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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회적 자본은 행정학을 포함한 많은 사회과학분야에서 주요 연구 주제의 하나로 다

루어져 왔다(Adler & Kwon, 2002).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사

회적 자산으로서 협력과 신뢰를 조성해 사회의 안정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다(Putnam, 2000; Coleman, 1990),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ies)에 대한 관심은 조직사회자본(Organizational Social Capital)이라는 형태

로 특화･발전하여 조직･인사분야 연구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e.g., Leana & Van 

Buren, 1999; Nahapiet & Ghoshal, 1998; Bolino et al., 2002). 조직 내의 사회적 자본

의 구축은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협력을 촉진시켜 조직 내 지식 교환 및 학습을 강화함으

로써 조직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Nahapiet & Ghoshal, 1998), 바람직한 조

직구성원들의 태도와 행태를 유발함으로써 조직성과 증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Andrews, 2010). 즉, 조직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신뢰관계가 개인 및 조직성과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직사회자본은 조직성과 향상을 위해 관리되어야 할 

조직의 주요 무형 자산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조직관리자의 시각에서 조직사회자본의 효과성을 접

근하고 있다. 조직구성원들의 직장생활이나 개인 생활과 관련한 조직사회자본의 효과성 

논의는 미흡한 것이다. 더구나 지역사회나 국가 단위에서, 사회적 자본이 구성원들의 웰

빙 수준과 유의미한 관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e.g., Puntscher et al., 

2014; Oshio, 2017; 한세희 외, 2010), 조직 환경에서의 사회자본과 조직구성원들의 웰

빙 간 관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조직사회자본에 관한 연구가 

일과 삶 균형정책으로 대표되는 인간가치를 중시하는 인적자본 강화방안이나 개인 행복 

중심의 웰빙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

행연구들은 조직 내에서 강화된 사회적 상호작용이 조직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이나 주

관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계성을 갖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웰빙 향상

에 기여하는지,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사회자본과 구성원들의 행태 간 직접적 영향관계에 초점을 맞

춘 선행연구를 확장해, 조직사회자본이 구성원들의 혁신행동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지식기반 산업사회에서 조직구성원들의 혁신적 사

고방식과 행동은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조직성과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Paine & Organ, 2000; De Jong & Den Hartog, 2010). 이에 조직사회자본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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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의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와 더불어, 조직성과와 관련한 조직사회자본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조직사회자본이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

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관계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과 전

이이론(spillover theory)을 준거이론으로 활용한다.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구성원들은 

조직으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호혜적인 반응의 결과로써 조직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를 형성하게 된다(Blau, 1961). 조직사회자본으로 대변되는 조직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상호신뢰의 증대는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조직 내 심리적 근무환경으로써 

작용함으로써, 구성원들의 행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olino et al., 2002). 또

한 전이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Sirgy et al., 2001), 이러한 심리적 근무환경에 대한 우호

적 인식은 개인 삶에 있어서의 긍정적 경험으로 작용해 주관적 안녕감의 증대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심리적 근무환경의 하나로 조직

사회자본을 규정할 때, 이에 대한 우호적 인식은 구성원들의 혁신행동 뿐만 아니라 구성

원들의 주관적 안녕감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조직사회자본과 혁신행동 및 주관적 안녕감 간 영향관계 분석에 있

어 직장생활의 질을 매개변인으로 활용한다. 집단 내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은 그 구성

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보다는 직접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집합적 자원

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Adler & Kwon, 2002). 조직사회자본이 조직성과나 주관적 안녕

감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환과정의 매개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장생활의 질이 직장생활 통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물질적 혜택, 개인적 만족감 및 

즐거움, 개인적 성취감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Sirgy et al., 2001), 조직 내

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직장생활을 통한 개별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에 영향을 미쳐 

구성원들의 혁신행동과 주관적 안녕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사회자본과 조직구성원들의 직무태도 간 영향관계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를 확장해, 조직사회자본이 직장생활의 질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혁신행동와 

주관적 안녕감 증대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공공부문 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조직사회자본, 직장생활의 질, 혁신행동, 주관적 웰빙 간 영향관계를 살

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직성과 뿐만 아니라 삶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인사･조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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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조직사회자본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적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Bourdieu(1986: 248)는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유지와 연관되어 있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합으로 사회자본을 정의하고 있으며, Coleman(1990: 598)은 단일한 실체가 아닌 

두 요소 내의 다양한 실체로서 사회구조의 일련의 측면을 구성하며, 구조 내 행위자의 

특정한 행위를 촉진하는 것으로 사회자본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Putnam(2000: 19)은 

사회자본을 공동체 사회적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간 수평적 단체 내의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논의의 공통된 특징은 사회자본이 집단 내 구성원 간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고 집단 전체와 개별 구성원에게 가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무형

의 집합적 자산이라는 점이다(Coleman, 1990; Putnam, 2000; Narayan, 1997). 

특히 조직은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대화를 통해 견고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공간으로, 사회 내 어떤 수준의 집단보다 사회자본이 형성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설홍수, 2005; Coleman, 1990). 이에 사회자본연구의 한 조류로서 조직 내에서 조

직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관계에 초점을 둔 조직사회자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왔

다. 이러한 조직사회자본은 조직 내 관계 혹은 조직 간 관계의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는

데(설홍수, 2005), 조직 내 관계는 조직 경계 안에서 조직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조직 간 관계는 조직의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과의 사

회적 연결성을 다룬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조직사회자본을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사

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무형의 내재된 자원으로 인식한다(Lin, 1999). 조직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는 조직 내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켜주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Leana & Van Buren, 1999; Lin, 1999). 

이러한 조직사회자본에 대해 Nahapiet & Ghoshal(1998)는 사회관계의 형태와 내용

을 중심으로 구조적, 관계적, 인지적 차원의 하위 구성요소를 구성된 조직사회자본 모형

을 제시하고 있다. 구조적 차원의 조직사회자본은 조직 내 사회적 연결망(network)의 존

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 정도(connectedness)를 나타낸다. 관

계적 차원은 조직 구성원들 간의 연결의 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

는 신뢰와 호감의 정도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차원은 조직 내 의미 체계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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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한다. 조직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공통의 목적의식 하에 구성원들

을 단합하게 만들어준다. 즉, 조직사회자본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연결 정도, 

상호 신뢰, 공유된 조직 비전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조직 내 사회적 관계 속에 내재된 

집합적 자산인 것이다(Nahapiet & Ghoshal, 1998; Leana & Van Buren, 1999). 

2. 직장생활의 질

직장생활의 질(Quality of Work Life)은 조직구성원들이 작업조직 내에서 경험을 통해 

중요한 개인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Hackman & Suttle, 1977: 174), 사람과 

일, 그리고 조직에 대한 사고방식(Nadler & Lawler, 1983: 24), 직무수행과정상에서 근

로자들이 인지하는 신체적, 정신적 복지상태로 성취, 인정, 자부심, 성장, 책임 등을 통하

여 자아실현을 이루어 가는 과정(Cascio, 2015: 23) 등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적 정

의는 직장생활의 질이 조직구성원들의 욕구(needs) 및 직원들의 주관적 웰빙(perceived 

wellbeing)과 관련한 업무특성 및 직장환경에 대한 논의라는 것을 의미한다(Efraty, et 

al., 1990; Mirvis & Lawler, 1984). 예를 들어, Porter(1961)는 업무를 통해 추구되는 조

직구성원들의 욕구, 조직구성원들의 욕구와 관련한 조직 자원 수준, 그리고 조직구성원

들의 욕구와 조직 자원 간 부응성(congruence)을 평가하기 위해 직장생활의 질 측정 도

구를 개발했다. 생존욕구(survival needs),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인지적 욕구(ego 

needs), 자아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를 바탕으로 조직자원이 얼마나 조직구

성원들의 욕구 충족에 부응하고 있는 지를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조직자원과 

업무환경이 조직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이 인

식하는 직장생활의 질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수준의 직장생활의 질은 

조직구성원들의 기본욕구와 성장욕구를 충족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만족과 사기를 증진

시키는 우호적인 근무환경으로(May et al., 1999), 업무 생산성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만족이나 행복감과도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게 된다(Efraty et al., 1990; Lee et al., 2007; 

Sirgy et al., 2001; Kara et al., 2013). 

이러한 맥락에서 Sirgy et al.(2001)는 조직 구성원이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 활동 

및 결과를 통해 성취한 다양한 형태의 욕구 만족으로 직장생활의 질을 규정하고(p.242), 욕

구만족 모형(need-satisfaction models)에 기반해 조직구성원들이 직장생활을 통한 7가지 

인간욕구 – 건강･안전 욕구(health and safety needs), 경제적 욕구(economic and family 

needs),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존중 욕구(esteem needs), 자아실현욕구(actualization 

needs), 지적욕구(knowledge needs), 심미적 욕구(esthetic needs) - 에 대한 만족으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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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다. 이들 7가지 욕구는 건강･안전 욕구와 경제적 욕구의 하위 차원(low-order)의 직장

생활의 질과 사회적 욕구, 존중 욕구, 자아실현욕구, 지적욕구, 심미적 욕구의 상위 차원

(high-order)의 직장생활의 질 2가지로 구분된다(Lee et al., 2007; Sirgy et al., 2001; Kara 

et al., 2013). 이 가운데 상위 차원의 직장생활의 질은 직장생활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

성･유지되는 인간욕구로서, 하위차원의 직장생활의 질에 비해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Lee et al., 2007). 

3. 혁신행동

혁신행동(innovative behavior)은 업무와 관련한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의 새로운 아이

디어를 찾고 개발하며, 이를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된다(Amabile, 1988; Kanter, 

1989; Janssen, 2005; Scott & Bruce, 1994). 예를 들어, Farr & Ford(1990: 63)는 혁신행

동을 업무 역할에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 프로세스, 제품 또는 절차를 의도적인 도입으

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홍재･차용진(2015: 32)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새 아

이디어를 개발하여 이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혁신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즉, 혁신행동은 자신의 업무와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조

직에 적용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Scott & Bruce, 1994; Janssen, 2005).

이러한 개념적 논의는 다단계적 과정으로서 혁신행동을 강조한다(Kanter, 1988; 

Scott & Bruce, 1994). 혁신행동은 문제 인식,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지원, 아이디어

의 실행 등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이다(Kanter, 1988; Scott & Bruce, 

1994; Janssen, 2005). 또한 혁신행동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도입과 적용을 의도

한다는 점에서, 조직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은 조직의 성과를 결정짓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Abstein & Spieth, 2014, Janssen, 2000). 혁신행동이 조직의 성장과 발전의 기반으로써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혁신행동은 역할 외 행동(extra-role 

behavior)의 한 유형이다(Paine & Organ, 2000). 혁신행동은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문제

를 접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비공식적이며 자발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역할 외 행동이 조직의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Paine & Organ, 2000; De Jong & Den Hartog, 2010), 불확실하고 

복잡한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조직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이 요구된다. 

Kanter(1989)는 혁신단계를 고려해 혁신과 영향요인과의 상황적 관계를 규명하려는 

상황론적 접근법과 혁신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일반론적 접근법

으로 혁신에 대한 접근법을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혁신행동을 위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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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정의 전체적 맥락을 강조하는 상황론적 접근법이 아닌 일반론적 접근법의 시각에

서 조직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살펴본다. 개인적 특성, 근무 집단, 조직특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Anderson et al., 2004), 심리적 근무환경

으로서 조직사회자본과 그들이 인식하는 직장생활의 질이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4.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은 개인생활의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평가를 포

괄하는 것으로(Sirgy, 2012: 35), 개인의 기능과 외부적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특징

으로 한다.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의 생활전반에 대한 효용과 만족의 주관적인 평가이자 

태도인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 안녕감은 직장, 가족, 대인관계, 물질적 풍요 등의 객관적 

생활환경과 상황을 총체적으로 반영한다(Hollar, 2003; Massam, 2002). 일상생활을 영

위함에 있어 개인의 욕구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충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

시 말해, 주관적 안녕감은 객관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주관적 안녕감의 형성과 관련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이론 중 하나인 전이이론

(spillover theory)에 따르면, 특정 삶의 영역에서 경험과 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각 삶

의 영역에서의 전반적인 효용 수준을 결정하게 되고, 각 삶의 영역에서의 경험과 효용은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Sirgy et al., 2001; 

Lee et al., 2007). 개인의 행복감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취업여부, 소득수준, 주거, 건

강 등 다양한 생활영역과 생활조건에서 느끼는 만족과 긍정적 경험에 따라 달리지게 된

다. 즉, 주관적 안녕감은 가정생활, 대인관계, 건강, 직장활동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경험한 총체적 효용과 만족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는 각 삶의 영역에서의 효

용 수준을 반영한 개인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주관적 안녕감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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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가설의 설정

1. 조직사회자본의 직접적 영향관계

1) 조직사회자본과 혁신행동

사회적 교환이론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경제적･비경제적 요소를 포함한 자기이익

(self-interest)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이익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다(Blau, 1964). 이에 따라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조직의 특성을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조직에 대한 호의적 혹은 부정적 지각을 형성하게 된다. 개인

이 유형적･무형적 가치에 대한 조직과의 교환관계를 통해 조직에 대한 자신의 태도 및 

행동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동료들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대는 

조직이 우호적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행

태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사회자본은 상호신뢰가 공유된 공동체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규범인 호혜성

(norm of reciprocality)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Putnam, 2000; Coleman, 1990). 이러한 

호혜성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는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과 협동을 촉진시키게 된다. 따라서 조직사

회자본은 사회구조 안에서 공공의 이익를 위해 헌신하는 사회구성원을 양성하고 공공의 

목표를 위해 행동하도록 함으로써 조직 내 사회적 교환관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행연구들은 조직 내 조직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신뢰 및 사회적 관

계 증대로 대표되는 조직사회자본의 강화는 조직구성원들의 책임감과 자발적 참여를 유

발함으로써 조직과 업무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Leana 

& Van Buren, 1999; Bolino et al., 2002; 박희봉, 2002; 배귀희･김영환, 2006). 즉, 조직

사회자본은 심리적 근무환경이자 집합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치 있는 자산으로써, 집단

적 차원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원들

의 자발적인 혁신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사회자본과 혁신행동 간 직접적 영향관계는 실증 연구를 통해서도 추론 

가능하다. Mura et al.(2013)는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와 상호신뢰가 높을수록, 업무 

관련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진하는 직원이 많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성

원들 간의 높은 상호 신뢰가 높은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해 좋은 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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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새로운 의견이나 개선안을 보다 

호의적으로 판단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Akram et al.(2017)은 조직사회자본의 주요 

구성요소인 구조적, 관계적, 인지적 조직사회자본이 구성원들의 혁신행동과 직접적 영

향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고 있다. 사회교환이론의 시각에서 상호신뢰에 기

반한 다른 구성원들과의 연계(connection) 및 조직 비전 공유는 상호 교류를 통한 업무

지식 확대와 우호적 행태를 기대토록 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시와 실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조직사회자본은 조직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직사회자본과 직장생활의 질

조직사회자본과 직장생활의 질 간 관계는 욕구 만족(needs satisfaction) 모형을 통해 

설명 가능하다. 조직 구성원들 간의 신뢰, 네트워크, 비전의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조직

사회자본은 조직 내에서의 지식의 형성과 확산에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 필

요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기여한다(Leana & Van Buren, 1999). 직장생활

의 질이 직장생활을 통해 개인의 욕구(needs)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조직사회자본의 강화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욕구, 성취욕구, 지식 욕구와 같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직장생활의 질 증대로 이어진다. 조직사회자본은 조직구성원들의 

인간 기본 욕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의 집합적 자원(collective asset)으로, 이를 

경험한 조직구성원들의 직장생활의 질 인식과 직접적 관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선행연구들은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조직 및 업무 관련 개인 만

족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신뢰와 사회

적 관계는 직장만족도 및 직장생활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Requena, 2003; Ko, 

2019), 동료 및 상사의 지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직장생활의 질 인식 역시 높게 나타

나고 있다(김미지･류은정, 2015). 또한 개인 가치에 부합하는 조직 가치는 개인의 자아 

존중(self-esteem)을 강화시키는데, 조직과 개인의 가치 공유 수준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욕구 만족(needs stisfaction)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Singhapakdi et al., 2015).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높은 신뢰와 지원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한, 그리고 조직의 비전과 가치

에 대한 공유 수준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직장생활에서 다양한 인간 욕구를 만족하고 있

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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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조직사회자본은 조직구성원들의 직장생활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조직사회자본과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 자본은 무형의 집합적 자산으로써 집단 전체와 개별 구성원에게 가시적 혜택

을 제공한다(Coleman, 1990; Putnam, 2000; Narayan, 1997). 이에 선행연구들은 사회

적 자본의 증대가 제공하는 효용의 하나로 개별 구성원들의 주관적 안녕감 증대를 제시

하고 있다. 상호신뢰를 통한 사회자본의 호혜성은 거래비용의 감소, 원활한 정보 소통, 

개인의 기회주의적 속성 제어 등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한다. 이는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적 기능(functioning)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집단의 사회적 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된

다(Bolino et al., 2002). 또한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개인의 소외를 방지하고 

소속감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각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사용을 

용이하게 하여 주민행복이나 삶의 질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OShio, 2017).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은 사회 집단일수록, 개별 구성원

들의 행복감이나 삶의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e.g., Bjørnskov, 2008; 

Puntscher et al., 2014; Rodríguez-Pose & von Berlepsch, 2014; 한세희 외, 2010). 더

욱이 조직은 구성원들 사이의 지속적인 교류와 대화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가 유지되

기에 유리하다는 점에서(설홍수, 2005; Coleman, 1990), 조직 내에서의 사회적 자본 수

준과 조직구성원들 사이의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유의미한 정(+)의 영향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설 3. 조직사회자본은 주관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직장생활의 질의 매개효과

혁신행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직장생활을 통한 개인의 욕구(needs)의 충족과 만족

이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유발하는 직접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

다. 직무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 직접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며

(이홍재･차용진, 2015), 직장생활을 통한 업무자율성이나 근무환경 등에 대한 만족 역시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김화연･오현규, 2018). 그리고 조직구성

원의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성취감은 유연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가능하

게 한다(Avolio et al. 2004).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직장생활을 통한 욕구 만족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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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직장생활의 질이 혁신행동과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다. 이는 혁신행동을 개인의 동기유발 과정으로 설명한 Amabile et al.(1996)의 주장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다양한 욕구의 충족이 가능한 직장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우호

적 환경을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 의견 개진과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앞선 조직사회자본의 직접적 영향관계와 함께 살펴보면, 조직사회자본

은 그 호혜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적 교환관계를 강화시켜 조직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리적 근무환경으로 직장생활의 질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직장생활의 질과 혁신행동 간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직장생활의 질은 조직사회자본과 구성원들의 혁신행동 간 영향관계

를 매개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직 내 구성원들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상호

신뢰의 증가는 심리적으로 바람직한 근무환경으로 작용함으로써 직장생활의 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구성원들의 혁신행동 증대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직장생활의 질은 조직사회자본과 혁신행동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전이이론(spillover theory)에 따르면, 주요 삶의 영역에서의 경험과 정서적 반응은 삶

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요인으로 작용한다(Sirgy et al., 2001). 직장생활을 통해 생성된 

인지적 반응과 정서적 감정은 가정이나 대인관계와 같은 다른 삶의 영역의 효용에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에서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나 동료들과의 불화로 인한 낮은 수준의 직장생활의 

질 인식은 개인의 가정생활이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반적 

안녕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직장생활에서의 기본적 인간 욕구 충족

의 제약은 경제적 욕구, 사회적 욕구, 혹은 존중 욕구 등과 관련한 불만족을 야기함으로

써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Ryu(2016)는 낮은 임금, 긴 근무시간, 고용 불안과 같은 열악한 근무

조건은 개인의 여가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러한 직장생활

의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성을 갖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Chan & Wyatt(2007)는 직장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인간 욕구가 전반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을 통해, 건강･안전 욕구와 존중 욕구 충족이 전반적 안녕감과 유



176 ｢행정논총｣ 제57권 제4호

의미한 관계성을 가진다는 것을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선행연구들은 직장생

활의 질 인식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혹은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진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Sirgy et al., 2001; Kara et al., 2013; Ko, 2019). 

이러한 논의는 직장생활의 질이 조직사회자본과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를 매개할 것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신뢰, 사회적 상호작용, 네트워크 연결성 등을 특징으로 하

는 조직사회자본의 강화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욕구, 성취욕구, 지식 욕구와 같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직장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그리고 삶의 주요 생활영역인 직장생

활에서의 만족감 증대는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효용감 강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직장생활의 질은 조직사회자본과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앞서 논의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도식화였다. 전이이

론의 시각에서,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신뢰와 긍정적 사회적 관계의 형성은 직장생

활을 통한 사회적 욕구, 존중욕구 등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직장생활의 질 향상

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직장생활에서의 효용 증대는 주관적 안녕감 향상으로 이어진

다. 심리적 근무환경으로써 조직사회자본은 구성원들의 직장생활을 통한 인간 기본 욕

구 충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직장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효용 수준은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조

직사회자본이 주관적 안녕감과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직 내

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조직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사건과 경험으로 작용함으로써 

직접적인 효용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조직사회자본은 직장생활의 질을 매개로 주관

적 안녕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사회교환이론의 시각에서 조직사회자본은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조직 내 조직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신뢰 및 사회적 상호작용 강화를 특징

으로 하는 조직사회자본의 증대는 구성원들의 소속감 강화 및 조직 문제 해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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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쳐 구성원들의 혁신행동 강화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게 된

다. 조직사회자본의 호혜적 성격으로 인해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혁신행동이 강화되는 

것이다. 더욱이 조직사회자본이 심리적 근무환경으로서 직장생활의 질 인식과 직접적 

영향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내재적 동기부여 과정으로서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이 이러한 

직장생활의 질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때, 조직사회자본은 직장생활의 질을 매

개로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모형의 실증 분석을 위해 조직사회자본을 예측변수, 직장생활의 질을 매

개변수, 그리고 혁신행동과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

며, <그림 1>은 이를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및 표본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조사 자

료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변수들의 설문문항이 적

절하게 구성되고 기술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기업, 공공

기관, 지방공기업에 재직 중인 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

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부적절한 문항을 제외하고, 혼동을 일으키는 표현의 수

정 등의 설문지 재구성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설문 대상자

는 공공부문에 종사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스크리닝 문항으로 먼저 직업이 무엇인지

를 묻고, 직장인으로 대답한 경우 재직 중인 회사가 ‘공공기관(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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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소, 국립대학 직원 등등)’범주라고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설문 조사는 2019년 4월에 진행되었다. 설문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서치 전문업체인 ㈜인바이트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였

으며, 회사의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모두 4,013건의 메일이 발송되었

으며, 설문을 완료한 자료는 모두 1,09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한 답변이나 공공부문 종사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한 620부(유효응답율 

56.9%)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본의 성별 분포는 남성 72.3%, 여성 27.7%이고, 연령별로는 40대가 231명(3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대는 22명(3.5%)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

다. 고용기관과 관련해 공기업 종사자가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은 석사이

상의 학위소지자가 전체 표본의 3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직기간별로는 

1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가 전체의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448 72.3

학력

고졸 미만 134 21.6

여자 172 27.7 고등학교 졸업 111 17.9

연령

30세 미만 22 3.5 전문대학 졸업 109 17.6

30-40세 160 25.8 대학교 졸업 71 11.5

41-50세 231 37.3 석사 이상 195 31.5

50세 이상 207 33.4

재직
기간

5년 미만 5 .8

고용
기관

국가 공무원 118 19.0 5년-10년 32 5.2

지방공무원 134 21.6 10년-15년 60 9.7

공기업 295 47.6 15년-20년 336 54.2

기타 73 11.8 20년 이상 187 30.2

 N=620

3. 측정도구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설문문항을 토대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Likert 5단계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를 이

용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조직사회자본은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신뢰와 연계망을 통한 조직의 무형적 자

산(collective asset)으로, Leana & Pil (2006), Andrew(2010), 문영주(2011) 등의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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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해 구조적, 관계적, 인지적 차원에서 조직사회자본을 측정하였다. 이들 변수의 

Cronbach ɑ 계수는 각각 .725, .871, .819로 나타났다. 

직장생활의 질은 직장생활을 통해 성취한 다양한 형태의 욕구 만족으로 규정하고, 

Sirgy et al.(2001)의 직장생활의 질 척도(Quality of Work Life Scale)를 측정도구를 활용

하였다. 공공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고, 관리적 활동의 비중이 높아 하

위 차원의 직장생활의 질 인식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상위 차원의 직장

생활의 질은 직장 내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아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Lee et al., 2007), 본 연구의 상위차원의 직장생활의 질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모

두 10개의 측정문항을 통해 사회적 욕구, 존중 욕구, 자아실현욕구, 지적욕구, 심미적 

욕구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들 변인의 ɑ계수는 각각 .433, .749, .791, .822, 

.829로 나타났다. 

혁신행동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Scott & Bruce(1994), Janssen(2000), 이홍재･
차용진(2015)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6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혁신행동의 Cronbach 

ɑ 계수는 .878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를 포괄하는 것으로, 

삶의 만족도, 행복, 삶의 질 등과 호환 가능한 개념으로 활용된다(Diener, 2009; Sirgy, 

2012). 이에 본 연구는 주관적 안녕감을 개인의 생활전반에 걸친 효용과 만족 수준의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하고, 선행연구(Pirralha, 2017; Puntscher et al., 2014)를 참

조하여 삶의 만족도, 행복, 삶의 질에 관한 3개의 종합측정지표(global measure) 문항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였다. Cronbach ɑ 계수는 .913으로 나타났다. 이들 개별변

수의 측정문항은 <표 3>와 같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재직기간을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성은 남성(1)을 준거집단으로 더미변수화 하였으며, 연령과 재직기간은 명목변수로 측정

된 이산변수의 형태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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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 및 측정문항

변수 측정문항

조직
사회
자본

구조적 OSC
우리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다(OSC_S1)

우리 회사는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서 간 접촉이 용이하다(OSC_S2)

관계적 OSC

우리 회사 구성원들은 서로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 신뢰한다(OSC_R1)

우리 회사 구성원들은 서로의 업무수행력에 대해 신뢰한다(OSC_R2)

우리 회사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해 배려와 관심이 높다(OSC_R3).

인지적 OSC
우리 회사의 비전은 구체적이며 명확하다(OSC_C1)

우리 회사의 비전은 실제로 달성 가능하다(OSC_C2)

직장
생활
질

사회적욕구
나는 회사에 좋은 동료가 많다(QWL1)

나는 업무 시간이외에 개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하다(QWL2). 

존중욕구

나의 능력이나 실적을 올바르게 평가 받고 있다(QWL3).

우리 회사 사람들은 내 전문성이나 내가 일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나를 인정해 준다
(QWL4).

자아실현욕구
우리 회사는 내가 가진 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QWL5).

나는 내가 일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발전하고 있다고 느낀다(QWL6).

지적욕구
회사생활을 통해 나는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다(QWL7).

내가 맡고 있는 업무는 나의 직업적 전문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QWL8).

심미적욕구
내 업무는 창의성이 요구된다(QWL9). 

내 업무는 향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창의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QWL10).

혁신행동 

나는 나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IB1).

나는 새롭고 개선된 방법으로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IB2).

나는 직장에서 업무나 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종종 찾아낸다(IB3).

나는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른 부서원과 논의한다(IB4).

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주변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편이다(IB5). 

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다(IB6).

주관적 안녕감

나는 내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SWB1). 

나는 행복하다고 느낀다(SWB2). 

나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좋은 편이다(SWB3).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위해 측정모형 분석과 공분산구조로 이루어진 2단계 구조방정

식 모형을 이용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

개념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조직사회자본과 직장생활의 질의 경우, 하위 구

성요소로 구성된 2차 구성개념인 점을 고려해, 상관관계의 희박화(attenuation)현상을 



조직사회자본이 혁신행동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직장생활의 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81

극복하고 구성개념과 측정항목의 계층구조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하여(조현철, 1999), 2

차 요인 확인적 요인분석(second-ord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가 확보된 측정모형을 토대로 구성개념 간 영향관

계 분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RMSEA, GFI, NFI, CFI를 통해 확인하

였다(Kline, 2011; Hair et al., 1998).1)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 여부는 부트스

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성을 판단하

고, 직･간접 효과를 제시하였15다. 부트스트래핑 횟수는 500회로 설정하였으며, 효과분

해 결과의 통계적 유의도는 비편향 부트스트래핑(bias corrected bootstrapping)을 통해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동일시점에 동일한 측정대상으로부터 수집된 자기보고 방식의 설문

조사 자료만을 연구에 활용하고 있어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CMB)가 발

생한 가능성이 있다(Podsakoff et al., 2003). 이러한 CMB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Harman의 단일요인검증(single-factor 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는 요인의 변량이 37.04%로 나타나 동일방법편의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은 높지 않

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Ⅴ. 실증분석

1. 측정모형 분석

각 측정변수들이 구성개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해 2차 요인 확인

적 요인분석(second-ord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직장생활의 질 

사회적 욕구의 경우, ɑ값이 .433으로 기준치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AVE 값이 0.5이하로 

나타나 이를 측정모형에서 제외한 후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

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χ2=769.3, d.f.=240, RMSEA=.060, GFI=.900, NFI=.923, 

CFI=.946로 나타나 측정모형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표준화 요인부하량,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ted; AVE), 개념신뢰

1) 모형적합도 권장기준에 대해 확립되어 있는 단일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RMSEA<0.08, GFI>0.8

(혹은 0.9), NFI>0.9, IFI>0.9, CFI>0.9의 기준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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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construct reliability; CR) 측정을 통해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검증하였

다. 이 때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0.5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하며, CR은 0.7이

상 그리고 AVE는 0.5이상이어야 한다(Hair et al., 1998).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

든 측정변인의 표준화 요인부하량, CR, AVE값 모두 권고 기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개념의 신뢰도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측정변수

(하위 구성개념)
표준화 요인부하값 AVE CR

2차 
구성개념 

조직사회자본

구조적 OSC .887

.761 .905관계적 OSC .886

인지적 OSC .844

직장생활의 질

존중욕구 .968

.892 .971
자아실현욕구 .996

지적욕구 .904

심미적욕구 .907

1차 
구성개념

구조적 OSC
OSC_S1 .804

.574 .728
OSC_S2 .708

관계적 OSC

OSC_R1 .848

.699 .874OSC_R2 .862

OSC_R3 .797

인지적 OSC
OSC_C1 .861

.697 .821
OSC_C2 .808

존중욕구
QWL3 .777

.559 .749
QWL4 .771

자아실현욕구
QWL5 .863

.680 .809
QWL6 .784

지적욕구
QWL7 .813

.699 .823
QWL8 .859

심미적욕구
QWL9 .851

.708 .829
QWL10 .832

혁신행동 

IB1 .690

.549 .879

IB2 .727

IB3 .749

IB4 .671

IB5 .792

IB6 .807

주관적 안녕감

SWB1 .896

.779 .914SWB2 .887

SWB3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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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계수제곱과 분산추출지수(AVE) 비교를 통해 판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일반적으로 구성개념

들 간의 상관관계 제곱 값보다 AVE값이 큰 경우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설명

하는데, <표 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모든 구성개념의 AVE가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계수 제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판별 타당성 분석

조직사회자본 직장생활의 질 혁신행동 주관적 안녕감

조직사회자본 (.761)

직장생활의 질 .709 (.892)

혁신행동 .191 .262 (.549)

주관적 안녕감 .214 .255 .144 (.779)

 주) 각 셀은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계수 제곱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괄호안에 표시된 숫자는 분산추출값을 나타냄

<표 6>은 타당도 검증을 거쳐 분석에 사용된 측정변인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그리

고 상관계수 등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심미적 욕구를 제외한 모든 1차 

구성개념이 평균값이 중간값(3.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표준편차는 .65에서 .80으

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구성 개념 간 방향성 

또한 이론적으로 논의된 내용과 동일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칙타당성(nomological 

Validity) 또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ir et al., 1998). 특히, OSC(구조적, 관

계적, 인지적 OSC)와 QWL(존중, 자아실현, 지적, 심미적욕구)의 1차 구성개념들 사이의 

통계적 유의성과 높은 상관계수는 이들 구성개념이 2차의 위계적 형태로서 이론적 고유

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1 2 3 4 5 6 7 8 9
1. 구조적 OSC 1
2. 관계적 OSC .661* 1
3. 인지적 OSC .552* .619* 1
4. 존중욕구 .547* .601* .585* 1
5. 자아실현욕구 .535* .609* .612* .772* 1
6. 지적욕구 .455* .526* .538* .675* .766* 1
7. 심미적욕구 .536* .603* .598* .644* .739* .709* 1
8. 혁신행동 .297* .341* .343* .396* .440* .403* .424* 1
9. 주관적 안녕감 .342* .369* .336* .423* .439* .378* .398* .347* 1
Mean 3.29 3.33 3.15 3.15 3.06 3.27 2.96 3.53 3.49
S.D. 0.77 0.74 0.86 0.80 0.85 0.82 0.88 0.62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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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모형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된 측정모형을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

해 각 구성개념들 간의 영향관계를 추정하였다. 성별, 연령, 재직기간 등의 통제변인으

로 포함한 공분산구조 분석결과, χ2=887, d.f.=301, RMSEA=.056, GFI=.897, NFI=.915, 

CFI=.942으로 나타나 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구조모형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 각 구성개념 간 모수추정치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2차 모형(2nd-order construct)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주) 통제변인은 모형의 간결성을 위해 생략함; 각 경로계수는 표준화 값을 나타냄; 실선은 유의미한 관계를,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 ^는 경로계수가 1로 고정된 하위변수를 의미함; **p<.01

이러한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사회자본의 직접 영향과 

관련해, 조직사회자본과 혁신행동 사이의 경로계수가 .017(n.s.)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 <가설 1>은 기각되었다. 반면, 조직사회자본은 직장생활의 질(β=.844, p<.01)

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신뢰 증대 및 사회적 관계 활성화와 같은 조직사회자본의 

강화는 직장생활을 통한 다양한 기본 욕구 충족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한편, 조직사회자본은 주관적 안녕감(β=.115, n.s.)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직사회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의 정(+)의 관계성을 가질 것

이라는 <가설 3>을 기각하는 것이다. 

한편, 직장생활의 질은 혁신행동 및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형성하였

다. 직장생활의 질은 혁신행동(β=.501, p<.01)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안녕감(β=.411, p<.01)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조직사회자본이 혁신행동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직장생활의 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85

러한 결과는 조직사회자본과 직장생활의 질 간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조직사

회자본이 직장생활의 질을 매개로 혁신행동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설 4>와 <가설 5>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조직사회자본의 강화는 

구성원들의 직장생활을 통한 기본적 인간 욕구의 충족에 기여하며, 이는 조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선안 개진 및 실행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전반에 걸친 

효용과 만족 수준의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조직사회자본이 혁신행동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직장생활의 질과는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장생활의 질은 혁신행동과 주관적 안녕감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영향관계는 조

직사회자본과 혁신행동 및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에 있어 직장생활의 질이 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

핑(bootstrapping)을 이용한 효과분해를 통해 직장생활의 질을 매개로 조직사회자본이 

혁신행동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제적인 유의미성을 살펴보았다. 분

석결과,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직사회자본이 혁신행동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p<.01), 직장생활의 질이 

조직사회자본과 혁신행동 및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에 완전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유의성 검증 및 조직사회자본의 효과 분해

구분 혁신행동 주관적 안녕감

조직사회자본

직접효과 .017 .115

간접효과 .423** .347**

총효과 .441** .462**

 **p<.01

3.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대와 달리 조직사회자본

과 혁신행동 간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네트워크

이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보다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Adler & 

Kwon, 2002)에서 설명 가능하다. 사회적 관계 강화를 통한 조직사회자본의 증대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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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켜주는 집

합적 자원(collective resources)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혁신행동은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특정 자원이 제품으로 구체화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원의 가공이 필요한 것처럼, 구성원들의 정보 접근성이나 지식공

유 기회가 혁신행동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조직사회자본이라는 집합적 자원의 가공

처리가 필요한 것이다. 즉, 조직사회자본의 증대는 그 호혜성으로 인해 조직구성원들의 

책임감 강화를 유발해 구성원들의 긍정적 태도 형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Parzefall & Kuppelwieser, 2012; 송승숙･이동수, 2015; 고명철･김정훈, 2017), 구성원

들 사이의 관계에 내재된 자원이라는 조직사회자본의 특성상 문제 해결방안의 제시와 

실행과 같은 구성원의 구체적 행동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 변인 간 관계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들 또한 직무만족(이홍재･차

용진, 2015)이나 지식창출(허문구, 2011)과 같은 매개변인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혁신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의 교환 과정에 대한 매개 역할에 주

목해야 한다는 주장(Zaheer et al., 1998)을 개진하고 있다. 

둘째, 조직사회자본이 직장생활의 질에 미치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Biggio & Cortese, 2013; Requena, 2003; Sirgy et al., 

2001)와 일치하는 것으로, 욕구 만족 모형의 맥락에서 조직 내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좀 더 존중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되는 사회적 교환관계의 형성은 직장생활을 통한 

만족 수준 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즉, 우호적인 

심리적 근무환경으로서, 높은 수준의 조직사회자본은 일을 통한 지식욕구나 존중욕구와 

같은 고차원의 인간 욕구 충족에 기여하는 것이다. 

셋째, 조직사회자본이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자본과 주관적 안녕감 간 직접적 관계성을 설명한 선행연구 

결과(Bjørnskov, 2008; Puntscher et al., 2014; Rodríguez-Pose & von Berlepsch, 

2014; 한세희 외, 2010)와 상반되는 것이지만, 이들 선행연구가 지역사회 안에서의 사회

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조직 내부의 사회자본과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가 논의될 수 있다. 

지역사회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주 공간인데 반해, 조직은 직장생활과 

업무처리를 위한 별도의 개별 공간이다. 직장은 출･퇴근을 통해 시･공간적 분리가 이루

어지며, 직장생활에서의 긍정적 경험은 이러한 시･공간적 분리 과정을 통해 단절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직사회자본은 시･공간적 단절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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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사회자본과 같은 환경적 요인은 주관적 안녕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e.g., 한세희 외, 2013)을 미치는 반면, 조직 내에서 환경적 요인은 

매개 변인의 완전매개 역할(e.g., Ko, 2019)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추론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와 조직 모두 상향식 전이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의 시각에서 사회자본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일하지만, 사회

단위의 차이로 인해 매개 역할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직장생활의 질은 혁신행동과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직장생활에

서의 다양한 만족요인이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이홍재･차

용진, 2015; 김화연･오현규, 2018; Avolio et al. 2004)에 부합하는 것으로, 혁신행동을 

개인의 동기 과정으로 설명한 Amabile et al.(1996)의 시각을 지지한다. 충실화된 직무, 

즐거움, 만족, 도전감 등의 내재적 동기부여가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유발하는 것이다. 

다섯째, 직장생활의 질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Kara et al., 2013; Chan & Wyatt, 2007; Ko, 

2019)와 일치하는 것으로, 각 삶의 영역에서의 경험과 효용은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

족도를 결정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상향식 전이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의 시각을 지지하는 것이다(Sirgy et al., 2001; Lee et al., 2007).

여섯 번째, 직장생활의 질은 조직사회자본과 혁신행동 및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사회자본이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이나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직장생활의 질 증대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직장생활의 질 향상이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이나 주관적 안녕

감 향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자본이 특정 사회단

위에 직접적인 혜택이나 위험을 초래하기보다는 결과 창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Adler & Kwon, 2002)에서의 조직사회자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직사회자

본에 대한 조직차원의 관심이 궁극적으로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행태를 가져올 뿐만 아

니라 구성원들의 전반적 안녕감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Ⅵ. 결론: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조직사회자본, 직장생활의 질, 혁신행동, 주관적 안녕감 간 영향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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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조직사회자본이 구성원들의 혁신행동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조직사회자본은 직장생활의 질을 매개로 구성원들

의 혁신행동과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직장생활의 질의 매개 역할을 통한 조직사회자본의 주관적 안녕감 

및 혁신행동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 내에서의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이 긍정적 삶의 경험으로 작용함으로써, 직장생활에 대한 욕구 충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며, 이는 종적으로(vertically) 전이(spill-over)되어 전반적인 주관적 안녕감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직장생활에 대한 욕구 충족(직장생활의 질 수

준 증대)은 횡적으로(horizontally) 확산(spill-over)되어 직장 내에서의 혁신행동에도 긍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조직 안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종적･횡적 전이

효과를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조직사회자본은 구성원들의 행태뿐만 아니라 주관

적 안녕감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집합자산(collective asset)임을 나타낸다. 

둘째, 조직사회자본은 직장생활의 질을 완전 매개로 하여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구성원 친화적 근무환경이 조직 구성원들의 책임감을 

강화해 조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형성에 기여한다는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과 부합하며, 동시에 사회적 관계가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행태를 직접적으로 유

발하기 보다는 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Adler & Kwon(2002)의 주장과도 일치한

다. 다시 말해, 직장 내에서의 상호신뢰 및 우호적 사회적 관계로 대변되는 조직사회자

본이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조직사회자

본은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심리적 근무환경(psychological work environments)으로 기

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Hasle et al., 2007). 이러한 결과는 조직사회자본이 구성원의 

행태나 성과와 같은 조직결과(organizational outcomes)로 구체화되는 교환 과정을 보

여주는 것이다. 

셋째, 직장생활의 질과 혁신행동 간 유의미한 영향관계는 직장생활을 통해 성취된 다

양한 욕구 만족이 구성원 혁신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혁신행동은 외적인 통

제나 보상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내재적 동기부여 과정에 의해 자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Amabile et al., 1996). 특히, 직장생활의 질을 통해 조직사회자본

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고려했을 때,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신

뢰와 사회적 상호작용은 혁신행동을 위한 내재적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변인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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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론적 함의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인사관리를 통

한 혁신행동 강화와 주관적 안녕감이 관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사관리를 통해 

조직사회자본이 관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Leana & Van Buren, 1999), 구성원들의 혁신

행동 강화와 주관적 안녕감 증대방안으로써 사회자본의 형성 및 유지가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구조적 차원의 조직사회자본 증대를 위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및 교

류 활성화 프로그램 도입할 수 있으며, 관계적 차원 조직사회자본 강화를 위해 직장 내 

동호회나 친목회와 같은 사내 소모임에 대한 조직지원 및 활성화 모색, 인지적 차원에서 

조직의 비전과 목표의 설정에 있어 구성원들의 참여 강화 및 의견 수렴 등이 가능할 것

이다. 다만, 사회적 자본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Bolino et al., 

2002),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직사회자본의 증대를 위한 조직･인사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조직 내 사회적 연결망(network)의 존재가 자동적으로 조직사회자

본으로 변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 내 사회적 관계가 구성원의 

혁신행동 및 주관적 안녕감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인사관리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학습동아리 활성

화, 다양한 기술 직무 관련 강좌의 제공,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경연대회 개최 등의 통해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 기회를 제공하되,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정기적 의

견 수렴을 통해 변화되는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

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자료에 의존한 횡단연구(cross-sectional study)로서 동

일방법편의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이로 인해 변인들 사이의 명확한 인과

관계를 제시하는 데 일정부분 한계를 지닌다(Podsakoff et al., 2003).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자료(longitudinal study)나 실험연구 등의 연구 설계를 통한 인과관계 규명이 이뤄

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

문조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리서치 전문업체의 패널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비확률 샘플링의 특성상 연구결과의 일반화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

에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 조직유형, 고용기관 등의 중심으로 층화표본추출(stratified 

sampling) 등의 방법을 통한 표본의 대표성 향상과 연구 결과의 보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미국(Lee et al., 2007), 중국(Chan & 

Wyatt, 2007), 터키(Kara et al., 2013) 등 다양한 국가의 경험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이 

검증되어온 Sirgy et al.(2001)의 직장생활의 질 척도(Quality of Work Life Scale)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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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 사용하였는데, 사회적 욕구와 같은 일부 하위 구성요소의 신뢰도가 기준치에 미

달하여 이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후속연구는 보다 세밀한 연구 설계를 통해 본 

연구에 포함되지 못한 사회적 욕구와 같은 직장생활의 질 하위 구성요소를 포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태도 변인 중심의 조직사회자본 효과성 

연구를 조직구성원들의 주관적 웰빙으로 그 논의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공공조직 분야

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직장생활의 질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그 연구 

의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는 무형적 집합자산으로서 조직

사회자본의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조직차원의 관심을 높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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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on Employees’ Innovative 
Behavior and Subjective Wellbeing: A Focus on the Moderating Role 

of Quality of Work Life

Myeong-Chul Ko

Drawing on social exchange theory and spillover approaches,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OSC) on employees’ innovative behavior and 

subjective wellbeing (SWB) by investigating the mediating role of quality of work life (QWL). 

Using survey data obtained from Korean public employees, the results show that QWL fully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OSC and innovative behavio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SC and SWB.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OSC as a collective asset 

that generates positive employee behavior and well-being. These findings practically imply 

that employees’ innovative behavior and subjective wellbeing can be fostered through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intended to enhance social interactions at work.

【Keywords: social exchange theory, spillover approaches,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OSC), innovative behavior, subjective wellbeing, quality of work life (QW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