서 집단의 응집력을 강화시켜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

므로(이보선․최종균, 1999) 조직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신

뢰가 높을수록 지식창출, 축적, 공유, 활용이 증대하는 것이다(이홍재․차

용진, 2007). 이러한 조직 내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조직의 의

사소통 만족개념이 등장하였다(조은경, 2008).

조직 내의 의사소통의 유형은 공식적 의사소통과 비공식적 의사소통으

로 나누고 있다(Chruden & Sherman, 1977). 공식적 의사소통은 권한의

체계와 절차적관계가 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상향적, 하향적, 수평적 의사소통으로 나뉜다. 서이아(2003)의 연구에서 일

반간호사 조직의 의사소통 유형은 하향적 의사소통, 상향적 의사소통, 수

평적 의사소통 순으로 활발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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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의사소통은 비공식적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으로 구성원 간

의 비공식경로로 경영자에게 통제되지 않는 의사소통을 말한다.

호텔 조직문화가 의사소통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조명환, 2011)은

조직문화가 의사소통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내 의사소통 유형

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호텔 내 의사소통이 직무성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텔 조직 내 상향적 의

사소통이 개인성과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그러나 하향적, 수평적,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개인성과와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중간관리자 의사소통 능력이 조직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정경미, 2012)은 부하직원이 지각한 상사의 의사소통 능력이 조

직의사소통 만족,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상사의 의사소통은 조직 내에서 부하직원의 의사소통만족,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정(+)의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SI업체에서의 의사소통 성공과 IS 프로젝트 성과와의 관계 연구(박지

홍, 2005)는 팀 내부 혹은 팀 외부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를 성과와 연계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IS 프로젝트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가

의사전달이라는 점에서 프로젝트 개발팀의 구성원들이 서로 적절한 타이

밍에, 정확한 내용으로 의사소통을 할수록, IS 프로젝트의 성과는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이 잦을수록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거

나 불만을 해소하여 IS 프로젝트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

전달의 기술이 뛰어날수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IS

프로젝트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대체로 의사소통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프로젝트 성과를 높이는데 주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의사

소통이 팀 내의 조직성과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의

사소통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은 편이나 의사소통에 따른 직무만족도 및

성과 등을 분석하는 등의 의사소통을 독립변수로 한 분석이 대부분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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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의사소통을 활성화 시키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적은 편이었고,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과 의사소통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찾기가 힘들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 활성화 및 성과의 한 요인이 되는 의사소통을 종

속변수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3. 팀 창의성

제대로 합의된 창의성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Sternberg와

Lubart(1995)는 창의적 결과물을 중심으로, Amabile(1998)은 새롭고 유용

한 산물을 산출해 내는 능력, Dunn과 Barban(1982)은 개인성격의 관점에

서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성격, 즉흥적인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 자의적인

판단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창의성은 인지능력과 성격

의 차이로 보고 있다. Amabile(1998)은 인지적 측면에서 창의성을 개인이

나 소집단이 만든 적절한 아이디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

인적인 창의성에서 나아가서 팀 수준의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다. 팀 수준

의 창의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창의성의 합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창의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팀 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반

드시 그 팀이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Woodman et al., 1993). King & Anderson(1990)은 창의성의 선행요인으

로 리더십, 응집성, 집단 지속기간, 집단의 구성 및 구조 등을 제시하면서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리더십과 다양한 분야와 기능적 배경을 지닌 개인들

로 구성될 때 팀 단위의 창의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호텔조직에서 팀 다양성, 다양성 수렴 메커니즘이 팀 창의성과 경영성

과에 미치는 영향(전경환, 2013)은 팀 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다양성 수렴메커니즘을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하여 팀 다양

성과 팀 창의성과의 관계에서 다양성 수렴메커니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였다. 다양성을 가시적다양성인 성별, 연령, 학력수준, 근속년수 등과 비가

시적 다양성인 가치관, 태도, 신념, 능력 등으로 분류하였다. ‘비가시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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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은 팀 창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팀 창의성도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개발(R&D) 집단의 다양성과 응집성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이준

호, 2008)에서는 팀 구성 변수로서의 다양성 유형과 팀 프로세스 변수로

서의 과업 응집성과 사회 응집성이 실제로 팀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와 팀 창의성의 주요변수로 여겨지는 규범, 리더십의 효과와 팀 창

의성 주요영향 요인들 간의 통합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범주 다양성인 국적, 성별, 연령분포, 근속기간, 입사시점분포, 출신지

역, 종교, 부모로서의 신분, 사회 경제적 지위, 출신학교는 창의적 팀 성과

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보 다양성인 학

력수준, 전공분야, 업무경험, 업종경험, 경력, 지식수준, 기술 및 능력수준,

교육 및 훈련수준은 창의적 팀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적 배려, 내적동기, 도전적 직무, 자원, 창의성 및 업무성과의 구조

적관계의 연구(왕경수․김현영, 2010)는 창의성과 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인 개별적 배려, 내적동기, 도전적 직무, 자원들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개별적 배려는 창의성에 부(-)적인 직접효과를 보였고 창의

성을 통해 업무성과에 부(-)적인 간접효과를 보였다. 내적동기는 창의성

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였고, 창의성을 통해 업무성과에 정(+)적인 간

접 효과를 보였다. 도전적 직무는 업무성과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였

고 자원은 창의성에 정(+)적인 직접효과와 창의성을 통해 업무성과에 정

(+)적인 간접효과를 보였다. 창의성은 업무성과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보였다. 요약하면 창의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가시적 다양성은 창의성에

유의한 결과를 주지 못했으나, 비가시적 다양성은 창의성에 유의한 정(+)

의 효과를 보였다. 또한 창의성은 업무성과에 정(+)의 효과를 보였다. 따

라서 여러 선행연구들은 정보/의사결정이론에서 다양성이 조직의 성과 등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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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기업의 특성상 무한 경쟁구도 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인 혁신 등의 창

의성을 강조한 결과로서 얻어진 것 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경우 연성예산 제약 등으로 창의적 업무 수행의 자극과 창의적

업무 수행에 따른 보상 등이 자유롭지 않음으로 상기의 선행연구와 동일

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논의된 다양성, 의사소통 및 창의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이 직무만족 및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다양성이 갈등과 차별, 의사소통저해, 응집성 저하 등 조직

내의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동질적인 개인들보다 보다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게 되어 조직 내에 기능, 정보, 능력 및 지식 등

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서 창의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다양성은 조직에 긍정적인 작용과 부정적인 작용을 동

시에 하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까지 공공기관도 인원감축, 고졸 신입사원 및 청년인턴 채용, 여성

인력 사회진출 확대 등을 위한 정부정책의 반영 및 해외진출에 따른 다국

적 인력의 활용으로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이 증대되어 왔고, 그러한

조직 구성원 다양성의 결과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및 팀 창의성에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공기업 인력다양성의 영향과 의사소통 활성화 및 팀

창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성관리의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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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개념적 준거 틀

1. 연구의 분석 틀

본 연구는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이 의사소통 및 팀 창의성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설계되었다. 즉 조직 내에

존재하는 구성원의 연령, 성별, 직급, 전공 및 학력수준의 구성과 연령대,

직급, 학력수준간의 거리를 조직 내의 의사소통과 팀 창의성에 영향을 미

치는 형태 및 요인들로 선정하고 이러한 형태 및 요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범주 다양성인 연령, 성별과 직무관련 다양

성인 직급, 전공 및 학력수준을 기초로 하여 조직 내의 다양성을 측정하

여 독립변수로 하며 그 조직 내의 의사소통 및 팀 창의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일정한

영향이 예상되는 설문응답자의 연령, 성별, 학력, 직급, 내적동기와 설문

응답자가 속한 팀 구성원의 리더신뢰를 통제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의 분석 틀을 확립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분석 틀을 도식화하여 표시하면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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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공식적 의사소통

(상향, 하향, 수평)

비공식적 의사소통

구성원의 다양성

연령다양성

성별다양성

직급다양성

전공다양성

학력수준다양성 팀 창의성

통제변수

연령, 성별, 직급, 학력, 리더신뢰, 내적동기

<그림 3-1> 연구의 분석 틀

2. 연구모형

연구문제인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이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연구문제1)와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연구문제2)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요약하

면 <표 3-1>과 같다. 연구모형 І, Ⅱ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과 구성

원 간의 의사소통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연구모형 Ⅲ, Ⅳ에서는 조직구

성원의 다양성과 팀 창의성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모형 І, Ⅲ은 조직 구성원의 연령, 성별, 직급, 전공 및 학력수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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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일반적인 엔트로피에 기초한 지수를 사용하여 계수화 함으로써 측

정된 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의사소통과 팀 창의성과의 관계

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모형Ⅱ, Ⅳ에서는 종전의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과 관련한 연구

에서 조직의 상하 체계적 구성여부까지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가 없음에

착안하여 연령, 직급, 학력수준의 다양성을 상하체계성을 근거로 여러 범

주로 구분하여 다양성의 영향 크기 등을 범주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게 구

성하였다. 먼저 연령, 직급 및 학력수준의 계층을 팀 내 존재하는 세대차

이의 거리, 직급차이의 거리, 학력수준 차이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범주별

로 분리하고, 이러한 범주를 더미변수로 구성하여 회귀분석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령은 조직 내의 20대, 30대, 40대 및 50대의 존재여부 및

존재하는 세대 간의 거리에 따라 상하 체계적 범주를 분리하고, 직급은

원급, 선임급, 책임급, 주임급이상의 존재여부 및 존재하는 직급간의 거리,

학력수준은 고졸, 대졸, 석사, 박사의 존재여부 및 존재하는 학력수준간의

거리에 따라 범주를 분리하였다. 이는 연구모형 І의 연속형 변수 방법에

서는 다양성 지수가 연령, 직급, 학력수준의 분류기준별 인원 존재 여부와

분류기준별 인원수가 고르게 분포되는지의 두 가지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 일부 연령대, 직급, 학력수준에 해당되는 인원이 전혀 없는 경

우에도 존재하는 분류기준별 분포가 고르다면 각 분류기준별로 모두 인원

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다양성이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분류기준

별 존재여부와 존재하는 분류기준 상의 거리를 고려한 상하 체계적 조직

구성여부를 다양성 분석에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사실 조

직에서 연령, 직급 및 학력수준의 경우는 각 분류기준별로 인원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류기준별 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기준

별 거리차이가 조직의 체계와 연계되어 조직 구성원의 활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모형 Ⅱ, Ⅳ에서 조직 내의 연령, 직급, 학력수준 존재여부

와 기준별 거리차이를 고려하여 범주별로 구분한 것이 단순이 조직의 인



- 20 -

구분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모형 І
모형 Ⅱ

모형Ⅲ
모형 Ⅳ

Ⅱ-① Ⅱ-② Ⅱ-③ Ⅳ-① Ⅳ-② Ⅳ-③

종속

변수

Y(의사

소통)

Y(의사

소통)

Y(의사

소통)

Y(의사

소통)

Y(팀

창의성)

Y(팀

창의성)

Y(팀

창의성)

Y(팀

창의성)

독립

변수

(다

양성)

X1

(연령)

D1

(연령1)

D1

(직급1)

D1

(학력1)

X1

(연령)

D1

(연령1)

D1

(직급1)

D1

(학력1)

X2

(성별)

D2

(연령2)

D2

(직급2)

D2

(학력2)

X2

(성별)

D2

(연령2)

D2

(직급2)

D2

(학력2)

X3

(직급)

D3

(연령3)

D3

(직급3)

D3

(학력3)

X3

(직급)

D3

(연령3)

D3

(직급3)

D3

(학력3)

X4

(전공)

D4

(연령4)

D4

(직급4)

D4

(학력4)

X4

(전공)

D4

(연령4)

D4

(직급4)

D4

(학력4)

X5

(학력)

D5

(연령5)

D5

(직급5)

D5

(학력5)

X5

(학력)

D5

(연령5)

D5

(직급5)

D5

(학력5)

D6

(연령6)

D6

(직급6)

D6

(학력6)

D6

(연령6)

D6

(직급6)

D6

(학력6)

통제

변수
Z1∼Z6 Z1∼Z6 Z1∼Z6 Z1∼Z6 Z1∼Z6 Z1∼Z6 Z1∼Z6 Z1∼Z6

적구성이 달라지는 것이지 다양성으로 정의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조직 내의 연령, 직급, 학력수준의 존재여부 및 거리차이

가 조직구성의 형태를 기준으로 순서 또는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다양성

으로 측정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범주별로 측정된 다양성으로 정의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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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모형 І

종속변수 Y (의사소통)

독립변수

X1 (연령다양성)

X2 (성별다양성)

X3 (직급다양성)

X4 (전공다양성)

X5 (학력수준다양성)

통제변수 Z1∼Z6

1) 연구문제 1

(1) 연구모형 І : 구성원의 다양성(지수)와 의사소통과의 관계

Y =  + 1X1 + 2X2 + 3X3 + 4X4 + 5X5 + 6Z1 + 7Z2 +

8Z3 + 9Z4 + 10Z5 + 11Z6 +

․ 종속변수 : Y = 조직구성원 간 의사소통

․ 독립변수 : X1 = 연령다양성, X2 = 성별다양성, X3 = 직급다양성, X4

= 전공다양성 X5 = 학력수준다양성

․ 통제변수 : Z1 = 연령, Z2 = 성별, Z3 = 직급, Z4 = 학력, Z5 = 리더신

뢰, Z6 = 내적동기

연구모형 І은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이다. 조직 내 구성

원의 연령, 성별, 직급, 전공 및 학력수준다양성의 정도를 지수형태로 수

치화하여 다양성을 측정하고 측정된 다양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

인 의사소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정의된 모형이다.



- 22 -

구 분
모형 Ⅱ

모형 Ⅱ-① 모형 Ⅱ-② 모형 Ⅱ-③

종속

변수
Y (의사소통) Y (의사소통) Y (의사소통)

독립

변수

(더미)

D1 (연령2-1, 2세대)

20대/30대, 30대/40대 등

D1 (직급2-1, 2직급)

원급/선임급 등

D1 (학력2-1, 2학력)

고졸/대졸 등

D2 (연령2-2, 2세대)

20대/40대, 30대/50대

D2 (직급2-2, 2직급)

원급/책임급 등

D2 (학력2-2, 2학력)

고졸/석사 등

D3 (연령2-3, 2세대)

20대/50대

D3 (직급2-3, 2직급)

원급/주임급이상

D3 (학력2-3, 2학력)

고졸/박사

D4 (연령3-1, 3세대)

20대/30대/40대 등

D4 (직급3-1, 3직급)

원급/선임급/책임급 등

D4 (학력3-1, 3학력)

고졸/대졸/석사 등

D5 (연령3-2, 3세대)

20대/30대/50대 등

D5 (직급3-2, 3직급)

원급/선임급/주임급이상등

D5 (학력3-2, 3학력)

고졸/대졸/박사 등

D6 (연령4, 4세대)

20대/30대/40대/50대

D6 (직급4, 4직급)

원급/선임급/책임급/주

임급이상

D6 (학력4, 4학력)

고졸/대졸/석사/박사

통제

변수
Z1∼Z6 Z1∼Z6 Z1∼Z6

(2) 연구모형 Ⅱ: 구성원의 다양성(범주)와 의사소통과의 관계

Y =  + 1Z1 + 2Z2 + 3Z3 + 4Z4 + 5Z5 + 6Z6 + 7D1 +

8D2 + 9D3 + 10D4 + 11D5 + 12D6 +

․ 종속변수 : Y = 조직구성원 간 의사소통

․ 독립변수 : 더미변수

D1 = 연령2-1(2세대: 20대/30대 또는 30대/40대 또는 40대

/50대), 직급2-1(2직급: 원급/선임급 또는 선임급/책임급

또는 책임급/주임급), 학력2-1(2학력 : 고졸/대졸 또는 대

졸/석사 또는 석사/박사)

D2 = 연령2-2 (2세대: 20대/40대 또는 30대/50대),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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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직급: 원급/책임급 또는 선임급/주임급이상), 학력

2-2(2학력: 고졸/석사 또는 대졸/박사)

D3 = 연령2-3(2세대: 20대/50대), 직급2-3(2직급: 원급/주임

급), 학력2-3(2학력: 고졸/박사)

D4 = 연령3-1(3세대: 20대/30대/40대 또는 30대/40대/50대),

직급3-1(3직급: 원급/선임급/책임급 또는 선임급/책임급/

주임급이상), 학력3-1(3학력: 고졸/대졸/석사 또는 대졸/석

사/박사)

D5 = 연령3-2(3세대: 20대/30대/50대 또는 20대/40대/50대),

직급3-2(3직급: 원급/선임급/주임급 또는 원급/책임급/주

임급이상), 학력3-3(3학력: 고졸/대졸/박사 또는 고졸/석사

/박사)

D6 = 연령4(4세대: 20대/30대/40대/50대), 직급4(4직급: 원급

/선임급/책임급/주임급이상), 학력4(4학력: 고졸/대졸/석사/

박사)

․ 통제변수 : Z1 = 연령, Z2 = 성별, Z3 = 직급, Z4 = 학력, Z5 = 리더신

뢰, Z6 = 내적동기

연구모형 Ⅱ도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이다. 연구모형 І

과 다른 점은 조직의 연령대, 직급 및 학력수준의 경우는 상하 계층적 측

면에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가도 중요함에 착안하여 조직 내의 연령대,

직급 및 학력수준의 존재 유무 및 거리차이에 따라 여러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팀 내 세대의 존재여부 및 세대차이의 거리, 직급의

존재 및 직급차이의 거리, 학력수준의 존재 및 학력수준의 거리를 고려한

계층적인 범주를 더미변수로 구성하여 그 범주별로 종속변수인 의사소통

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분석하기 위함이다. 상세내용은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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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모형Ⅲ

종속변수 Y (팀 창의성)

독립변수

X1 (연령다양성)

X2 (성별다양성)

X3 (직급다양성)

X4 (전공다양성)

X5 (학력수준다양성)

통제변수 Z1∼Z6

2) 연구문제 2

(1) 연구모형 Ⅲ : 구성원의 다양성(지수)와 팀 창의성과의 관계

Y =  + 1X1 + 2X2 + 3X3 + 4X4 + 5X5 + 6Z1 + 7Z2 +

8Z3 + 9Z4 + 10Z5 + 11Z6 +

․ 종속변수 : Y = 팀 창의성

․ 독립변수 : X1 = 연령다양성, X2 = 성별다양성, X3 = 직급다양성, X4

= 전공다양성 X5 = 학력수준다양성

․ 통제변수 : Z1 = 연령, Z2 = 성별, Z3 = 직급, Z4 = 학력, Z5 = 리더신

뢰, Z6 = 내적동기

연구모형 Ⅲ은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조직 내 구성원

의 연령, 성별, 직급, 전공 및 학력수준다양성을 지수형태로 수치화하여

다양성을 측정하고 측정된 다양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팀 창의

성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정의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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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모형 Ⅳ

모형 Ⅳ-① 모형 Ⅳ-② 모형 Ⅳ-③

종속변

수
Y (팀 창의성) Y (팀 창의성) Y (팀 창의성)

독립변

수

(더미)

D1 (연령2-1, 2세대)

20대/30대, 30대/40대 등

D1 (직급2-1, 2직급)

원급/선임급 등

D1 (학력2-1, 2학력)

고졸/대졸 등

D2 (연령2-2, 2세대)

20대/40대, 30대/50대

D2 (직급2-2, 2직급)

원급/책임급 등

D2 (학력2-2, 2학력)

고졸/석사 등

D3 (연령2-3, 2세대)

20대/50대

D3 (직급2-3, 2직급)

원급/주임급이상

D3 (학력2-3, 2학력)

고졸/박사

D4 (연령3-1, 3세대)

20대/30대/40대 등

D4 (직급3-1, 3직급)

원급/선임급/책임급 등

D4 (학력3-1, 3학력)

고졸/대학졸/석사 등

D5 (연령3-2, 3세대)

20대/30대/50대 등

D5 (직급3-2, 3직급)

원급/선임급/주임급이상 등

D5 (학력3-2, 3학력)

고졸/대학졸/박사 등

D6 (연령4, 4세대)

20대/30대/40대/50대

D6 (직급4, 4직급)

원급/선임급/책임급/주임급이상

D6 (학력4, 4학력)

고졸/대학졸/석사/박사

통제

변수
Z1∼Z6 Z1∼Z6 Z1∼Z6

(2) 연구모형 Ⅳ: 구성원의 다양성(범주)와 팀 창의성과의 관계

Y =  + 1Z1 + 2Z2 + 3Z3 + 4Z4 + 5Z5 + 6Z6 + 7D1 +

8D2 + 9D3 + 10D4 + 11D5 + 12D6 +

․ 종속변수 : Y = 팀 창의성

․ 독립변수 : 더미변수

D1 = 연령2-1(2세대: 20대/30대 또는 30대/40대 또는 40대

/50대), 직급2-1(2직급: 원급/선임급 또는 선임급/책임급

또는 책임급/주임급), 학력2-1(2학력: 고졸/대졸 또는 대졸

/석사 또는 석사/박사)

D2 = 연령2-2 (2세대: 20대/40대 또는 30대/50대),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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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직급: 원급/책임급 또는 선임급/주임급이상), 학력

2-2(2학력: 고졸/석사 또는 대졸/박사)

D3 = 연령2-3(2세대: 20대/50대), 직급2-3(2직급: 원급/주임

급), 학력2-3(2학력: 고졸/박사)

D4 = 연령3-1(3세대: 20대/30대/40대 또는 30대/40대/50대),

직급3-1(3직급: 원급/선임급/책임급 또는 선임급/책임급/

주임급이상), 학력3-1(3학력: 고졸/대졸/석사 또는 대졸/석

사/박사)

D5 = 연령3-2(3세대: 20대/30대/50대 또는 20대/40대/50대),

직급3-2(3직급: 원급/선임급/주임급 또는 원급/책임급/주

임급이상), 학력3-3(3학력: 고졸/대졸/박사 또는 고졸/석사

/박사)

D6 = 연령4(4세대: 20대/30대/40대/50대), 직급4(4직급: 원급

/선임급/책임급/주임급이상), 학력4(4학력: 고졸/대졸/석사/

박사)

․ 통제변수 : Z1 = 연령, Z2 = 성별, Z3 = 직급, Z4 = 학력, Z5 = 리더신

뢰, Z6 = 내적동기

연구모형 Ⅳ도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팀 내 세대의 존

재여부 및 세대차이의 거리, 직급의 존재 및 직급차이의 거리, 학력수준의

존재 및 학력수준의 거리를 고려한 계층적인 범주를 더미변수로 구성하여

그 범주별로 종속변수인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분석하

기 위함이다. 상세내용은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서 설명한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한전기술 전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성원의 다양성이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기위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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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다양성, 의사소통, 팀 창의성과 관련된 문항을 작성하여 무작위

로 설문지를 배포한 다음 설문내용에 응답하게 하였다. 각문항의 응답방

식은 다양성의 경우 질의응답 형식으로, 의사소통 및 창의성은 “전혀 그

렇지 않다”의 1점부터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

다”와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다.

1) 독립변수

본 연구는 다양성을 사회범주 다양성과 직무관련 다양성으로 분리하여

측정하였으며 사회범주 다양성으로는 연령, 성별과 직무관련 다양성은 직

급, 전공 및 학력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다양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질문을 각각 제시하고 응답자가 설문지에 답변을 작성하게 하였다.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응답

자가 작성한 본인이 속한 팀 구성원의 연령, 성별, 직급, 전공 및 학력수

준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각 조직 내의 다양성 분류기준별 인원수 등을 기

준으로 다양성을 지수화 함으로써 연속형 변수화하여 측정하는 방법과 연

령, 직급, 학력수준의 경우 조직의 상하체계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연령,

직급 및 학력수준의 계층을 팀 내의 세대, 직급, 학력수준의 존재여부뿐만

아니라 팀 내에 존재하는 연령대간의 차이의 거리, 직급간의 차이의 거리,

학력수준간의 차이의 거리도 고려하여 범주형 변수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연구모형에서 논의한대로 조직 내의 연령, 직급, 학력수준에서 존재여부와

기준별 거리차이를 고려하여 범주별로 구분한 것이 다양성으로 정의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조직 내의 연령, 직급, 학력수준의

존재여부 및 거리차이가 조직구성의 형태를 기준으로 다양성의 순서 또는

크기 비교 등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다양성으로 정의하여 본 연구를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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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 측정방법 1

연령다양성은 팀 구성원의 연령대를 만29세 이하, 만30세에서 만39세

이하, 만40세에서 만49세 이하, 만50세 이상의 4개 범주로 구분하여 각 연

령대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인원을 기준으로 측정하였고, 성별다양성은 팀

내 남성, 여성 비율기준으로, 전공다양성은 전공한 분야를 기준으로 하여

팀 내 구성원의 전공분야 종류의 개수를 기준으로, 학력수준다양성은 팀

내 구성원의 학력을 고졸,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고 각 학력수준에 해

당하는 구성원의 인원을 기준으로 집계하여 측정하였다.

각 범주별로 집계된 다양성자료는 범주형 변수의 처리에 일반적인 엔트

로피에 기초한 지수를 사용하여 계수화 하는 방법(Teachman, 1980)을 사

용하였다. 즉, 성별다양성은 집단 내 구성원의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다

양한지를, 연령다양성은 팀 구성원들의 연령대를 만29세 이하, 만30세에서

만39세 이하, 만40세에서 만49세 이하, 만50세 이상의 4개 범주로 구분하

여 집계된 인원을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S
다양성 = -∑ [Pi×ln(Pi)]

i=0

위의 계산식에 따른 다양성 측정을 팀 내 연령대가 <표 3-2>와 같은 경

우를 예로 하여 연령다양성을 측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A팀의 구성원이 10명이고 만 29세 이하가 2명, 만30세에서 만 39세 이

하가 3명, 만40세에서 49세 이하가 4명, 만 50세 이상이 1명이면, 연령다

양성은 -[2/10×ln(2/10) + 3/10×ln(3/10) + 4/10×ln(4/10) +

1/10×ln(1/10)]= 1.280 이고, B팀은 구성원이 8명이고 만 29세 이하가 1명,

만30세에서 만 39세 이하가 3명, 만40세에서 49세 이하가 4명, 만50세 이

상이 없을때, 연령다양성은 -[1/8×ln(1/8) + 3/8×ln(3/8) + 4/8×ln(4/8)] =

0.974이다. 성별, 직급, 전공, 학력수준 다양성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



- 29 -

구분 총인원
만29세

이하

만30세 ~

만39세

만40세 ~

만49세

만50세

이상

다양성

지수

A그룹 10명 2 3 4 1 1.280

B그룹 8명 1 3 4 0 0.974

였으며, 성별다양성의 경우 가장 높은 다양성지수는 남녀 비율이 50:50인

경우이다.

<표 3-2> 팀 내 연령분포 표

(2) 다양성 측정방법 2

조직의 상하 체계적 구성여부를 고려하여 다양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하향식(Top-down) 조직체계를 고려하여 다양성을 측정하였다. 조직에서

는 연령대별, 직급별, 학력수준별로 상하 관계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구

성되었는가에 따라 조직의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직 내의 일부

연령대가 존재하지 않거나 특히 중간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상위

연령대와 하위연령대를 연결해주는 역할의 부재로 팀 내의 갈등을 유발시

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직급 또한 조직의 체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중

요한 요인이다. 조직에서의 직급은 직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으로

나누어지며 조직에서 직급은 연령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체계를 구성 짓

는다. 연령은 사회범주별 상하체계로 정의할 수 있는 반면 회사에서의 직

급은 연령과는 다른 개인의 성과나 능력 등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체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 직급 및 학력수준을 상하체계성을 기준으

로 각 분류기준별 구성원의 존재여부 및 거리에 따라 다양성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연령다양성은 1개세대만 존재하는 경우, 2개, 3개, 4

개세대가 존재하는 경우를 각각 분류하여 다양성을 범주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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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의 종류
다양성

범주

1개세대
우리 팀은 20대 또는 30대 또는 40대 또는 50대로 1개의

세대로만 구성되어 있다.
1

2개세대

우리 팀은 20대, 30대 또는 30대, 40대 또는 40대, 50대로

만 구성되어 있다.
2

우리 팀은 20대, 40대 또는 30대, 50대로만 구성되어 있다. 3

우리 팀은 20대, 50대로만 구성되어 있다. 4

3개세대

우리 팀은 20대, 30대, 40대 또는 30대, 40대, 50대로만 구

성되어 있다.
5

우리 팀은 20대, 30대, 50대 또는 20대, 40대, 50대로만 구

성되어 있다.
6

4개세대
우리 팀은 20대, 30대, 40대, 50대의 모든 연령으로 구성되

어 있다
7

또한 2개 세대만이 존재할 경우도 20대와 40대만 존재하는 경우와 20대

50대만 존재하는 경우처럼 팀 내 존재하는 연령대 간의 거리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범주를 분류하였다. 직급과 학력수준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

류하여 다양성을 구분하였다. 다양성 측정 방법 2에 의한 다양성 범주를

정리하면 아래 <표 3-3, 4, 5>와 같다.

<표 3-3> 연령다양성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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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직급구성 구분
다양성

범주

1개직급
우리 팀은 원급 또는 선임급 또는 책임급 또는 주임급 이

상으로 1개의 직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1

2개직급

우리 팀은 원급, 선임급 또는 선임급, 책임급 또는 책임급,

주임급이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2

우리 팀은 원급, 책임급 또는 선임급, 주임급이상으로만 구

성되어 있다.
3

우리 팀은 원급, 주임급이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4

3개직급

우리 팀은 원급, 선임급, 책임급 또는 선임급, 책임급, 주임

급이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5

우리 팀은 원급, 선임급, 주임급이상 또는 원급, 책임급, 주

임급이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6

4개직급
우리 팀은 원급, 선임급, 책임급, 주임급이상 모든 직급으

로 구성되어 있다
7

조직의 학력구성 구분
다양성

범주

1개학력
우리 팀은 고졸 또는 대졸 또는 석사 또는 박사로 1개의

학력수준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1

2개학력

우리 팀은 고졸, 대졸 또는 대졸, 석사 또는 석사, 박사로

만 구성되어 있다.
2

우리 팀은 고졸, 석사 또는 대졸, 박사로만 구성되어 있다. 3

우리 팀은 고졸, 박사로만 구성되어 있다. 4

3개학력

우리 팀은 고졸, 대졸, 석사 또는 대졸, 석사, 박사로만 구

성되어 있다.
5

우리 팀은 고졸, 대졸, 박사 또는 고졸, 석사, 박사로만 구

성되어 있다.
6

4개학력
우리 팀은 고졸, 대졸, 석사, 박사 모든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7

<표 3-4> 직급다양성 범주

<표 3-5> 학력수준다양성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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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1) 의사소통

본 연구에서는 Downs와 Hazen(1997)의 의사소통 만족도 측정 설문도

구를 정선태(2003), 박혜진(2008), 박소정(2012)이 구성한 것을 바탕으로

공식적 의사소통인 상향식, 하향식, 수평적 의사소통과 비공식적 의사소통

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상향식 의사소통은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피드백을 적용하고 자신의 업무진도 및 현황을 알리며

현안 문제 등을 보고하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항으로, 하향식 의사소통

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목표를 부과하고 작업을 지시하며 회사의 정책

과 절차를 알리고 주요사항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의 문항으로, 수평적

의사소통은 조직 내 동일한 계층에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조정을 촉진하는 의사소통으로,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구성원 간

의 비공식적 경로로 경영자에게 통제되지 않고 개인의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 활용되는 의사소통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상향식 의사소통 문항은 설문응답자가 업무수행 시 발생되는 문

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상의를 할 수 있는지, 하향식 의사소통 측정은 상

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전에 팀원들과 상의하는지, 수평적 의사소통은

설문응답자가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다른 팀원에게 기꺼이 제공하는지와

팀 내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아무 두려움 없이 의견과 생각 그리고 감

정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비공

식적 의사소통은 설문응답자가 본인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팀

내에 있는지, 개인적인 문제도 직장동료 및 상사들과 자유롭게 상의하는

지, 팀 내 동료직원들과 비업무적인 접촉에 따른 인간관계에 만족하는지

등을 묻는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상향식 의사소통 2문항, 하향적 의사소통

2문항, 수평적 의사소통 2문항, 비공식적 의사소통 2문항으로 총 8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 33 -

(2) 팀 창의성

본 연구에서는 팀 창의성을 팀 내의 여러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달성

을 위해 상호 작용하면서 새롭고 가치 있는 의견 내지는 아이디어를 제안

하거나 프로세스, 절차, 업무 등을 개선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

념으로 정의하였다(Woodman et al., 1993). 팀 창의성에 관한 설문은

Zhou & George(2001)가 개발한 측정항목 10개와 Anderson &

West(1998)의 ‘팀의 혁신 풍토 설문(TCI : Team Climate Inventory)의 5

가지 범주 중 혁신 지원/지지요인에 관한 문항을 활용하여 연구에 적합하

게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따라서 설문의 내용은 프로세스, 절차, 업무 등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방

법이나 개선방법 등에 대해 팀원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는지, 회사 내의

개선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지, 제안된 새로운 의견 및 개선안을 반영

하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알아보았으며, 또한 최근에 수행한 연구과제나

프로젝트 결과물이 창의적으로 작성되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는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유발된 공기업 내 조직 구성원의 다양

성 요인들이 의사소통과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모델을 수립하였고 독립변수로 연령, 성별, 직급, 전공 및 학력수준다양성

을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로 선정된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보다 타당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 종속변수인 의사소통과 팀 창의성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 인구학적 요인인 설문응답자의 연

령, 성별과 설문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인 학력수준 및 직급을 통제변수

로 설정하였으며, 또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변수들을 검토하여 내면적

의지의 척도인 리더신뢰, 내적동기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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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적 의지정도를 판단하는 리더신뢰는 부하직원들이 리더에 대한 긍

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팀 내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리더에 대한 부정적 기대는 결국 팀 프로세스

활성화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통제변수로 포

함하였다.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의하면 개인은 자발적

으로 타인에게 편익을 제공함으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편익제공자에게 보

답의 의무를 갖게 된다. 리더-부하간의 신뢰편익도 일정수준의 심리적 의

무를 갖게 할 것이다. 따라서 리더가 직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

어 팀의 구성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상황과 요구를 계

속 살피고 존중해주는 등 상호작용공정성을 유지하고 리더-부하간의 신

뢰수준을 높인다면 부하들은 지원적인 환경 하에서 창의성을 더욱 높게

발현할 수 있을 것이다(조영복․곽선화․류정란, 2010). 또한 신뢰는 인간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다. 리더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

성된다면 구성원 간의 아이디어가 신뢰에 바탕을 둔 의사전달을 통해서

자유롭게 공유하게 되고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매

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한주희․고수일, 2009).

내적동기는 자신의 행위가 외적인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행위

자체가 그 행위에 목적이 되는 것(Deci, 1975)으로 일에 대한 흥미, 즐김,

만족, 도전 등에 의해서 동기화가 되는 것을 말한다. 조직에서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내적동기가 충만하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

고 창의적인 결과도 얻을 수 있으며(Amabile, 1988) 조직의 활성화 및 성

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리더신뢰와 내적동기를 의사소

통 및 팀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로 설정하므로 서 독립변수의 영

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해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를 변수기능과 변수군으로 정리

하면 아래 <표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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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기능 변수군 변수이름

독립변수

사회 인구학적 배경
성별다양성

연령다양성

직무 배경

직급다양성

전공다양성

학력수준다양성

종속변수
팀 프로세스 활성화 및

팀 효과성

의사소통

팀 창의성

통제변수

사회 인구학적 요인
연령

성별

개인 요인

직급

학력

내적동기

조직 요인 리더신뢰

<표 3-6> 연구변수의 정의

제 2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한전기술에 근무하는 직

원이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위해 본사의 3개 본부와 대전의 원자로

설계개발단 내의 13개 처실 및 17개 그룹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설문조사

를 시행하였다. 표본을 다양하게 수집하기 위해 각처와 17개 그룹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본 연구는 팀 수준의 분석으로서 팀 단위로 표본을 선정하고 설문을 배

포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17개 그룹의 경우 그룹하부

의 팀 조직은 임시조직으로 수행하는 사업 수에 따라 팀조직이 생성되고

소멸되며, 팀의 구성도 대팀 하부에 다수의 소팀으로 구성되어있고 매트

릭스 조직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한명이 여러 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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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논문작성자가 설문응답자의 소속을 선정할 경우

여러 팀에 소속된 설문 응답자가 답변하는 팀의 대상과 논문작성자가 배

정한 설문응답자의 팀 소속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어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간의 연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응답자가 자신이 소속된

팀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팀 구성원의 성별, 연령, 직급, 전공, 학력수준

과 조직 내의 의사소통과 팀 창의성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조사를 위해 200부는 직접 배포하고, 180부는 온라인으로 배포하여

총 206부를 회수하였다. 설문 응답지 중 팀의 다양성 측정이 어렵거나 지

나치게 불성실하게 답변한 17부를 제외한 189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

하였다.

추출된 표본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의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먼저

종속변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본 연

구 설문조사에 사용된 문항들의 내적일관성 확보를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에 의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들 간의 관련성

의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연구

문제의 분석을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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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통계적 분석

제 1 절 표본의 일반적 특징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응답자와 응답자가 소속된 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응답자의 특성으로 응답자 중 남성이

169명(89.4%), 여성은 20명(10.6%)로 상대적으로 남성응답자의 비율이 상

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한전기술의 임직원 2,235명(2014년 3월 기준)

중 남성 직원이 2,021명으로 약 90%인 것을 고려하면 합리적으로 샘플링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문응답자의 연령대는 20대이하가 30명(15.9%),

30대가 59명(31.2%), 40대가 52명 (27.5%), 50대 이상이 48명(25.4%) 이

다. 응답자의 직급은 일반직원인 원급이 51명(27.0%), 선임급이 20명

(10.6%), 책임급이 112명 (59.3%), 주임급 이상이 6명(3.2%)로 상당히 많

은 응답자가 책임급임을 알 수 있으나 한전기술 정규직 직원 중 책임급이

1,318명으로 약 59%이므로 직급관련 표본의 신빙성도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문응답자의 학력수준은 고졸이하 7명(3.7%), 대졸이 139

명(73.5%), 석사가 39명(20.6%), 박사가 4명(2.1%)로 대부분이 대졸이상의

학력이며 이는 한전기술 직원의 약 95%정도가 대부분 대졸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표본추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

설문응답자가 속한 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팀의 규모는 직

원수 5명이하가 37팀(19.6%), 6명에서 10명이 79팀(41.8%), 11명에서 15명

이 38팀(20.1%), 16명에서 20명이 20팀(10.6%), 21명이상이 15팀(7.9%)로

나타났으며 팀 규모의 평균은 11.2명이였다. 설문응답자가 소속된 팀의 구

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팀의 성별은 남성이 85.6%, 여성이 14.4%이

며 팀의 연령대는 20대가 15.8%, 30대가 29.8%, 40대가 31.3%, 5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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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3.1%이다. 팀의 직급은 원급이 28.3%, 선임급이 12.6%, 책임급이

51.4%, 주임급이상이 7.7%이며, 팀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2.7%, 대졸이

77.2%, 석사가 16.2%, 박사가 3.9%이다.

상기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한전기술의 회사전체인력구조와 설문응답자

와 응답자가 속한 팀의 성별, 연령, 직급, 학력수준의 비율이 유사하므로

모집단을 설명하기 위한 표본의 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척도의 신뢰성과 상관관계분석

1. 신뢰성 분석

측정도구의 일관성의 확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사용된 문

항들의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복수의 문항에 대해 Cronbach's

Alpha계수에 의한 내적일관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4-1>과 같다.

학자들에 따라 신뢰도를 판단하는 계수 값을 다르게 보기도 하나 일반

적으로 Cronbach's Alpha계수 값이 0.6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확

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측정항목 신뢰성은 종속변수에서 의

사소통 0.800, 팀 창의성 0.830이고 통제변수에서 내적동기 0.750, 리더신

뢰 0.871로 분석되어 모두 0.7이상으로 분석되어 Cronbach's Alpha계수

값을 기준으로 볼 때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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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항목 항목제거시

종속변수

의사소통

(= 0.800)

1 0.768

2 0.774

3 0.770

4 0.779

5 0.789

6 0.775

7 0.783

8 0.786

팀 창의성

(= 0.830)

1 0.808

2 0.809

3 0.785

4 0.781

5 0.796

통제변수

내적동기

(= 0.750)

1 0.681

2 0.646

3 0.671

리더신뢰

(= 0.871)

1 0.833

2 0.824

3 0.853

4 0.841

5 0.865

<표 4-1> 내적 일관성법에 의한 문항분석

2. 상관관계분석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즉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성

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사용되는 분

석으로 본 연구에서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수인 연

령, 성별, 직급, 전공, 학력수준다양성과 종속변수인 의사소통, 팀 창의성

과 통제변수인 내적동기, 리더신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다양성의

측정방법이 두 가지이므로 다양성 측정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각 변수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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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의사소통 1

팀

창의성
.382** 1

내적동기 .482** .388** 1

리더신뢰 .582** .518** .428** 1

연령

다양성1
-.179* .174* .023 -.011 1

성별

다양성1
.060 -.007 -.037 .030 .333** 1

직급

다양성1
.005 .048 -.022 -.022 .366** .278** 1

전공

다양성1
.072 .098 .083 .053 .024 .067 .195** 1

학력수준

다양성1
.018 -.020 .042 -.058 .184* .219** .171* -.111

1) 변수간의 상관관계(다양성 측정 1)

독립변수인 연령, 성별, 직급, 전공 및 학력수준다양성의 상관관계를 보

면 상관계수의 값이 0.4미만으로 독립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

다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의사소통과 팀 창의성에서는 다

양성 중 연령다양성만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2>에서 알 수 있듯이 종속변수인 의사소통과 팀 창의성은 통제변수인

내적동기, 리더신뢰와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의사소통 및 팀 창의성과 리더신뢰, 내적동기를 연계한 연구들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다양성과 의사소통 및 팀

창의성의 관계를 설명하므로 서 조직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다각적

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4-2> 변수간의 상관관계(다양성 측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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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의사소통 1

팀

창의성
.382** 1

내적동기 .482** .388** 1

리더신뢰 .582** .518** .428** 1

연령

다양성2
-.168* .165* .034 -.011 1

직급

다양성2
-.005 .090 .072 -.004 .442 1

학력수준

다양성2
-.076 -.040 -.026 -.119 .227 .208

2) 변수간의 상관관계(다양성 측정 2)

<표 4-3>에서 나타나듯이 상기 <표 4-2>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연

령다양성, 내적동기, 리더신뢰만이 의사소통과 팀 창의성에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직급다양성과 학력수준다양성은 의사소통과

팀 창의성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했다.

<표 4-3> 변수간의 상관관계(다양성 측정 2)

제 3 절 회귀분석

1.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인 의사소통과 독립변수인 연령, 성별, 직급, 전공 및 학력수준

다양성의 인과관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집계된 다양성자료를 기초로 일반적인 엔트로피에 기초하여 산출한 다양

성지수와 의사소통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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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상하체계를 고려하여 여러 범주별로 구분하여 범주형 변수로 측정

한 연령, 직급 및 학력수준 다양성을 더미변수로 설계하여 종속변수인 의

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1) 구성원의 다양성과 의사소통과의 관계(다양성 측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에서 설명한 다양성 측정방법 1에 의하

여 측정된 구성원의 다양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소통을 종속변수로 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수정된 R제곱 값이 .450으로 독립변수는 종속변

수에 대해 4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분석되어 회귀식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5.002,

p=.000(p<.05)].

연령다양성과 성별다양성이 5% 유의수준에서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직급, 전공, 학력수준다양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다양성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3.961,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성별다양성은 t값이 2.001, 유의확률 .047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다양성이 정(+)의 유의미한 관계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인 선행연

구들과 다른 결과이다. 팀 내에 여성인력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표본 중

69개팀(약 37%)에서 여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한전기술의 여직원 채용이

상대적으로 근래에 와서 많이 이루어져 여성인력 중에서 최저직급인 원급

이 약 39%로 대다수의 여직원이 팀 내에서 최저직급에 속한다. 따라서

여성인력이 팀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 직급으로 배치되어 오히려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였거나, 팀 내의 여성인력이 상대적으로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여성의 섬세함, 감성 등 여성적 특성이 팀의 분위기에 보완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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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β 표준오차 베타

(상수) 2.153 .372 　 5.781 .000

연령다양성 -.548 .138 -.248 -3.961 .000

성별다양성 .289 .144 .125 2.001 .047

직급다양성 .167 .135 .076 1.233 .219

전공다양성 .008 .050 .010 .167 .867

학력다양성 .108 .101 .064 1.069 .287

연령 -.004 .006 -.063 -.604 .546

성별 -.168 .120 -.089 -1.396 .165

학력 -.134 .065 -.123 -2.062 .041

직급 .036 .067 .056 .535 .593

내적동기 .247 .050 .310 4.901 .000

리더신뢰 .377 .054 .439 6.985 .000

모형요약
R2 =.482, 수정된 R2 =.450

F=15.002, p=.000

할로 작용하여 팀 내 분위기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으로서 의사소통에 정

(+)의 효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팀 내에 여직원이 존

재하지 않는 경우 보다는 어느 수준이하에서 여성의 팀 내 존재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직급, 전공 및 학력수준 다양성은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결과로 분석되

지 않았다.

<표 4-4> 구성원의 다양성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2) 구성원의 다양성과 의사소통과의 관계(다양성 측정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에서 설명한 다양성 측정방법 2에 의하

여 측정된 구성원의 연령, 직급 및 학력수준다양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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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연령다양성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수정된 R제곱 값이 .439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대해 43.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분석되어 회귀식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4.361,

p=.000(p<.05)].

연령다양성을 팀 내 세대 존재여부에 따라 범주를 구분한 연령다양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1세대만 존재하는지, 2세대가 존재하는지, 3세대

가 존재하는지 또는 4세대 모두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독립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2세대만 존재하

는 경우도 2세대가 20대, 30대 또는 30대, 40대와 같이 연속으로 존재하는

경우와 20대, 40대 또는 30대, 50대만 존재하는 경우처럼 중간의 일부세대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팀 내에 3세대가 존재하면서 20대, 30대, 40대

또는 30대, 40대, 50대와 같이 연속된 세대로 구성된 경우와 3세대가 존재

하지만 20대, 40대, 50대 또는 20대, 30대, 50대와 같이 중간에 한세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팀 내 연령대의 거리도 고려하여 범주별로 구

분된 다양성의 영향력 크기도 비교하였다. 2세대만 존재하는 경우에 20대

와 50대로만 존재하여 중간의 2개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으나 조사한 표본에서는 그러한 팀 구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팀 내 존재하는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여 범주별로 구분된 연령다양성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각 범주별로 모두 유의미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값을 비교해보면 팀 내 1세대

만 존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2세대가 존재하는 경우 값이 -.645(연이

은 세대), -.643(세대 간 거리존재)이고 3세대가 존재하는 경우는 -.697,

-.817이고 4세대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825로 팀 내 존재하는 연령대가

많아질수록 종속변수인 의사소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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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β 표준오차 베타

(상수) 2.508 .413 　 6.078 .000

세대 1: 2세대

(연이은 2세대)
-.645 .293 -.237 -2.201 .029

세대 2: 2세대

20대/40대 등
-.643 .282 -.271 -2.280 .024

세대 4: 3세대

(연이은 3세대)
-.697 .262 -.505 -2.658 .009

세대 5: 3세대

(20대/30대/50대 등)
-.817 .274 -.415 -2.987 .003

세대 6: 4세대 -.825 .256 -.710 -3.221 .002

연령 -.005 .006 -.090 -.872 .385

성별 -.063 .116 -.033 -.543 .588

학력 -.145 .063 -.134 -2.291 .023

직급 .054 .067 .086 .806 .422

내적동기 .251 .051 .315 4.915 .000

리더신뢰 .385 .055 .448 6.989 .000

모형요약
R2 =.472, 수정된 R2 =.439

F=14.361, p=.000

또한 팀 내 2세대가 존재하는 경우는 2세대가 연이어 존재하는 경우와

세대 간 거리가 떨어져있는 경우에도 부(-)의 영향의 크기가 유사했으나

3세대가 존재하는 경우는 연속된 3세대보다 중간에 한세대가 존재하지 않

는 경우가 의사소통에 더 큰 부(-)의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팀 내 세대수가 증가할수록 의사소통이 더 큰 부(-)의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팀 내 3세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20대/30대/40

대, 30대/40대/50대처럼 연이어 세대가 존재하는 경우보다는 20대/30대/50

대, 20대/40대/50대로 존재하여 팀 내 중간세대가 없는 경우에 의사소통에

더 큰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5> 연령다양성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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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급다양성(조직 내 직급 구성)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수정된 R제곱 값이 .430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대해 43.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분석되어 회귀식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3.918,

p=.000(p<.05)].

상기 (1)에서 연령다양성을 분리한 방법과 유사하게 직급다양성을 팀

내 직급 존재여부에 따라 범주별로 구분한 직급다양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2직급만 존재하는지 3직급이 존재하는지 또는 4직급 모두가 존재

하는지에 따라 독립변수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팀 내 직급 존재여부에 따라 범주가 분리된 직급다양성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팀 내 1개직급만 존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팀 내 2개의 직급만 존재하는 경우에 원급, 책임급 또는 선임급, 주임급이

상처럼 중간의 한 개의 직급이 없는 경우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범주별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회귀분석결과는 팀 내 1개의 직급만이 존재하는 경우

와 비교해서 2개 직급이 원급, 책임급 또는 선임급, 주임급이상처럼 중간

에 한 직급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값이 -.713으로 나타난다. 이는 팀

내 2개의 직급이 존재하는 경우 직급다양성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서 한 개의 직급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더 큰 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범주의 경우는 유의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직급다

양성은 의사소통에 부(-)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팀 내에 직급다양성은 한 직급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팀 내 2개

직급이 존재하면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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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β 표준오차 베타

(상수) 2.421 .470 　 5.154 .000

직급 1: 2직급

(연이은 2직급)
-.333 .340 -.129 -.979 .329

직급 2: 2직급

(원급/책임급)
-.713 .320 -.484 -2.224 .027

직급 4: 3직급

(연이은 3직급)
-.512 .319 -.405 -1.609 .109

직급 5: 3직급

(원급/선임급/주임급 등)
-.566 .321 -.385 -1.767 .079

직급더미 6: 4직급 -.608 .318 -.460 -1.909 .058

연령 -.006 .006 -.108 -1.032 .304

성별 -.075 .117 -.040 -.645 .520

학력 -.146 .063 -.135 -2.322 .021

직급 .062 .067 .098 .918 .360

내적동기 .254 .051 .319 4.954 .000

리더신뢰 .363 .055 .423 6.594 .000

모형요약
R2 =.464, 수정된 R2 =.430

F=13.918, p=.000

<표 4-6> 직급다양성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3) 학력수준다양성

연령다양성 분리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팀 내에 고졸, 대졸, 석사, 박

사의 존재여부 및 학력수준간의 거리에 따라 범주를 구분하여 측정한 학

력수준다양성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유의미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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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인 팀 창의성과 독립변수인 연령, 성별, 직급, 전공, 학력수준

다양성의 인과관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설문응답자가 작성한 조직 내 구성원의 연령, 성별, 직급, 전공, 학력수준

의 다양성관련 자료를 집계하여 산출한 다양성지수와 팀 창의성을 종속변

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또한 조직의 상하체계를 고려하

여 여러 범주별로 구분하여 범주형 변수로 측정한 연령, 직급 및 학력수

준 다양성을 더미변수로 설계하여 종속변수인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구성원의 다양성과 팀 창의성과의 관계(다양성 측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에서 설명한 다양성 측정방법 1에 의하

여 측정된 구성원의 다양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팀 창의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수정된 R제곱 값이 .330으로 독립변수는 종속변

수에 대해 3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회귀식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9.423,

p=.000(p<.05)].

연령다양성만이 5% 유의수준에서 팀 창의성에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성별, 직급, 전공, 학력수준다양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다양성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3.186,

유의확률이 .002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팀 내 연령이 다양할수록 팀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 직급, 전공 및 학력수준다양성은 팀 창의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분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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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β 표준오차 베타

(상수) .465 .461 　 1.009 .314

연령다양성 .546 .171 .220 3.186 .002

성별다양성 -.308 .179 -.119 -1.720 .087

직급다양성 -.003 .168 -.001 -.017 .986

전공다양성 .019 .062 .020 .315 .753

학력다양성 .043 .125 .023 .344 .731

연령 .011 .008 .161 1.401 .163

성별 .154 .149 .073 1.032 .303

학력 -.176 .080 -.145 -2.195 .029

직급 -.085 .082 -.120 -1.029 .305

내적동기 .206 .062 .230 3.291 .001

리더신뢰 .419 .067 .434 6.256 .000

모형요약
R2 =.369, 수정된 R2 =.330

F=9.423, p=.000

<표 4-7> 구성원의 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2) 구성원의 다양성과 팀 창의성과의 관계(다양성 측정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에서 설명한 다양성 측정방법 2에 의하

여 측정된 구성원의 다양성을 독립변수로 팀 창의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연령다양성(조직 내 연령대의 구성기준)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수정된 R제곱 값이 .331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대해 33.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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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어 회귀식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9.451

p=.000(p<.05)].

팀 내 세대 존재여부에 따라 범주별로 구분한 연령다양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팀 내 세대 존재여부에 따라 분리된 연령 다양성이 팀 창

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1세대만 존재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모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값을 비교해보

면 1세대만 존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2세대가 존재하는 경우 값이

.837(연이은 세대), .725(세대간 거리존재)이고 3세대가 존재하는 경우가

.944(연이은 세대), .911(세대간 거리존재)이고 4세대가 모두 존재하는 경

우 .989로 팀 내 존재하는 연령의 세대수가 많을수록 종속변수인 팀 창의

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팀

내 2, 3세대가 존재하는 경우 연이어서 세대가 존재하는 경우와 세대 간

거리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값이 유사하므로 팀 내 존재하는 세대

간의 거리는 팀 창의성의 영향력 크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팀 내 존재하는 연령대수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팀 창의성이

더 큰 정(+)의 방향으로 간다고 할 수 있으며, 팀 내 존재하는 연령대 간

의 거리차이는 팀 창의성에 영향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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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β 표준오차 베타

(상수) .160 .505 　 .316 .753

세대 1: 2세대

(연이은 2세대)
.837 .359 .275 2.332 .021

세대 2: 2세대

20대/40대 등
.725 .345 .273 2.099 .037

세대 4: 3세대

(연이은 3세대)
.944 .321 .610 2.938 .004

세대 5: 3세대

20대/30대/50대 등
.911 .335 .412 2.719 .007

세대 6: 4세대 .989 .314 .758 3.152 .002

연령 .011 .008 .169 1.494 .137

성별 .068 .142 .032 .478 .634

학력 -.158 .078 -.130 -2.036 .043

직급 -.100 .083 -.142 -1.213 .227

내적동기 .219 .063 .244 3.494 .001

리더신뢰 .398 .067 .413 5.903 .000

모형요약
R2 =.370, 수정된 R2 =.331

F=9.451, p=.000

<표 4-8> 연령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2) 직급다양성(조직 내 직급 구성기준)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수정된 R제곱 값이 .325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대해 32.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분석되어 회귀식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9.222

p=.000(p<.05)]

직급다양성을 팀 내 직급 존재여부 및 존재하는 직급간의 거리에 따라

분석한 것으로 직급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모든 범주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값을 비교해

보면 1개 직급만 존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2개 직급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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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878, .817이고 3개 직급이 존재하는 경우가 1.052, .966이고 4개 직급

모두가 존재하는 경우 .906으로 팀 내 존재하는 직급의 수가 많을수록 종

속변수인 팀 창의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정(+)의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

으나, 3개의 직급까지는 팀 내 존재하는 직급의 수가 많아질수록 팀 창의

성이 더 큰 정(+)의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개 및 3개 직급

이 존재하는 경우에 직급이 연이어서 존재하는 경우와 직급 간의 거리가

떨어져서 존재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값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팀 내

직급 간의 거리가 멀수록 팀 창의성에 더 큰 정(+)의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직급의 경우는 팀 내에 존재하는 직급 간의 차이가 팀 창의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나, 팀 내에 1개 직급이 존재하는 경우보다는

다수의 직급이 존재하는 경우 팀 창의성에 더 큰 정(+)의 영향력을 주며,

팀 내 3개의 직급까지는 직급의 수가 증가 할수록 팀 창의성이 더 큰 정

(+)의 방향으로 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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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β 표준오차 베타

(상수) .107 .574 　 .186 .853

직급 1: 2직급

(연이은 2직급)
.878 .415 .303 2.116 .036

직급 2: 2직급

(원급/책임급 등)
.817 .391 .495 2.089 .038

직급 4: 3직급

(연이은 3직급)
1.052 .389 .741 2.704 .008

직급 5: 3직급

(원급/선임급/주임급 등)
.966 .392 .585 2.466 .015

직급 6: 4직급 .906 .389 .612 2.331 .021

연령 .014 .008 .216 1.890 .060

성별 .044 .142 .021 .306 .760

학력 -.120 .077 -.098 -1.560 .121

직급 -.132 .082 -.187 -1.607 .110

내적동기 .192 .063 .214 3.060 .003

리더신뢰 .409 .067 .424 6.069 .000

모형요약
R2 =.364, 수정된 R2 =.325

F=9.222, p=.000

<표 4-9> 직급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3) 학력수준다양성(조직 내 학력 구성기준)

연령다양성 분리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팀 내에 고졸, 대졸, 석사, 박

사의 존재여부 및 학력수준간의 거리에 따라 범주를 구분하여 측정한 학

력수준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유의미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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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본 연구는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이 의사소통 및 팀 창의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여 분석된 결과를 기업에서 조직 및 팀 구성을 위한 인

사정책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을 구

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과 성과를 연계하여 분석한 경우가 다수였으며, 그 결과

도 상당히 혼재되어 있고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연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연령, 성별, 직급, 전공 및 학력수준다양

성과 성과를 직접 연계하지 않고, 다양성과 조직성과에 매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의사소통 및 팀 창의성과 연계하여 분석하였으며, 공기

업인 한전기술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다양성 지수 산출방법과 별도로 한

국사회 조직문화의 현실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조직이 상하 체계적

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했다. 따라서 팀 내 연령대, 직급 및 학력

수준에서 각 기준별 존재여부 뿐만 아니라 연령대, 직급, 학력수준간의 거

리까지도 감안하여 다양성을 측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종속변수인 의사

소통과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 및 영향력의 크기도 비교분석하였다.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이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에서는 연령다양성이 의

사소통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다양성은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연령다양성의

연구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다양성이 의사소통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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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다수의 선행연구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인 한전기술의 여성인력이 전 직

원 대비 소수에 불과하고 본 연구의 설문 대상 팀의 36% 정도가 여성인

력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음과 여직원의 채용이 최근에 와서 활성화되어

여직원이 팀 내에서 대부분 저 직급에 속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따라 여성이 팀 내에서 저 직급으로서 조직의 활성화에 기

여하였거나 여성인력이 남성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소수이기 때문

에 여성적 특성이 팀의 분위기에 보완적 역할로 작용하여 팀 내 분위기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얻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팀 내 여성

인력이 의사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선입견을 제거해주는 사례

라고 볼 수 있으며, 기업의 정규직 여성인력과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긍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는 연구(이현실, 2011)와도 어느 정도 유사한 연구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에서 여성인력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직 내의 성별다양성이 남녀 간의 인식차이를 넘

어서 회사 동료로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조직의 효율을 강화할 수 있

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팀 내 20대, 30대, 40대, 50대의 각 연령대 존재여부 및 팀 내 연령대

간 거리도 감안하여 측정한 다양성을 토대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연령다양

성의 경우 팀 내 존재하는 세대계층이 많아질수록 의사소통에 부(-)의 영

향이 증가하였으며, 팀 내에 3세대가 존재하는 경우에서 연령대가 연이어

존재하는 경우보다 일부세대가 존재하지 않아 세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경

우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의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팀 내 원급, 선임급, 책임급, 주임급 등의 각 직급 존재여부에 따라 나

누어진 직급다양성의 경우도 1개 직급으로 이루어진 팀보다는 2개 직급이

팀 내에 존재하는 경우의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의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개 및 4개의 직급으로 이루어진 팀에서는 직급

다양성은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직급다양성은

의사소통에 부(-)의 영향을 주나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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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연령다양성이 팀 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팀 내 각 연령대 존재여부 및 세대 간의 거리도 감안하여 측정한

연령다양성을 토대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팀 내 연령대가 많아질수록 팀

창의성이 더 큰 정(+)의 방향으로 간다는 분석결과를 얻었다. 팀 내 존재

하는 세대수가 같은 경우에서 팀 내 존재하는 세대 간의 거리차이가 팀

창의성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었다. 이는 팀 내에서 연령대

의 거리차이는 큰 영향이 없으나, 팀 내에 다양한 세대가 존재하면 세대

간의 다양한 관점과 인식 등이 서로를 자극하여 창의성을 증진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직급다양성의 경우도 팀 내 3개의 직급까지는 팀 내에 직급 수가 많아

질수록 팀 창의성에 더 큰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팀 내에 1개의 직급이 존재하는 경우에 비교해서 다수의 직급이 존재하는

경우가 더 큰 정(+)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팀 내 존재

하는 직급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팀 창의성이 더 큰 정(+)의 방향으로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팀 내에 동일한 직급 수에서의 직급

간 거리의 차이는 연령다양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팀 창의성의 방향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연령다양성은 의사소통에 장애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팀 창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팀 내 존재하는 세대가 많을수록 의사소통은 상대

적으로 더욱 힘들어지는 반면에 팀 창의성은 증진됨을 알 수 있으며, 팀

내 일부 연령대가 존재하지 않아 연령간의 거리차이가 증가할수록 의사소

통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성별 다양성의 경우는 의사소

통에 긍정적 영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며, 직급다양성에서는 팀 내에 직

급이 많아질수록 대체적으로 팀 창의성이 더 크게 증대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57 -

2. 연구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기업조직과 정부조직의 두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공기업에서도 조직구성원의 연령 및 성별다양성이 의사소통 및 팀 창의성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의 상하체계를 감안하여 조직

내의 세대 및 직급 존재여부와 거리차이를 고려하여 측정한 다양성을 기

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구성원의 연령, 직급다양성이 의사소통 및 팀 창

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팀 내에 존재하는 세대 간의 거리차이에

따라 그 영향력의 크기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연령다양성은 의사소통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팀 창의성에

는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조직 내의 세대 및 직급 구성형

태에 따라 그 영향력의 크기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다양성도 조직

내 경쟁력강화의 수단으로 받아들여 인사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조직 내의 팀 창의성 및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

치는 보다 중요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다. 그

러나 공기업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인사정책이 영향을 받아왔고, 조

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이 팀의 효율성 등에 영향에 미칠 수 있다는 이해

를 바탕으로 인사정책이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양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팀 내 구성원의 다양성 효

과에 대한 이해는 잠재된 팀 활성화 요인과 효과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직무관련 다양성인 학력수준다양성과 전공다양성이 의사소

통 및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이준호(2008)의 연구에서 정보다양성으로 분류한 학력수준다양성과

전공다양성이 창의적 팀 성과에 유의하게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게 정(+)의 방향으로 작용함은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조직 내의 연령, 성별, 직급다양성이 공기업인 한전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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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사소통 및 팀 창의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밝혀낸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기업에서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조직의 효율성 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식하여 조직 구성에 있어 다양

성의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인

다면 조직의 활성화 및 조직경쟁력 강화와 더 나아가서는 조직의 성과에

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분석단위가 팀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팀 내

에 소속된 인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구성원 중

설문에 참가한 개인이 인지하는 팀 내 의사소통 및 팀 창의성 수준에 따

라서 연구의 결과가 좌우되어 팀 전원에 대해 조사한 경우보다 설명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팀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팀 내 의사소통

과 창의성 정도를 단순 설문 조사를 통해서가 아닌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

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각 모형에 대한 설명력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구성원의 다양성 측정을 위해 설문응답자가 속한 팀 구성원에

대한 인사정보를 설문응답자의 기억력에 의지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므로

서 다양성 산출에 대한 정확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실증연구 측면에서 팀의 나이를 반영하는 등의 시간적 흐름을 고

려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집단도 오래될수록 구성원 간의 관계가 성

숙하게 되어 서로 다름이 인정되는 등의 효과로 인해 여러 가지 다양성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가 완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으므로 연령 및 성별

다양성도 집단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효과가 감소되거나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를 공기업 전체를 대변하여 일반화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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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따를 수도 있다. 발전소 설계가 주 업무인 한전기술의 직원만을 대상

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

행하여 분석된 결과를 상호 비교하고 분석한다면 공기업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객관적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양성과 성과를 연계하는 단순한 모형에서 벗어

나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을 의사소통과 팀 창의성에 연계하는 프로세스

중심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독립변수인 다양성과 종속

변수인 의사소통 및 팀 창의성에서 팀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조사된 다양

성 요인으로 인해 서로를 다르게 느끼거나 친밀하게 느끼는 지와 팀 내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외부요인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므로 서 창의

성이 향상됨을 느끼는지에 대한 구성원의 생각까지도 고려한 심층적인 연

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향후 조사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설문응답자의

인터뷰조사 등을 병행하여 진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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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diversity at

workplace on communication and

team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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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on the diversity at workplace and its impact on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have revealed conflicting results ranging

from having positive or negative impact to having no impact at all.

The diversity at public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has been

continuously growing due to various reasons, both internal and

external. Unlike in private enterprises, however, the diversity in the

public sector has been subject to and more exposed to the changes in

government policies and regulations. It is generally seen that various

age groups within an organization are missing due to long term hiring

freezes and increase in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recruiting high school graduates. This trend results i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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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diversity landscape in ages, gender, and level of education.

This research takes various factors into consideration in analysis and

focuses on suggesting effective measures to better manage the

growing diversity.

This research employed two different methods for measuring

diversity. The first method, as used in other studies, is to measure the

diversity based on the distribution of employees per diversity type.

The second method is making measurement by categorizing diversity

in ages, job titles, and education level based on the number of age

groups, job titles, and education levels, and the gap between age

groups, job titles, and educational levels.

The objective research and analysis shows that the diversity in ages

has a negative impact on communication while having a positive

impact on team creativity, and that the diversity in gender has a

positive effect on team communication. The diversity analysis in ages

includes the measurement on the number of age groups and the gap

between age group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diversity in ages

has a comparably larger negative impact on communication and a

comparably larger positive impact on creativity as the number of age

groups increases within a team. Also, the level of difficulty in

communication increases when there is a missing age groups within a

team or organiza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trongly implies that the vitalizations,

competitiveness, and even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organization

can be positively influenced when the diversity is recognized as a

significant factor in organization’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nd is

managed to maximize its positive impact while minimizing th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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