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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관계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공유 및 혁신행동의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년

이 정 애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공유 및 혁신행동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서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과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공유 및 혁신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구명,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및 다양성 수용 정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

공유의 매개효과를 구명을 연구목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모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1년에 공시한 공시대

상기업집단 내 계열사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중소기업법)의 기업에

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로 설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10

월 5일부터 2021년 10월 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01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 응답자 및 본 연구에

서 설정한 대기업 집단이 아닌 곳에서 회신된 설문지 등 결측치 설문 

48부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353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상관관계분석, 차이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

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을 사용하였으며, 각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상관분석

을 활용하였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직접적 영향관계를 구명하기 위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종속변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인

구통계학적 특성은 통제하였다. 또한, Hayes(2013)가 개발한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모든 통

계적 유의성은 .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및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혁신행동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리더십을 부여하는 것

이 필요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적 태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며, 구성원들 간의 지식을 편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

적, 시스템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

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는 지식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식공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자 분산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여 자신의 분야에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셋째, 공유리더십 및 다양성 수용 정도와 혁신행동의 관계

에서 지식공유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혁신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유리더십과 다양성 수용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

는 조직문화, 즉, 구성원들이 개방적 태도를 갖추어 서로 협력하고 신뢰

하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분위기에서는 구성원

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하여 지식공유가 활발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식공유가 활발해지면 혁신행동의 단초를 제공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

이 생성되어 질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팀 탄위 수준, 즉, 팀의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팀 전체의 모습에 응답



하는 방식으로 각 변인들을 측정하여 집단 간, 집단 내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기업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사무

직 근로자와 다른 직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구성원들의 객관적인 다양성 수준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혁신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인터

벤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결론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의 활용

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내 지식공유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직 내 학습 분위기 및 지식공유 기회의 장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프로그램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

연하고 수용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직 내 다양한 유형의 조

직원들을 구성해야 한다.

주요어 :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공유, 혁신행동,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학  번 : 2017-2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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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많은 학자들이 현대 사회를 VUCA의 시대라고 한다. VUCA란, 변동성

(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

의 약자로 더 이상 미래를 단순히 예측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Carsten 

Sorensen & Gillian Pillans, 2012). 이러한 경영환경에서, 기업은 변화를 주도

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조직 내 혁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 혁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Scott & Bruce, 1994). 혁신은 조직 내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

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프로세스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대부분 구성원

의 아이디어, 즉 개인수준의 혁신에서 출발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Van de Ven, 1986).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정보가 다양해지고 기술이 복잡해진 환경에서는 직원 개

인의 역량에만 의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Van(1986)에 의하면 혁신은 제도

적인 질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개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구성원들이 활발하게 지식을 개발하고,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김미

라, 2013).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일으키고, 결국 

뛰어난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MacMillan, 2001; Georgianna, 2007; 

Neck & Houghon, 2006). 특히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는 지식근로자로서 단순

작업 근로자와는 달리, 개인이 보유한 지식이 생산수단이며 형식화되어 있지 않

고, 암묵지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어(Hu & Randel, 2014), 유동성이 강하므로

(지철규, 장영철, 2012), 일터에서 자발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지식이 쌓이고, 

이를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원의 지식은 변화하게 된다.(박영배, 

박형권, 2003; 조세형, 윤석천, 2009). 또한 업무의 분장이 세분화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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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한 명의 구성원이 조직의 모든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

유할 수 있는 역량 또한 제한적이므로, 구성원 간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

하고, 이에 따라 구성원 개인의 전문성과 지식을 공유하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

하지만, 최근 기업에서는 조직 및 인력 구조의 변화로 인해 조직문화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어떻게 하면 다양한 구성원들이 긍정적

인 상호작용과 협업을 통해 조직 내 혁신을 향상시키고, 이를 조직의 성과에 연

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 기

업 구성원 대부분이 획일적인 공개채용을 통하여 동일한 연령 및 교육수준을 보

유하고 있으며, 남성 중심이었으나, 최근 저출산·고령화, 여성 인력의 사회진출, 

기업의 글로벌화, MZ세대의 등장 등을 통해 기업 내 인적자원 구성에 많은 변

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Batstone, 2003; 

Pitts, 2009; Wentling & Palma-Rivas, 1998; Wise & Tschirhart, 2000; 

이승계, 2010; 윤준희, 2012).

이에 따라 나와 다른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

겨지고 있는데(윤준희, 2012), 지금까지 조직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들은 

조직 내 다양성의 객관적인 정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Milliken & Martins, 1996). 하지만, 구성원의 다양성이 조직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정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않자, 조직구성원들이 다

른 구성원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상태가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

었고(Dansky, Weech-Maldonado, De Souza & Dreachslin, 2003; Harrison 

et al., 2002), 이러한 나와 다른 관점이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를 

다양성 수용 정도라고 하게 되었다(이효선, 이희수, 2016). 서로 다른 지식, 경

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은 구성원들이 상이한 관

점에서 서로의 지식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지식의 단순 합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권석균, 2000). 즉, 구성원들 간의 공유 활동을 통해 새로

운 지식을 창출하여 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안효정, 

2007). 또한 다양성 수용 정도가 높게 되면 고정관념과 편견을 넘어서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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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태를 가지게 되어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Cox, 

1994; 김미라, 2013), 윤준희, 신호철(2013)의 연구에서는 다양성 수용 정도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긍정적 상호작용이 상승하여 조직의 성과에도 

향상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처럼 다양성 수용 정도가 높은 구성원들이 많은 

팀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게 되어 혁신행동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팀제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리더십이 구성원의 행동을 촉진하거나 반대

로 저해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서재교, 홍아정, 2015). 현재까지 

리더십 연구는 주로 공식적인 리더 한 명으로부터 발현되는 수직적 리더십

(vertical leadership)에 집중되어 왔으며, 리더 개인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어 

리더의 자질, 행동 그리고 특징을 강조해 왔다(Bass, 1990).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조직 내 지식과 기술의 교환이 필요하며

(Pearce & Sims, 2002), 조직 내 한 개인의 리더십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많

은 선행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다(Pearce & Conger, 2003). 이에 아직까지는 

이론과 개념상의 개선 여지가 존재하지만, 팀 내 구성원들 간 리더십 영향력이 

분산됨으로서 발현되는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는 공유리더십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공유리더십의 최근 연구들은 리더십을 개인적인 현상으로만 

바라보았던 전통적인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고, 리더십 프로세스에 있어 협력

자 혹은 조직구성원들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Enseley, Pearson, 

& Pearce, 2003). 선행연구에 의하면 공유리더십은 구성원 간에 리더십의 균

형을 맞추려는 의도를 강화시켜 많은 아이디어 생성을 확산하며 실행하기 위해 

정보, 경험 등을 공유하여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Hoch & Dulebohn, 2013), 이러한 영향들이 작용되어 조직 내 성과를 증진시

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Enseley, Hmieleski, & Pearce, 2006).

이처럼 조직의 특성에 따라 그 정도와 범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혁신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간의 협업 즉 지식공유가 중요한 요인이다. 

이처럼 구성원 간의 지식공유는 다양한 영향요인에 의해 향상될 수 있는데, 그 

중 조직적 측면에서는 리더십을, 구성원 개인의 특성 측면에서는 다양성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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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하나의 요소로 볼 수 있다. 리더십은 많은 유형 중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공유리더십을 영향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하는데, 공유리더십은 구성원들이 각

자 분산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며 지

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박영실, 차민석, 2018). 한편 다양한 인적자원으

로 구성된 조직에서는 서로 다른 직무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조직구성원들

이 다양한 지식을 서로 공유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키고, 또한 기업

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박문수, 문형구, 2004), 조직에

서는 다양성을 관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것만큼이나,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이 나와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지도 중요한 요소이다. 구성원 

간의 관계 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부딪히게 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지식을 공

유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창출하거나, 조직의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

는 요인이 될 수 있다(옥광희, 2011).

이상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존재하는 경영환

경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이 서로 지식 및 노하우

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식공유가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계를 실증하고, 지식공유를 일으키는 변인을 투입하

여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기존의 수직적인 리더십과는 다른 공유리더십, 그

리고 다양성 수용 정도가 지식공유를 매개로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기존 혁신행동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요인들의 영

향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으나 단편적인 관계만을 제시하거나 개인적 요

소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종합

적으로 검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Oldham & Cummings, 1996).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연구들을 토대로 국내 대기업의 사무직 구성원들이 조

직 내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팀 구성원 모두 리더십을 행사하는 공

유리더십과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어떻게 지식공유를 일

으키고 혁신행동의 향상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5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지

식공유 및 혁신행동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

부적인 연구 목표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과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공유 및 

혁신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및 다양성 수용 정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의 목적 1과 관련한 내용

은 가설 1, 가설 2로 설정하였으며, 연구의 목적 2와 관련한 내용은 가설 3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및 지식공유

는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다양성 수용 정도는 혁신행동에 직접적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및 다양성 수용 정도는 지식공유

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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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은 지식공유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다양성 수용 정도는 지식공유에 직접적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및 다양성 수용 정도는 지식공유

를 매개로 혁신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은 지식공유를 매개로 혁신

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다양성 수용 정도는 지식공유를 매개로 

혁신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대기업이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국민경제의 기본단위이고 생산

경제의 단위체 중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기업을 의미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

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

준법 2조)로 정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는 공정거래위원

회(2020)에서 공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계열사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중소기업법)되는 기업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전체 또는 특정 부문

을 대상으로 계획, 실행, 평가 과업 등에 필요한 문서처리, 커뮤니케이션, 정보

관리, 의사결정 활동을 주로 사무실 내에서 영속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

는 근로자로 정의하였다.

나. 혁신행동

혁신행동이란 업무의 개선을 위한 문제의식 및 아이디어 선택, 개발하는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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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수용, 실천 및 확산의 과정까지 거치는 조직구성원의 행동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Janssen, 2000). 본 연구에서는 혁신행동을 조직구성원 개인의 

혁신행동을 의미하며, Janssen(2000)이 개발하고 김일천 등(2004)이 번안하

고, 박오수, 고동운(2008), 박소연(2015) 등의 연구에서 실증 검증된 측정도구

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공유리더십

공유리더십은 팀 내부에서 발현되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 리더십 영향 관계

(Carson et al., 2007) 또는 공식적 팀 리더가 아닌 팀 내부 구성원들 간의 지

속적이고 동시적인 영향 프로세스를 뜻한다(Pearce et al., 2008). 공유리더십

은 집합적 리더십(collective leadership) 상태와 구성원들에게 분배된 영향력

(distributed influence)과 같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정의된다(방호진, 2013; 

Hiller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을 팀 내 구성원 전체가 상황에 

따라서 리더가 되어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Hiller 등

(2006)에 의해 개발되고, 우리나라 근로자에게 맞게 수정 및 보완한 방호진

(2013)의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다양성 수용 정도

다양성이란 함께 과업을 수행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인구통계적, 사회적, 심리

적 속성들의 이질적인 정도(Jehn et al., 1999)로 정의하며, 다양성 수용 정도

(Diversity sensitive orientation)란 조직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과 그들이 

가진 다양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가 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성

상현, 2005). 본 연구에서는 Jehn et al.(1999)이 개발하고, 성상현이 수정, 번

안한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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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식공유

지식공유는 조직구성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 노하우, 지식 등을 

조직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습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이 인식한 조직 내에서의 지식공유 수준에 대해 측정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Kohil et al.(1993), Szulanski(1996), Bock et 

al.(2005)의 측정도구를 수정 및 실증 검증한 신정현(2014)의 측정도구에 응답

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한계

연구의 대상이 우리나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료수집을 위한 접근 역시 제

한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2021)에서 공시한 공시대

상기업집단 내 계열사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중소기업법)되는 기업의 사

무직 근로자를 유의표집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

과를 표본 집단 이외의 국내 모든 대기업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고자 할 때에

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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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혁신행동

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개념

대기업에 대한 정의를 국내법에 따라 살펴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제 2조 2항에서는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

의하고 있다. 반면 2018년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2조와 별표 1

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의 기준에 충족’ 하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의 

조건을 지닌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정의에 따

라 상대적으로 정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2021)에서 공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통해서도 대기

업 집단을 살펴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막고자,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공기업집단 제외)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매년 발표하고, 

추가적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1년 5월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1개로서, 이

에 소속된 계열회사는 2,612개이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총 40개, 소속 계

열회사는 1,742개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기업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대기업 집단에 소규모 계

열회사들이 모두 포함된다는 한계가 있다(전혜린, 2019).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정보 사이트인 ‘코참비즈’에서 제공하는 매

출액 및 순이익에 따라 선정된 1,000대 기업리스트를 대기업의 기준으로 활용

해왔으나, 해당 서비스가 2015년 6월 30일자로 종료되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기업 관련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주)한국콘텐츠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리스트를 목표모집단으로 활용하고 있다(신소라, 2018).



- 10 -

한편, 근로자(勤勞者)는 사전적으로는 근로에 의한 소득을 통해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2조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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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정의된다. 사무직 근로자는 정신노동 비중이 큰 근로자로서 조직 내 규정 

및 지침 또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지시와 권한위임에 기초하여, 조직의 목표 달

성을 위해 조직 전체 또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계획, 실행, 평가 과업에 필요

한 문서처리, 커뮤니케이션, 정보관리, 의사결정 활동을 주로 사무실 내에서 영

속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이찬 외, 2008).

이와 같이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사무직 근로자는 새로운 지식과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으며(김은석, 정철영, 2011), 고도의 역량을 갖추어 

끊임없이 업무 수행의 방법을 개선 및 혁신함으로써 조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

고 있다(강금만, 1999). 또한 대다수의 대기업 사무직들은 팀제로 운영되고 있

어 업무에 대한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는 특징이 있다. Drucker(1994; 1999)는 사무직 근로자의 특성을 개인 특성, 

직무 특성, 조직의 관계 특성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 조직의 관계 특성을 살펴

보면, 사무직 근로자는 조직 내에서 장점을 발휘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조

직은 개인의 생산성에 의존해야 하며, 이 두 가지 상황에 의해 개인과 조직 간

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윤경신, 2019).

이와 같이 대기업과 사무직 근로자의 정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를 공정거래위원회(2021)에서 공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계열

사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중소기업법)의 기업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전체 또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계획, 실행, 평가 과업 등에 필요한 문서

처리, 커뮤니케이션, 정보관리, 의사결정 활동을 주로 사무실 내에서 영속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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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혁신행동

1) 개념

글로벌 경쟁과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성장하는 경쟁력을 갖추

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혁신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Janssen, 2000; 

Oldham & Cummings, 1996). 혁신과 관련된 현상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

구되어 왔으며, 그 개념도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최만기, 이지우, 1997).

혁신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Schumpeter는 기업 환경에 대한 대응전략

으로써 혁신을 주장하였는데, 혁신을 새로운 상품의 도입, 새로운 제조 방법의 

도입, 새로운 시장의 개척, 원료 및 반제품 공급원의 확보, 새로운 조직의 수행 

등으로 구분하여 생산과정 및 판매, 경영관리기법 등 개선으로 제시하였다(허대

식, 2005). Drucker(1985)는 혁신을 목적 지향적이고 조직화된 변화의 추구라

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혁신은 제도적인 질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을 하는 개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도 한다(Van 

de Van, 1986). West & Farr(1989)은 개인, 집단, 조직 또는 사회에 상당히 

유익한 새로운 아이디어, 과정, 제품, 절차 등을 의도적으로 개발하거나 도입하

여 적용하는 행위로 혁신을 개념화하였으며, King & Anderson(1990)은 새로

운 아이디어가 생성, 도입, 또는 부과되고 그것이 대안 토의와 성공적인 개조를 

통해 집단에서 실행되고 흡수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Scott & Bruce(1994)도 

기업의 입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획득하고 제품, 서비스, 공정에 적합하도록 

변환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혁신은 그 대상과 분석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King(1990)은 혁신을 조직수준 혁신과 개인수준 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수준 혁신은 각 구성원이 담당하는 과업과 관련된 역할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조직수준의 혁신과 구분된다(Farr & Ford, 1990; Janssen, 

2000; Scott & Bruce, 1994). 혁신행동은 개인수준의 혁신을 잘 설명하는 개

념으로 개인이 조직의 혁신 프로그램을 수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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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는 등 전체 혁신 프로세스에 대하여 참여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Amabile, 1998; Damanpour, 1991). 

개인수준의 혁신행동에 대한 개념 정의도 연구자들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내

려져 오고 있다. Scott & Bruce(1994)는 혁신행동의 출발점을 창의성으로 인

식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조공정 또는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스케

줄을 잡는 등의 행동을 혁신행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혁신행동을 아이디어

의 개발, 홍보, 실현이라는 세 가지 행동 과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도 하며

(Amabile et al., 1996; Janssen, 2000), 어떤 영역에서는 개별 구성원의 혁신

적인 행동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Amabile et al., 1996; Kanter, 1988; Woodman, Sawyer & Griffin, 

1993). 즉 혁신행동은 기업 내 개개인의 근로자가 문제의식 및 아이디어 선택,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용, 실천 및 확산의 과정까지 거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 수준의 혁신행동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에 따라 혁신행

동, 혁신적 업무행동, 직무혁신, 혁신성 등 혁신행동과 유사한 의미와 용어를 활

용하여 혁신행동에 대한 특성을 구명하고 있다. 그중 최근 연구들에서는 혁신행

동을 활용한 연구들이 더욱 많아지는 추세로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활

용한 용어 중 포괄적인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혁신행동을 본 연구에 적용하

여 활용하였다.

또한 창의성도 개인수준의 혁신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주 언급되는데, 혁

신과 창의성은 변화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종종 상호연관성 있게 사용되기는 

하지만(West & Farr, 1990), 창의성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것

이고, 혁신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채택하거나 구현한다는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Anderson, Potocnik, & Zhou, 2014; Scott & Bruce, 1994). 즉 혁

신행동은 변화를 구현하고, 새로운 지식을 적용하며,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향상

시키는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실행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김세은, 2018).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된 영향요인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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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위험선호 성향이 강하고 독립심이 강하거나 

높으며,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 혁신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Farr 

& Ford, 1990). 또한 지능과 창의성이 높거나, 해당분야에 대한 관심의 폭이 

넓고, 다면적인 방식으로 사고하는 사람 역시 혁신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Kirton, 1988). 국내연구에서 살펴보면,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

성은 창의성,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적극성, 문제해결 유형을 들 수 있고, 환경

적인 특성은 조직문화, 조직구조, 리더 또는 팀 동료 상호간의 과업 수행관계 등

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이준명, 2015).

이와 같이 혁신행동은 개인차원, 집단차원, 조직차원 등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

가 되고 있으나, 조직 혹은 집단차원의 혁신행동 또한 개인차원의 혁신행동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혁신행동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개인보다는 조직, 소

수보다는 다수를 위한 업무가 대부분이며, 자신이 하는 일이 조직에 미치는 영

향이 비교적 큰 만큼 조직의 이슈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키는 것에 동

참하는 것은 중요하다(홍성원, 2021). 또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생산성은 

작업의 양, 즉 산출량(quantity)이 아니라, 작업의 품질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

기 때문에(권준화, 2001), 사무직 근로자에게 업무의 품질은 얼마나 기존과 다

른 새로운 제안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는 업무의 혁신 정도를 생산성이

라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사무직 근로자에게 혁신행동은 자신의 직무성과, 즉 

업무 생산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혁신행동에 대한 선

행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이 인식한 개인차원의 혁신행동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2) 관련 이론

Scott & Bruce(1994)는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4개의 요인을 제시하였

다. 첫 번째로, 혁신을 지원하는 조직분위기의 인식 정도로서, 여기에는 혁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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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원과 자원 공급이 있다. 혁신에 대한 지원은 조직이 창의적이고 혁신적

인 변화를 지향하는 분위기로서, 구성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고자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다른 구성원들이 지원을 해주는지와 구성원 간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것 등이 있다. 자원 공급은 장비, 시설, 시간과 같이 혁신행동을 일

으킬 때 적절하게 자원을 공급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리더십이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다수의 선행연구에

서 리더십과 혁신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 대부분 참여적 혹은 협

력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Kanter, 1983; Pelz & Andrews, 1966). 

반면 전통적인 리더십은 혁신행동 보다는 생산성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대부

분이었다(Waldman & Bass, 1991). Scott & Bruce(1994)의 연구에서는 2가

지 현대적 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우선 리더-

구성원 교환(LMX) 이론으로서,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의 질이 혁신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Graen & Scandura, 1987). 선행연구에서는 리더와 

구성원은 구성원에게 허용되어지는 의사결정 권한, 영향력, 자율성의 정도에 따

라 역할개발 프로세스에 참여한다고 가정한다.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신뢰, 상호 

호감, 존중이 높은 경우, 구성원에게 더 큰 자율성과 의사결정 권한이 주어지며, 

이는 혁신행동에 필수적이다(Gotgrove & Box, 1970; Pelz & Andrews, 

1966). 또한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대해 리더가 가지는 기대감 또한 리더십 측

면에서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더가 구성원에게 갖는 기대감은 피

그말리온 효과의 선행 요소이며(Livingston, 1969), 구성원이 스스로에 대해 기

대감을 갖도록 하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구성원의 혁신행동이 형성될 것이라

고 제시하였다(Eden, 1984).

세 번째는 작업집단으로서, 조직 내에서 아이디어 개발 및 평가가 때로는 고

독한 활동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작업집단 구성원과 동료들이 혁신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조직 성과, 조직혁신과의 관계에서 조직 

수준 및 조직 효과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개별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작

업집단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었다. Rogers(1954)의 연구에

서는 작업집단의 응집력은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아이디어를 소개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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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동료 간

의 협력이 아이디어 생성에도 중요하다고 하였다(Amabile & Gryskiewicz, 

1987; Sethia, 1991). Scott & Bruce(1994)의 연구에서도 구성원 간의 교류

가 많은 조직에서는 아이디어 공유 및 피드백이 많아지고, 이러한 요인이 혁신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 스타일은 직관적인 문제해결 스타일과 체계적인 문제해

결 스타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직관적인 문제해결 스타일의 구성원은 서로 

다른 패러다임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며, 새로운 문제의 해결방

법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더 높다(Isaksen, 1987). 체계적인 문제해결 스타일

의 구성원은 합리성과 논리를 기반으로 기존의 문제해결 방법대로 수행할 가능

성이 높다. 두 문제해결 스타일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

며, 과제 및 작업환경에 따라 개인의 문제해결 스타일을 결정해야 한다(Payne, 

Lane, & Jabri, 1990).

본 연구에서는 Scott & Bruce(1994)의 이론적 모형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자 하며, 리더십과 작업집단의 관점에서는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 팀

과 구성원과의 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유리더십을 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조직의 혁신 지원 분위기는 구성원이 혁신행동을 하고자 할 때 다른 구성

원들이 지지를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함

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 모형에서의 혁신행동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성원 개인이 인식

한 개인의 혁신행동과 동일하므로,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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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cott, S. G., & R. A. Bruce. (1994). Determinants of innovative behavior: A path model of 

individual innovation in the workpla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3), 580-607. 재구성

[그림 Ⅱ-1] Scott & Bruce의 연구모형

이후 Scott & Bruce(1994)의 개념을 확장하여, Janssen(2000)은 혁신행동

을 조직구성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홍보하고 실제

로 구현해가는 과정이며, 각 단계의 행동과업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혁신행동을 다차원적인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정의하였다.

한편, 많은 선행연구에서 조직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팀 효과

성에 대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특히 팀 효과성의 영향요인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팀의 

특성 또는 수 만큼이나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다(박지은, 2011).

팀 효과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투입요인, 프로세스 요인, 산출요인 등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통합하여 팀 효과성 통합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팀 효과성 모형으로는 McGrath(1964)가 제시

한 투입(input)-프로세스(process)-산출(output)을 다룬 일명 I-P-O모형이 



- 17 -

있다(박원우, 최혜원, 2005). McGrath(1964)가 제시한 IPO모형은 투입요인을 

개인(능력, 태도, 성격), 그룹(팀 규모, 팀 응집성), 환경(과업특성, 보상시스템, 

스트레스 수준)이라는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세 수준의 요인들이 그룹 

상호작용 프로세스를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팀 유효

성 모형을 제시하였다([그림 Ⅱ-2] 참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McGrath의 IPO모형에 기반하여 팀 효과성의 산출

요인으로 혁신행동을 설정하고, 투입요인으로는 개인수준의 요소에는 다양성 수

용정도를 그룹수준의 요소에는 공유리더십으로 설정하고자 하며, 프로세스 요인

으로는 지식공유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출처: Hackman, J.R. (1987), “The design of work teams,”in J.W. Lorsch (Ed.), Handbook 

of Organization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315-342. 재구성

[그림 Ⅱ-2] McGrath Input-Process-Output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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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혁신행동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다. Farr & 

Ford(1990)의 연구에서는 변화 필요성 지각, 변화 효용에 대한 구성원 인식, 

자기효능감,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Scott & 

Bruce(1994)는 혁신 인식, 혁신 실행을 구성요소로 보았으며(박소연, 2015; 

신다정, 2017), 새로운 기술 또는 제조공정을 찾는 구체적 행동으로써 아이디어

를 창조, 증진시키며 실행을 위한 자금의 확보 및 적합한 계획 수립과 개발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2개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6개 문항을 구성하였

으며,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후 Janssen(2000)는 아이

디어 개발, 홍보, 그리고 실행으로 3개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

로 9개 문항을 구성하였고, Likert 방식의 7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Messmann와 Mulder(2012)의 연구에서는 기회탐색, 아이디어 생성, 홍보실현, 

그리고 반성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반성이라는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4개의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20개의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Likert 방식의 6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측정문항은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동료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동료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홍보한다.’,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때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방법을 테스트한다.’, ‘경

험을 통해 자신의 기술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등 문항을 사용

하였다. 국내에서는 이인석(1999)이 혁신 필요성 지각과 혁신의 수용, 혁신 활

용을 구성요소로 보았으며, 이화용과 장영철(2004)의 연구에서는 혁신개발과 

혁신실행을, 장동걸(2006)의 연구에서는 혁신지각, 혁신개발, 혁신실행을 구성

요소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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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혁신행동의 측정도구를 활용한 국내 선행연구

출처: 김선근. (2017).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리더-멤버 교환관계, 심리적 임파
워먼트 및 팀 학습행동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1 재구성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Scott & Bruce(1994)와 Janssen(2000)의 

하위요소는 아이디어 홍보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디어 

홍보란 아이디어의 실행을 지원해줄 수 있는 후원자 또는 지지자를 찾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인 동시에 아이디어가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Janssen, 2005). 선행연구에서는 Scott & Bruce(1994)의 

측정도구가 Janssen(2000)의 측정도구에 비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Scott & Bruce(1994)의 측정도구가 아이디어 확산 및 실천 등 미흡한 점

을 보완한 Janssens(2000)의 측정도구를 활용하는 경우 또한 많았다.

Janssen(2002)의 연구에서는 3개의 하위요인, 총 9문항이며, Likert 방식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Janssen(2000)이 개발하고, 김일천(2003)이 번안한 문항을 활용하고

자 하며, 김일천(2003)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93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공혜란(2013), 김미애(2020), 김선근(2017), 김승곤(2019), 

김영신(2012), 김일천(2003), 김현태(2016), 박소연(2015), 박오수, 고동운

(2008), 박홍근(2019), 백유성, 최계영, 박진형(2011), 신주영(2017), 양인준

(2018), 유영식(2009), 이지은(2020), 전혜린(2019), 최창열(2012), 임나연

(2012)의 연구에서도 신뢰도를 확인하였으며, Cronbach’s α값은 모두 .704 

이상의 신뢰도를 보였다.

측정도구 하위영역 연구자(연도)

Scott &
Bruce(1994)

혁신 인식
혁신 실행

송병식, 강영순(2001), 이화용(2004), 윤대혁, 정순태(2006),
남봉우, 서인덕(2010), 최석봉, 김경화, 문계완(2010),
김정훈(2011), 이기은, 전무경(2011), 김상락(2018)

Janssen(2000)
아이디어 개발
아이디어 홍보
아이디어 실현

김일천(2003), 박오수, 고동운(2008), 유영식 외(2009),
백유성, 최계영, 박진형(2011), 김영신(2012), 최창열(2012),
임나연(2012), 공혜란(2013), 박소연(2015), 김현태(2016),
김선근(2017), 신주영(2017), 김승곤(2019), 양인준(2019),
박홍근(2019), 전혜린(2019), 김미애(2020), 이지은(2020),



- 20 -

2. 혁신행동과 관련 변인

가. 공유리더십

1) 개념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조직에서는 효율적이

고 신속한 의사결정, 유연한 실행을 위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식

적 리더, 즉 개인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 리더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강조해 

온 기존의 수직적 리더십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들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Yukl, 2010), 오히려 팀원들이 의사결정과 팀을 이끄는데 필요한 정

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Pearce and Conger, 2003). 이

에　따라 조직은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인 팀(self-managed work team)을 요

구하게 되었고, 리더십의 원천도 공식적인 팀장이 아닌 팀 내부 구성원들로 옮

겨가고 있다(Pearce, Manz, & Sims, 2008).

공유리더십(shared leadership)의 개념은 Gibb(1954)이 팀 리더십(team 

leadership)이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는데, 리더십이 구성

원들에 의해 공유될 때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공

식적으로 임명된 단일 리더와 부하직원 간의 일대일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팀원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리더십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김문주, 

정예지, 2016).

아직까지는 이론과 개념상의 개선 여지가 존재하지만(Pearce, Conger, & 

Locke, 2007), Sanders(2006)는 공유리더십의 핵심적 개념을 두 가지 관점으

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한 가지는 공유리더십이 발생하는 “과정”과 “상태”

의 관점에서 바라본 분산된 영향력(distributed influence)과 다른 한 가지는 공

유리더십의 “결과”의 관점에서 바라본 집합적 리더십(collective leadership)

이다. 전자는 리더십 역량이 고르게 발휘되는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에 근거를 

두었으며, Carson, Tesluk, & Marrone(2007)은 ‘팀 내 구성원들간 리더십 

영향력이 분산됨으로서 발현되는 팀의 특성(an emergent team propert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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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from the distribution of leadership influence across multiple team 

members)’이라 정의하였고, 분산된 영향력(distributed leadership)으로 공유

리더십을 바라보았다. 반면 팀장 개인이 아닌 팀 전체가 리더십을 수행하는 

“프로세스 특성”으로 바라본 Pearce & Conger(2003)는 공유리더십의 핵심 

개념을 역할이론에 근거를 두고 ‘그룹 자체 또는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를 리드하려는 그룹 내 역동적이고 상호대응적인 영향력 절차(as a 

dynamin, interactive influence process among individuals in groups for 

which the objective is to lead on another to the achievement of group 

or organizational goals or both, p.1)’, 즉 집합적 리더십(collective 

leadership)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이외에도 Gronn(2002)은 공유리더십에 대한 대표적 연구자로 활동이론에 근

거하여 공유리더십을 설명하였는데, 활동이론에서의 활동은 팀 내 1인의 리더십 

발휘자와 구성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Hiller 등(2006)은 공

유리더십은 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계획 및 조직화, 문제 해결, 지원 및 배려, 

개발과 멘토링 등 리더의 역할을 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Ensley 등(2006)

은 팀 구성원 전체로서 리더십이 발현되는 팀 프로세스라고 정의하였다. 집합적 

리더십이 각 개인에 의한 역할 수행의 단순한 합 이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은 팀이 역동적으로 협력하는 바탕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방호진

(2013)의 연구에서는 Ensley 등(2006)의 정의에 근거하여 분산된 영향력의 

프로세스 관점 특성과 집합적 리더십의 역할 관점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여 ‘리

더십 역할이 지정된 1인의 개인이 아닌 팀 구성원 전체에 의해서 수행되는 팀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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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호진, (2013). 공유리더십과 심리적 안전 분위기가 팀 성과, 팀 몰입 및 변화지향 조직 

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그림 Ⅱ-3> 분산된 영향력 및 집합적 리더십

국내 대다수 대기업에서는 국내외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조직의 유연성

을 갖추고자 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박원우, 최혜원, 2005), 팀제란, 

팀의 가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전문성을 갖추

고 역동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수행을 하는 둘 이상으로 이루어진 그룹이라고 정

의할 수 있으며(Tannenbaum, 1992), 조직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

도록 촉진하고, 그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Robbins, 2005). 또한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보다 협업이 더욱 중요시 되는데(배수현, 2017), 

이는 직무가 무형적이고, 모든 직무를 설비를 통해서가 아닌 스스로 수행할 수 

있기에 조직구성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Drucker, 1955; 1999). 즉, 팀제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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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요한 의사결정의 경우, 팀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주도하고(2015, 

유영주), 외부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해 나갈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조직의 성과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Robbins, 2005; 박지은, 2011).

기존의 리더십 개념이 리더와 팀원과의 계층적 관계, 즉, 상명하복의 업무방식

이라면 공유리더십의 개념은 리더와 팀원들과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보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공유리더십은 더욱 잘 발생하게 된

다. 첫째, 전략수립과 기획업무 등과 같이 직원들에게 높은 업무몰입이 요구되는 

경우에 팀원들의 공유리더십이 높아지고, 둘째, 부서업무 특성이 직원들에게 창

의성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유리더십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셋째, 

부서의 업무특성이 상호의존적인 경우 구성원들 간의 상호영향력으로 인해 공유

리더십의 효과는 더욱 커지고, 마지막으로 업무가 복잡할수록 상호의존성에 의

하여 공유리더십이 많이 사용되며 업무 효과 역시 향상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

다(Pearce & Manz, 2005). 특히 팀원 간 상호의존성은 정보 및 지원의 상호

적 필요에 기인해 발생하며(Stewart, 1991), 공유리더십이 높은 팀의 경우, 구

성원들의 서로의 성과를 확인하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Gronn, 2002).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관련 이론

수직적 리더십에 대한 수 십년 간의 연구에서는 리더와 팀원 사이의 영향력 

교환 관계에서 통용되는 리더십 전략 또는 행동의 범위를 제시하였으나, 공유리

더십은 리더와 팀원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받는 대상이 동료들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동료 간에 간접적으로 주고 받는 영향력들이 리더십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를 공유리더십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을 

기반으로 Cox et al.,(2003)은 공유리더십이 팀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

유리더십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공유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후 공유리더십

의 요인을 세부화하고, 공유리더십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직적 리더십과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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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선행변수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공유리더십과 팀 결과 간의 관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중재자, 작업 특성을 제시하였다. Cox et al.,(2003)가 

제안한 공유리더십의 하위요인은 4가지로서 지시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변

혁적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이며, 이는 Manz와 Sims(1991)가 제시한 리더십 

전략 또는 유형을 기반으로 [그림Ⅱ-4]과 같이 제시하였다.

출처: Cox, J. F., Pearce, C. L., & Perry, M. L. (2003). Toward a Model of Shared Leadership 

and Distributed Influence in the Innovation Process. Sage Publications Inc. p.55

[그림 Ⅱ-4] Conceptual Model of the Role of Shared Leadership

in New Product Development (NPD) Teams

이 모형에서는 공유리더십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변수를 수직적 

리더십으로 제시하였는데, 수직적 리더십은 공유리더십을 보완하지만, 대체하지

는 않는다고 하며, 리더십을 공유하는 상황에서도 수직적인 리더는 다양하고 중

요한 책임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책임에는 팀 구성, 경계 관리, 리더십 지

원, 권한부여가 포함된다. 또한 팀의 특성, 즉 근접성, 팀 규모, 능력, 다양성,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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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도에 따라 공유리더십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팀 내 공유리

더십이 잘 발현되기 위해서는 작업수행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상으로 팀 커뮤

니케이션, 협업 및 상호조정을 지원하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작업특

성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거나 단순할 때 공유리더십과 팀 효과성 사이의 관계

가 적거나, 심지어 부정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공유리더십과 팀 효과성 

관계에서 매개적 영향을 미치는 작업특성에는 팀원 간의 상호의존과 업무의 복

잡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상호의존이 지식공유 정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결과변인

을 팀 응답과 팀효과성으로 제시하였는데, 팀 응답은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

응을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팀 효과성은 질적, 양적 지표가 모두 해당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혁신행동을 결과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모형에서는 팀 응

답 또한 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은 그룹 내 역할 다양성 이론이다. Benne와 Sheats(1994)는 그룹 구성

원들이 리더 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그룹 

내 역할 분화로 인해 구성원들의 역할을 19개로 구분하였는데, 이 역할들을 다

시 과제 역할과 사회동기 역할 2개 범주로 역할을 구분해서 그룹 내 역할 다양

성(role differentiation in group) 이론을 제시 하였다(김은경, 2016). 과제 역

할은 창시자/공헌자, 정보 탐구자, 의견 탐구자, 의견 제시자, 정교작업자, 조합

자, 시작자, 평가자/비평자, 에너자이저, 절차적 기술자, 기록자 등과 같이 업무

를 수행하는데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직무 수행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에 

비해 사회 동기 역할은 격려자, 조화자, 조언자, 중간통로자/독촉담당자, 표준수

립자, 그룹 관찰자/조언자, 따르는 자 등과 같이 과제 역할 이면에 사람들 사이

에 오가는 상호대응적 관계 역할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팀 내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1인 리더의 역할 만큼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여(백혜연, 장영균, 양동훈, 2021), 공유리더십의 영역 확장을 가

능하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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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Pearce & Sims(2002)는 강압적 리더십, 지시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변

혁적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 등 다섯 가지 행동척도를 팀 수준에서 통합한 것

을 공유리더십으로 제시하였다. 강압적 리더십과 지시적 리더십은 각각 2개의 

하위요인, 거래적 리더십은 4개의 하위요인, 변혁적 리더십과 임파워링 리더십

은 각각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총 70개 문항을 구성하였고, Likert 방식

의 5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팀 단위별로 측정하여 팀 수

준의 합산을 공유리더십 정도로 보았으며, 6개월을 간격으로 2번에 걸쳐 측정하

여, 결과의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Pearce et al.(2003)는 리더십 행동 유형 네 가지(지시적 리더십, 거래적 리

더십, 변혁적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를 공유리더십의 공통적인 분류 유형으로 

보았고, 1인의 수직적 리더십과 공유리더십을 내용과 특성의 차원에서 비교하고 

검증하였다(Pearce et al., 2003; Ensley, and Hmieliski, 2006; Pearce, 

Yoo, and Alavi, 2004).

Hiller et al.(2006)는 1인의 리더가 아닌 팀 구성원 전체가 리더십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론적 근거 두고 4가지의 역할 즉 계획과 조직화, 문제해결, 지원

과 배려, 개발과 멘토링을 공유리더십의 구성요소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4개

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25개 문항을 구성하였고 역할을 수행하는 빈도를 7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또한 팀 단위별로 공유리더십의 합을 통해 결과를 도

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iller et al.(2006)의 측정도구를 수정 및 번안한 방호진

(2013)의 측정도구를 활용하고자 하며, 방호진(2013)의 연구에서는 계획과 조

직화, 문제해결, 지원과 배려, 개발과 멘토링의 4개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25개 

문항을 구성하여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측정도구 신뢰도

는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으로 측정하였는데, Cronbach’s α값이 각각 .95, .90

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문은진(2014), 선우희영(2014), 김범준(2015), 서재

교(2015), 이준명(2015), 이창우(2015), 정희원(2016), 최민경(2016), 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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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2017), 신승식(2017), 안용민(2017), 차현주(2017), 강은구(2018), 서석

명(2020)의 연구에서도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Cronbach’s α값은 모두 

.791 이상의 신뢰도를 보였다.

<표Ⅱ-2> 공유리더십의 하위요인

자료: 연구자가 정리

나. 다양성 수용 정도

1) 개념

다양성(diversity)은 사전적으로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

로 많은 특성(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1)”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다

양한 학자들이 인식하는 개념과 관점에 따라 아래 <표 Ⅱ-3>와 같이 개념 정

의에 차이를 보인다(박장섭, 2017). 그 중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는 성, 인종, 

나이, 종교, 윤리적 배경과 같은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

로 다양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 현장에 생산성 향상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

하고 있어, 다양성을 고려한 근무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최도림, 

2012).

기반이론 하위요인 구분

Pearce et
al.(2003)

지시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번혁적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

김미성(2014), 김진욱(2013), 이광희 외(2013),
장혁기(2013), 이진경(2016), 이진선(2016)

Hiller 외(2006)
계획과 조직화, 문제해결,

지원과 배려, 개발과 멘토링

강은구(2018), 고경민(2016), 김범준(2015),
문은진(2014), 방호진(2013), 선우희영(2014),
신정현(2014), 안지선, 홍아정(2015), 이상봉,
우종범(2014), 이승용(2015), 이준명(2015),

이창우(2015),

Avolio &
Bass(1995)

기타(공유된 목표, 제언적 
행동 등)

지철규(2013), 정예지, 김문주(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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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다양성의 개념

출처: 박장섭. (2017). 다양성 관리의 팀 유효성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p.22-25 재구성

다양성은 초반 앵글로색슨족 개신교에 의해 남성 중심 사회였던 미국에서 인

종, 민족, 문화 및 성별 간의 차별에 따른 공평성, 소수자들의 권리에 의문을 제

기하면서 1990년대에 본격적인 다양성 연구가 시작되었다(Cox & Blake, 

1991; Cox, 1994; Desensi, 1995; Griggs, 1995; Gurtado et al., 1998). 

최근에는 기업 등 사회 전반적으로 조직 구성에서의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다양

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다양성 관리에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 보이고 있다(최도림, 2012).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의 다양성 관리는 학

자와 실무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는데(Barsade, Ward et al., 2000; 

Mor-Barak, 1999; Pitts, 2009), 다양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정현달 외, 2015). 반면 조직 내 다양성은 구성

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갈등은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Jehn et al., 1999; Pelled et al., 1999). 특히 사무직

문항수 문항번호 출처

생물학적 
다양성

광범위한 생물 종의 다양성을 언급(종의 기원) C. Darwin(1859)

문화적 
다양성

사업다양성(제품, 시장, 전문성) 조직 다양성 
(구조, 과정, 하부문화) 노동력 다양성(성과 
인종의 집단관계, 연령, 업무스타일 등)

Deluca & McDowell(1992)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적 다양성이 필수적임을 강조

Wentling & Palma (2000),
Hart(2002), White(1999),

Soni (2000)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관점

협의의 정의(성, 인종, 출신국가, 종교, 신체적 
장애, 연령 등에 기초한 범주적 정의)

Williams & O'ReillyIII(1998)

성, 인종 등 협의의 정의, 확대된 개념의 광의의 
다양성, 개념적 규칙에 의한 정의

Bloom, Dobbs, Mor Barak,
Larkey,

구성원 및 
노동력으로 

구분

다양성을 구성원간 사회 및 문화정체성의 
차이로 정의

Cox(2001)

나라마다 처한 노동력의 특성에 따라 정의 Riccucci(2002)



- 29 -

의 경우, 직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생산의 투입요소가 되는 직무로서, 직원의 

지식, 기술, 경험, 전문성 등과 같은 무형의 자원이 조직의 성과에 매우 중요하

다. 무형의 자원은 여러 직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는데, 다른 

구성원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른 구성원과의 갈등이 유발되고 직무의 

자원을 제한적으로 얻게 된다(김소라, 2015). 이에 따라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

정하고 이를 조직 성과와 연계하려는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윤준

희, 2012).

 인적자원의 다양성, 즉 노동력의 다양성은 1980년대 후반 허드슨 연구소의 

연구통계학 연구에 의해 폭넓게 사용되었지만, 그 개념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확립되지 못했다(최도림, 2012).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다양성을 광의의 관

점에서 이질적인 노동력이 가진 특성의 차이로 정의하고 있다(한주희, 2007). 

그런데 다양성이 직무성과나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자, Williams와 O’Reilly(1998)는 다른 변인의 작용이 있을 것

이라는 의견을 제기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연구자들은 다양성을 단일 차원으로 

보기 보다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고 다양성에 관한 하위 차원을 구명하고자 노

력하였다(Jehn et al., 1999; Simons, Pelled, & Smith, 1999).

Harrison et al.(2002)은 객관적 다양성이 개인이 지각하는 다양성에 점차 

영향을 미치고 팀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개인이 다양성

을 인식하는 수준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이에 따라 Dansky et 

al.(2003)는 다양성 민감도(Diversity-Sensitive Orientation)라는 개념을 제

시하며, 조직 내에서 다양한 인력구성을 가지고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

는 것을 가치있게 여기는 정도를 연구하였다.

Ettorre(2000)는 다양성에 대한 집단 상호작용뿐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민감

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Thomas et al.(1999)는 조직 내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을 위한 조직 다양성 수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의 다양성 수용 정도를 언급하였다. Homan et al.(2010)은 구성원들이 다양성

에 대해 지각하고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다양성의 효과가 일관되지 않

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성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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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의 연구를 통해 ‘다양성 수용 정도’의 개념을 적용하여 다양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변수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성상현(2005)이 제안한 다

양성 수용 정도는 조직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과 그들이 가진 다양성을 어떻

게 인식하고 수용하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정현달, 백윤정, 김

은실(2015)은 다양성 수용 정도를 조직 내 구성원들이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심리적 태도로 정의하고 있다.

인력의 다양성에 대한 주요 연구들은 연구자의 관심사에 따라 개념 정의와 분

류체계가 다르게 나타난다. Milliken과 Martins(1996), Pelled(1996)는 인력의 

다양성을 외적, 내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가시적으로 구분되는 성, 인종, 국가, 

연령과 관찰이 어려운 가치, 성격, 배경, 기술과 지식, 동기 등이 그것이다. 반면 

Jehn, et al.(1999)은 사회범주 다양성, 가치 다양성, 정보 다양성 등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구분하였다. 사회범주 다양성은 성별, 연

령, 인종 등을 구분하는 차이이며, 가치 다양성은 조직 미션과 목표에 대한 관점

과 가치관의 차이이고, 정보 다양성은 지식, 기능, 교육, 경험적 배경 등의 차이

로 정리하였다.

2) 관련 이론

다양성과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에서 다양성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성의 요인은 가시성과 변화가능성의 척도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정리한 모형은 [그림 Ⅱ-5]과 같

다. Ⅰ유형은 인구학적인 배경을 가진 다양성 요소가 많이 포함된다. 인구학적 

특징의 경우 가시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인구학적인 특징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속성이므로 사후적으로 변화가 불가능하다. Ⅱ유형은 가시성이 높고 

변화가능성도 높은 경우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요소는 조직 내 계층적인 특징 

혹은 외부적으로 쉽게 표출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과 창출과 관련된 속성이 

많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직위나 직급은 시간의 흐름과 개인적 노력에 따라 승

진 등의 방법으로 변화될 수 있다. Ⅲ유형은 출신 배경 또는 성격 등 개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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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배경 혹은 성장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들이다. 이들은 상당한 시간 동

안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발견되거나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과 

관련되거나 이미 과거에 결정된 것으로 사후적으로는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많다. Ⅳ유형은 가시성이 낮기 때문에 쉽게 인지되거나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징들은 시간의 경과나 개인적 노력에 따라 Ⅲ유형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변화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Ⅳ유형에 해당하는 정체성 또는 가

치관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이근주, 이수영, 2012).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의 측정도구를 가시성과 변화가능성의 기준을 통해 나뉜 

유형별로 적용하고자 한다. 이에 Ⅰ유형에 해당하는 항목은 국적/인종, 성별, 나

이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인식를 측정하고, Ⅱ유형에 해당하는 항목은 근속기간, 

보유지식이나 기술의 종류, 담당직무에 따른 차이의 인식을 측정하고, Ⅲ유형에 

해당하는 항목은 출신지역, 경험 분야, 전공 분야, 출신학교, 성격에 따른 차이

의 인식을 측정하고, Ⅳ유형에 해당하는 항목은 조직의 목표나 미션에 대한 이

해, 가치관에 따른 차이의 인식을 측정하고자 한다.

출처: 이근주, 아수영. (2012).다양성의 유형화를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1(1). 

175~197 

[그림 Ⅱ-5] 조직의 다양성 유형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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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수용 정도가 중요하다는 주장은 다양성과 성과의 관계에서 주목할 만

한 과정변수의 하나로 개인의 지각 수준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

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Lawrence, 1997 Homan et al., 2010). 이에 따라 

동일한 다양성 수준일지라도 개인의 지각 수준에 따라 다른 태도를 나타내게 된

다는 점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였다. Harrison et al.(2002)은 [그림

Ⅱ-6]와 같이 객관적인 다양성이 시간(time)의 경과에 따라 개인의 지각 수준

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적으로 팀의 과업성과에 영

향을 나타내는 과정을 입증하였다. 이는 동일한 다양성 수준일지라도 개개인이 

다양성을 지각하는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개인의 다양성을 인식하

는 정도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조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다양성의 존재 여부가 개개인이 인지하고 수

용하는 다양성의 수준과 같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오화선, 2014). 따라서 다양

성을 연구함에 있어 객관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개인이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정

도를 고려한 보다 심층적이고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지평기, 

2008).

출처: Harrison. (2002), Time, Teams, and Task performance: changing effects of surface and 

deep-level diversity on group functioning.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5). 1029-1045. 

p.1030, 지평기, 2008 재인용

[그림 Ⅱ-6] 지각된 다양성과 팀의 성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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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Harrison(2002)의 모형에 근거하여 다양성 수용 정도가 지식

공유와 혁신행동과의 영향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조직원들의 다양성은 조직원

들이 다양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조직원 개인별로 다양성을 어떻게 인

지하느냐에 따라 팀의 사회적인 통합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팀의 성과를 발생

시킨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조직원들의 다양성은 표면적인 다양성과 심층적인 다양성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조직의 다양성을 유형화한 기준 중 가시성이라

는 기준을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우선 표면적인 다양성에는 개인을 보는 즉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예를 들면, 인종, 성별, 나이 등이 있다

(Jackson et al., 2003). 표면적인 다양성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범주 다양

성’ 또는 ‘인구학적 다양성’이라고 한 것과 같다(Jehn , Northcraft , & 

Neale, 1999; O'Reilly. Caldwell, & Barnett, 1989). 다음으로는 심층적인 다

양성은 성격, 가치관, 태도 등이 있으며,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Jackson et al., 2003; Harrison et al., 1998). 이러한 심층적인 다양성

은 오랜 기간 이루어지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이러

한 것은 구성원들의 행동양식,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개인정보의 상호

교환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Harrison, 2002).

한편,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다양성의 차이를 기반으로 연구하였으나, 연구

결과들이 매우 엇갈렸고, 영향력도 높지 않게 나타났다(Riordan, & Shore, 

1997). 이에 따라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이 강조되었고, Harrison(2002)의 연

구에서도 다양성의 차이가 의미있기 위해서는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기반이 되

어야 한다는 주장을 토대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이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팀원들이 서로 협력하게 되

며, 이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통합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

로,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통합의 일차적 차원인 집단 응집력이 직원들의 성과

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환경과 업무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는 실증적인 메

타분석을 제시하였으며(Cully, Devine, & Whitney, 1995), 이를 통해 팀의 사

회적 통합은 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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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다양성을 지각하는 개인의 인식, 즉 ‘다양성 수용 정도’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성상현, 2005), 아직까지 

국내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양성 수용 정도의 국내 초기연구인 

성상현(2005)의 연구를 보면 Jehn et al.(1999)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이후 다양성 수용 정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이원희(2009), 이재은(2012), 윤준희(2013), 김미라(2013), 오화선

(2014), 김소라(2015), 김선진(2016), 김경원(2017), 김효난(2017), 강동훈, 

이승재, 이재섭(2017), 김연미(2018), 이규호(2018), 박서희(2019)의 총 13

편에서도 모두 Jehn et al.(1999)이 제시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이외에도 

Pascarella, Edison, Nora, Hagedor과 Terenzini(1996)과 Mor Barak(2011)

의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도 있었다. Pascarella, Edison, Nora, Hagedor과 

Terenzini(1996)의 연구는 대학생의 학교생활에 한정된 내용이었고, 8개의 문

항을 구성하였으며,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고, Mor 

Barak(2011)은 다양성 인식에 대해 4개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16개 문항을 구

성하였으며,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다만, Mor 

Barak(2011)의 측정도구는 기업조직 내 적용하는 도구이긴 하지만, 기업의 다

양성 인식에 대한 관리 측면의 내용으로, 직원들의 행동적인 측면을 측정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Jehn et al.(1999)의 측정도구를 번안하

고 활용한 성상현(2005)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사회범주 다양성 수용 정도 이다. 사회범주 다양성 수용 정도는 성

별, 나이, 인종 등으로 인한 차이를 민감하게 지각하지 않으며 이를 오히려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이다(Jehn, Northcraft, & Neale, 1999). 사회범주 다양성은 

집단 간에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Williams & 

O’Reilly, 1998), 가시적으로 명백한 차이를 보이며 일반적으로 다양성 연구에

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요소이다(김연미, 2018). Choi, Rainey(2010)는 인종

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갈등의 수준을 높여 사회 통합을 낮추고 직무성과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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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고 주장한 반면, 성별의 다양성을 높게 인지하면 다른 다양성 요소보다 

갈등유발을 적게 하여 직무성과 향상에 기여한다고도 하였다. Zenger, 

Lawrence(1989)은 연령 및 근속기간의 다양성이 커뮤니케이션을 감소시킨다

고 하였으며, O'Reilly, Caldwell, & Barnett(1989)는 사회적 통합을 낮추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집단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조직에서는 구성원의 연령 및 

근속기간의 다양성을 통해 집단의 역동성을 촉진하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고 하였다(이승계, 2011). 이처럼 인종, 성별, 나이, 근속기간, 출신지역 등과 

같이 사회범주적인 다양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획일적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다

양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조직 내 갈등 가능성이 달라지며, 구성원들

이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존중할수록 팀의 역동성을 일으키고,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이원희, 2009; 윤준희, 

2013).

두 번째, 정보 다양성은 쉽게 관찰되고 판단되지 않지만, 조직 구성원들이 지

니고 있는 지식, 교육, 적성, 전공 분야, 직업의 종류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이다

(Milliken & Martins, 1996). 따라서 정보 다양성 수용 정도는 지식, 기능, 경

험, 교육배경 등 상이한 정보를 가진 구성원을 배타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배

우려는 정도를 의미한다(Jehn, Northcraft, & Neale, 1999). 이는 구성원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기반 지식에 따른 의견 불일치의 현상이 더 좋은 결과를 만

들어 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Putnam(1994)은 과업에 대한 의견불일치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논쟁의 핵심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다양

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을 보유한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 기술이 풍부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Tziner & Eden, 1985). 정보 의사결정 이론에 따르면 다양한 정

보를 가진 집단은 직무 관련 지식을 폭넓게 확보하여, 다양한 관점과 의견 교류

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Knippenberg & Homan, 2004), 그

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다양한 지적자원을 보유한다는 것은 조직의 정보처리와 

의사결정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Pelled et al., 1999).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정보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은 한다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에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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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정보 다양성 수용 정도는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

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가치 다양성은 심리적, 정서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단의 

과업, 목표, 미션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차이이다(Jehn et al., 1999; 

Rupprecht et al., 2011). 따라서 가치 다양성 수용 정도는 조직의 목표 및 미

션에 대한 관점, 구성원 간에 상이한 성격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정

도를 의미한다(Jehn et al., 1999). 이원희(2009)에 따르면 가치 다양성의 수

용 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혁신성이 높으며, 자신과는 다른 성격과 가치관의 

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윤준희, 2013). Jehn & Mannix(2001)의 연구에서는 연령이나 성

별 등의 사회범주 다양성보다 가치 다양성이 성과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평기(2008)의 연구에서도 가치 다양성을 높게 지각하면 갈등을 

더욱 높게 인지하게 되고 결국 이직의도로 이어지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즉, 서

로간의 다른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상호 학습 하고자 노력하는 조직

은 서로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고 배척하는 조직에 비해 효과성의 향상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다양성 수용 정도에 대해 측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Jehn et al.(1999)의 측정도구를 수정 및 번안한 성상현

(2005)의 측정도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성상현(2005)의 연구에서 다양성 수용 

정도의 측정항목은 사회범주 다양성 수용 정도, 정부 다양성 수용 정도, 가치 다

양성 수용 정도와 연고 다양성 수용 정도로 총 13문항이며,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사회범주 다양성 수용 정도

는 .723이며, 정보 다양성 수용 정도는 .800, 가치 다양성 수용 정도는 .785, 

연고 다양성 수용 정도는 .689로 나타났다. 이외에 김미라(2013), 김소라

(2015), 김선진(2016), 김경원(2017), 김연미(2018), 이규호(2018)의 연구

에서도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Cronbach’s α값은 모두 .670 이상의 신뢰도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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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식공유

1) 개념

지식은 조직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원으

로(Davenport & Prusak, 1998, Grant, 1996), 많은 기업은 구성원들이 지식

을 생성하고 공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Alavi & 

Leidner, 2001, Wiig, 1997). 그중 1990년대부터 주목받아온 지식경영은 전체 

조직에 다양한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지식을 획득하고, 이를 저장하고 공유하여 

조직의 모든 활동에 활용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이며(김영걸, 이장환, 1999), 특

히, 이 4가지 요소(지식 획득, 저장, 공유, 사용) 중 지식공유는 지식경영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즉, 지식공유란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지식을 학습조직 또는 정보기술을 통해 조직구성원 상호간 지식으로 축적해 가

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태호, 2002).

지식공유의 개념은 지식전이(transfer)와 함께 명확한 개념의 구분 없이 혼용

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연구자들이 지식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Allee(1997)는 지식을 전이할 수 있는 객체(object)로 

인식할 경우에는 지식전이라는 개념이 적절하고, 지식을 전이하기 어려운 프로

세스(process)로 인식할 경우에는 지식공유라는 개념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식공유는 지식전이에 비해서 사회적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좀 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박문수, 문형구, 2001).

이외에도 지식공유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식공유를 지식을 

제공하고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 즉 프로세스 측면으로 바라본 

Henderson(1990)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지식을 상호교환하고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하였고, Gupta & Govindarajan(2000)은 지식구분(identification), 

전수(outflow), 이동(transmission), 흡수(inflow) 모두를 포함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Bock & Kim(2002)은 조직 내에서 개인 간 지식의 이전 또는 

배포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의 관점으로 바라본 연



- 38 -

구자들 중 Cummings(2004)은 지식공유를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동료에게 제공함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해 협업하는 과정이라고 하였고, 

Ruggles(1997)는 개인이나 조직 간의 지식 교류를 통해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강황성(2002)은 개인 간이나 조직 간에 상호작용

을 통해 지식을 교환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지식의 확산 즉, 지식공

유를 통해 개인의 역량이 증진된다는 측면으로 바라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Hansen(1999)은 조직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탐색하고 습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을 갱신 또는 통합하는 행위라고 하였고, 김미숙, 홍관수

(2014)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와 타인이 보유한 

지식을 습득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김명섭

(2020)은 구성원 간의 지식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아 업무의 지식과 이해를 활성

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연구자들이 지식공유의 특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식공유의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공유의 구성요소도 연구자에 따라 다양

한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식의 특성에 의해 형식지와 암묵지로 설명하기

도 하며(Nonaka & Takeuchi, 1995), 지식공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지식기부

와 지식수집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Van den Hooff & De Ridder, 2004). 또

한, 개인 간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주고받는 일체의 활동으로 바라보기도 한

다(Van den Hooff & De Ridder, 2004).

Nonaka & Takeuchi(1995)는 지식을 집단 내의 개인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자율적, 전인격적, 계속적으로 대화 및 의논을 나누면서 창

조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하였는데(Nonaka & Takeuchi, 1995), 지식을 객

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형식지(explicit knowledge)와 주관

적인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형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암묵지(tacit 

knowledge)로 구분하였다. 객관적 개념의 형식지는 쉽게 파악되고, 체계화가 

가능하며, 말이나 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지식으로서, 

글자로 표현된 문서나 매뉴얼, 언어로 녹음된 육성, 설계도면, 데이터베이스, 컴

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정형화된 형태로 표현된다(신현정, 2005; 현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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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편 주관적 개념의 암묵지는 학습과 반복적인 경험으로 인해 인간의 몸과 두

뇌에 체화되어 있어 대단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지식으로, 말이나 글로 표현하

기 어렵고,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하기 어려운 것이지만(현재호, 2019), 오

랜 현장경험과 연륜을 통해 터득한 기술과 노하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신소라, 2018). 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토론, 이야기,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Nonaka & Takeuchi, 

1995), 경험, 숙련된 기능, 조직문화, 풍토 등이 이에 해당된다(이원희, 2013). 

이와 같이 지식공유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과 얻으려는 사람 간의 관계적인 측면

에서 바라본 것이며(Hendriks, 1999), 지식은 객관적 실체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과정에 관여하는 흐름이기 때문에(유영만, 2006), 제조현장과 같이 

실체가 있는 제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닌, 경영, 기획, 영업, 마케팅, 연구개발 등

과 같은 무형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무직에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Van den Hooff & De Ridder(2004)는 지식공유가 전달과정과 축적과정을 

통해 수행되며, 이를 지식기부(donating)와 지식수집(collecting)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지식기부는 개인 간 의사소통으로 지식을 제공하는 과정이며, 

지식수집은 상담, 설득, 초빙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서 지식을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집된 지식은 다른 구성원에게 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부행위의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과 동시에 지식공유에 대한 태도는 지

식을 공유하려는 의도에 영향이 미치게 된다(Eze et al., 2013).

지식기부는 지식제공자의 행위로서 개인이 가진 지식을 조직 구성원에게 전달

하는 것이다(이홍재·김선아, 2010). 즉, 기부는 조직 내에서 전체의 이익을 위

하여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이타적 행위이다(Watson, & Hewett, 

2006). 기부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가진 지식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며, 

공식적, 비공식적 프로세스 모두 포함된다(Liebowits, 2001). 반면에 지식수집

은 조직 내에서 다른 구성원의 지적 자원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시도행위이다

(Van den Hooff & De Ridder, 2004). 이를 통해 지식을 이전받은 구성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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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식을 자신이 새롭게 구성한 후 자신의 업무 영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

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김구, 2004). 장평·홍관수(2010)는 오

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개인 또는 조직이 가진 한정된 지식으로는 

생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업무수

행과 관련한 필요지식을 교육 훈련이 아닌 구성원 스스로가 습득하고 활용하고

자 하는 노력은 구성원의 혁신행동은 물론 조직 내의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

다고 하였다. 또한 지식공유는 지식교환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성과가 달라지므로(박문수·문형구, 2004), 구성원 간 상호관

계에 대한 영향력을 높게 인식할수록 지식공유가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Nelson & Cooprider,1996). 그러므로 효과적인 지식공유를 위해서는 조직 내 

의사소통의 분위기 조성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신선진 

등, 2008).

조직구성원 개인이 축적한 전문적 지식이 조직 내에서 업무, 연구개발, 새로운 

프로세스 적용 등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서로 맞물릴 때 개개인의 지식은 질 높

은 수준으로 확장되며 조직의 역량이 극대화된다(맹채연, 2021). 이는 기업의 

발전과 이윤창출로 이어져 기업을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기업의 

차별화 전략으로써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김경규, 김범수, 송세정, 신호경, 

2005). 이에 따라 개인의 지식획득과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식공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Lin, 2007; 

Srivastava et al., 2006). 최근 지식공유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기업들

이 팀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팀 구성원들 간 지식공유에 대한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장승훈 외, 2014; Xue et al., 2011).

2) 관련 이론

지식공유의 기저이론을 살펴보면, 지식이 어떻게 창출되는지를 설명한 

Nonaka, Takeuchi(1995)의 지식창출 모델이 있다([그림 Ⅱ-7] 참조). 지식창

출의 원천은 암묵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 간의 상호작용 루틴으로, 즉 암묵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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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형식적 지식은 따로 존재한다고 보기 보다는 연속체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암묵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의 변환은 공동화, 표출화, 결합화, 내면화로 구

분할 수 있다(Nonaka & Toyama, 2007; Nonaka, Krogh & Voelpel, 2006; 

Nonaka & Toyama, 2007; Nonaka & Konno, 2009; Nonaka, Toyama & 

Hirata, 2010).

공동화는 암묵적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암묵적 지식을 얻는 프로세스다. 공동

화는 개인과 개인이 기본 단위로, 대면에서 암묵지의 교환이 본질이 된다. 공동

화는 지식 창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체험을 획득하여 개인의 정신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 암묵지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정권진, 2003). 표출화는 암묵지

로부터 새롭게 형식지를 얻는 프로세스로 자신 안에 있는 이미지나 정감, 생각 

등을 암묵지로 표출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이미지나 생각을 감지하여 언어나 그

림 등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사고하는 개인이 집단에서 영향을 받거나 토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개념을 공유하게 된다.(정권진, 2003). 결합화는 

형식지로부터 새롭게 형식지를 얻는 프로세스이며 형식지의 결합이다. 형식화된 

지식이나 정보를 외부로부터 수집하고 획득하며 체계화하여 이전하고 공유하게 

된다. 즉, 객관화된 지식을 이전하고 공유와 활용을 통해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정권진, 2003). 마지막으로 내면화는 형식지로부터 새롭게 암묵지를 얻는 프로

세스이다. 조직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형식

지를 암묵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실천을 통하여 학습하고 체화하는 것이다

(Nonaka & Toyama, 2003). 이처럼 암묵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의 상호작용으

로 지식은 공동화, 표출화, 결합화, 내면화의 변화 과정을 통하여 창출되고 공유

되어 새로운 지식으로 공유되는 것이다(정권진, 2003).

이와 같은 지식의 변환은 조직 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것이 곧 지식공유로 이어진다. 특히 암묵적 지식이 암묵적 지식으로 전화되는 

과정인 공동화는 지식공유의 중요한 과정이며, 조직구성원들의 긴밀한 상호작용

으로 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지식변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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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onaka, I., & Toyama, R. (2003). The knowledge-creating theory revisited: Knowledge 

creation as a synthesizing process.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 Practice, 1(1), 2-10. 

정권진. (2003). 지식경영의 시대. 서울: 시그마프레스. p.142

[그림 Ⅱ-7] 지식창촐의 모델

Lin(2007)이 제시한 지식공유 프레임워크는 지식공유의 선행요인들과 지식공

유가 조직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할 수 있다. 지식공유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는 Rajagopalan et al.(1993)이 제안한 전략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제안하였으며, 이 분석적 프레임워크는 세 가지 차원, 즉 조력적 차원, 

프로세스 차원 및 결과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조력적 차원은 개인 및 조직의 학습을 촉진하고 팀 또는 작업단위 

안에서 또는 팀 또는 작업단위 간 직원들의 지식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

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지식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서 직원 동기부여, 조직

적 맥락,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제시하였다(Taylor and Wright, 2004; Bock et al., 2005; Wasko and 

Faraj, 2005; Lin and Lee, 2006). 두 번째로, 지식공유의 프로세스 차원은 조

직 내 직원이 겪은 업무완 관련된 경험, 전문성, 노하우 및 상황 정보를 다른 공

유와 공유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동료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려는 직원

의 의지(예: 지식기부)와 적극적으로 동료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것(예: 지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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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지식공유의 결과적 차원은 지식공유의 정도가 얼

마나 효과적으로 기업혁신 역량에 이루어졌는지 나타내는 것이다.

출처:Hsiu-fen Lin. (2007). Knowledge sharing and firm innovation capability: an empiric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28(3), 315-332. 

[그림 Ⅱ-8] A general framework of knowledge sharing

Lin(2007)의 연구에서는 조력적 차원에서 개인 수준의 요인을 ‘다른사람을 

기꺼이 도움’, ‘지식 자기효능감’으로 설정하였고, 조직 수준의 요인을 ‘최

고경영자의 지원’, ‘조직의 보상체계’로, 기술적인 요인으로는 ‘ICT 활용’

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식공유 프로세스를 ‘지식기부’와 ‘지식수집’으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요인들이 우수한 기업 혁신 역량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고

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개인 수준의 요인인 다른사람을 기꺼이 도움과 지식 

자기효능감은 지식기부와 지식수집에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 조직수준의 요인인 

최고경영자의 지원은 지식기부와 지식수집에 유효한 영향을 미쳤으나, 조직의 

보상체계는 지식기부와 지식수집에 유효하지 않았다. 또한 기술적인 차원인 

ICT 활용은 지식기부에는 유효하지 않았으나, 지식수집에는 유요한 영향을 미

쳤다. 마지막으로 지식기부와 지식수집은 기업혁신 역량에 유효한 영향을 미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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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2007)의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및 지식

공유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조력적 차원에서 

개인 수준의 요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경험, 가치관, 동기, 성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성 수용 정도가 이 요인으로 치환될 수 있다. 또한 

조직 수준의 요인에는 조직의 보상체계(Bartol and Srivastava, 2002), 열린 

리더십 환경(Taylor and Wright, 2004), 최고경영자의 지원(MacNeil, 2003; 

MacNeil, 2004) 등이 있으며, 본 연구자의 변인이 공유리더십이 조력적 차원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마지막 결과적 차원의 기업혁신 역량은 조직구성원 

개인들의 혁신행동의 직접적인 함수로써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혁신행동을 결과

적 차원의 요인으로 설정하여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측정도구

많은 연구자들이 지식공유에 대한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를 측정하는 방법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Szulanski(1996)는 사내의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공유하는 내용과 관련된 연구에서 지식공유 항목으

로 ①다른 조직구성원과 업무 관련 지식을 공유, ②자신만의 노하우나 경험을 

공유, ③모범사례의 확산에 관련된 3개의 문항을 개발하였고, Likert 방식의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국내에서는 정동섭, 박태호(2002)의 연구에서 이 측정도

구를 활용하였다. Bock et al.(2005)는 사내에서의 지식공유 의도 형성과 관련

된 연구에서 지식공유를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미시적인 조직행동 관점

으로써 총 5문항과 지식공유 의도에 대한 5문항을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김현경, 강수돌(2015)는 커뮤니케이션 풍토가 지식공유 의도에 미

치는 영향 연구에서 Bock et al.(2005)의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Srivastava et el.(2006)는 기업 내에서 팀의 리더십 강화가 지식공유, 효율성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지식공유의 내용으로 암묵적 지식

과 명시적 지식 그리고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특수한 지식까지 포함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총 7개의 문항을 제시하여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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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희태 외(2011)가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지식을 제공하고 수집하

는 개념으로 측정한 경우(Hsu et al., 2007), 지식제공자와 지식수용자를 구분

한 경우(김효근, 정성휘, 2002; 이현정 외, 2007; 강민형, 2011; He & Wei, 

2009), 지식공유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관점에 따라 구분한 경우(박문수, 

2002), 조직 내 지식공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와 같이 수준을 측정한 경

우(Kohil et al., 1993), 지식이 암묵지인지 형식지인지 지식의 형태에 따라 측

정한 경우(Nonaka & Takeuchi, 1995) 등 다양한 측정도구가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지식공유의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따

라 이를 측정하는 방법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측정도구를 지식공유를 하고자 하는 의도, 지식공유

가 이루어지는 과정(기여, 수집), 지식공유를 행위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지식공

유 행동, 그리고 조직 내에서 지식공유가 이루어지는 정도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국내에서 연구방향에 따라 사용한 측정도구와 연구자를 

정리하면 <표Ⅵ-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에서의 지식공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Kohil et al.(1993), 

Szulanski(1996), Bock et al.(2005)의 측정도구를 수정 및 번안한 신정현

(2014)의 측정도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신정현(2014)의 연구에서 지식공유의 

하위요인은 집단 지식공유 수준이며, 측정항목은 ①정기적인 지식문서의 교환 

정도, ②중요한 지식의 확산 정도, ③정기적인 업무상 필요자료의 배포 정도로 

총 6문항이다. 또한 Likert 방식의 5점 척도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875으로 나타났다. 임정근(2015)의 연구에서도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Cronbach’s α값은 .96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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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지식공유의 측정도구를 활용한 선행연구

자료: 연구자가 정리

3. 혁신행동과 관련 변인의 관계

가.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

조직 내 혁신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행하며 필요한 수정을 주도하

는 주체가 개별구성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은 다른 구

성원과의 관계 및 역할에 따라 약화 또는 강화될 수 있으며,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과업특성, 관계특성 및 조직특성을 실증한 결과, 관계특성에서

는 TMX(팀-구성원 교환관계)가 LMX(리더-구성원 교환관계)에 비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팀 동료들과의 관계가 혁신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김일천·김종우·이지우, 2004).

혁신행동은 개인이 문제 및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변화의 과정을 주도하

는 것을 의미하며(지성호, 강영순, 2012), 혁신행동의 시작은 새로운 아이디어

를 생성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아이디어가 구성원들의 지지와 협력이 없다면 현

실화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공유리더십에 의한 구성원 간 상호신뢰는 혁신행

연구 방향 측정도구 연구자(연도)

지식공유 의도
(ex. 암묵지,
형식지)

Lindskold(1978),
Swan and Nolan(1985),

Nonaka & Takeuchi(1995)

이연옥(2009), 최재훈(2011), 김혜림(2012),
김지영(2016), 노상희(2019), 임소이(2020),

이민(2021)

지식공유 과정
(ex. 기여,
수집)

Bock et al.(2005), De Vries
et al.(2006), Gupta &
Govindarajan(2000),

Van den Hooff & De
Ridder(2002)

박문수(2002), 김경선(2005), 최재훈(2011),
여수경(2012), 원정윤(2017), 김진우(2018),
김민규(2019), 현재호(2019), 김명섭(2020),
김진광(2020), 사화영(2020), 이준표(2020),
윤석범(2021), 고진아(2021), 맹채연(2021)

지식공유 행동
Fishbein & Ajzen(1975),
Ruggles(1998), Yi(2009)

박문수(2002), 김영목(2012), 장승훈, 노명화,
안상철, 손승연(2014), 조형윤(2014),

강민주(2017), 이광호(2019), 오진주(2019)

지식공유 수준
Kohil et al.(1993),

Szulanski(1996), Bock et
al.(2005)

박태호(2002), 최재훈(2011), 장수동(2013),
신정현(2014), 임정근(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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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실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안용민, 2017, 김일천·김

종우·이지우, 2004, Damanpour, 1991).

방호진(2013)의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들을 대상으로 팀의 공유리더십 수준이 팀 구성원이 인지하는 변화지향 조직시

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팀 성찰을 매개로 하여 팀 단위 분석(3명 이상)을 실시

하였으며, 분석 결과 공유리더십은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40, p<.01).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이란, 팀의 전

반적인 ‘업무 상황과 성과의 개선을 위해 업무방법, 정책, 그리고 절차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실행하는 건설적 노력’으로써, 혁신행동이 이루어지기 

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공유리더십이 활성화되는 경우, 팀 구성원들의 인지

적 역량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기존에 수행하지 못했던 비관습적(탐험적) 행동

을 수행할 수 있는 인지자원의 여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측과 공유리더십의 사

회관계적 특성으로 인해 구성원 간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이는 공유리더십이 높은 팀의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결과물

을 확인하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한 

Gronn(2002)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유리더십

의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메커니즘으로 팀 성찰을 제시하여 팀 구성원

들의 역량증진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리더의 행동전략과 구성원들 간의 사

회적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유리더십은 구성원 

간 리더십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를 강화시키고,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제안이나 질 높은 아이디어 생성

을 확산시킨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2개 회사의 팀 단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

직적 리더십과 직원들의 무결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리더십 매개효

과를 통해 실증 분석한 Hoch(2013)의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은 팀 구성원 간 

정보, 경험 등을 공유하여 아이디어를 생성하게 하며, 이를 통해 혁신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β=.80, p<.01)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장혁기(2013)는 서울 지역에 위치한 제조업, IT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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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및 기타서비스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문화 

구성요소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통해 확인한 결

과, 공유리더십이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β=.418, 

p<.001), 조직원들이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업수행

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식적, 비공식적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

공식적 리더들의 역할을 조직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사안에 따른 권한위임과 개인의 전문적인 역량발휘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준명(2015)의 연구에서도 공유리더십은 공식적인 1인

의 리더가 복잡 다변한 업무환경 하에서 원활히 팀을 이끌어 가는데 한계가 있

다는 것을 인식하고 팀원 간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팀 내 비공식적

인 리더의 출현을 장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체에서는 이러한 

비공식적인 리더의 출현을 독려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만든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지안(2019)의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원의 팀제하에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

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유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해결 스타

일의 조절효과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공유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의 하위요인을 계획과 

조직화, 문제해결, 지원과  배려, 개발과 멘토링로 설정하였는데, 하위요인 각각

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위요인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계획과 조직화(β

=.446, p<.001), 문제해결(β=.465, p<.001), 지원과 배려(β=.299, 

p<.001), 개발과 멘토링(β=.466, p<.001)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유리

더십은 팀 내 자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구성원들의 피드백과 정보

를 공유할 수 있게 하며, 이처럼 공유리더십의 확산을 위해 조직의 구조를 개편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유리더십이 팀 혁신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팀 신뢰의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본 신승식(2017)의 연구 결

과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의 하위요인을 두 개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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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구성하였는데, 계획과 조직화와 문제해결이 하나의 요인이며, 지원과 배

려와 개발과 멘토링이 하나의 요인으로 결합되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대부분

의 팀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구성원별로 전담하여 

공유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구성원들은 계획과 조직화

와 문제해결을 본인의 고유 업무를 ‘관리’하는 하나의 측면으로, 지원과 배려

와 개발과 멘토링을 동료의 업무를 ‘지원’하는 하나의 측면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공유리더십의 ‘관리’측면이 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β=.611, p<.01)과 공유리더십이 ‘지원’측면이 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β=.649, p<.01) 모두 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유리더십은 팀 상호작용 프로세스를 촉진시켜 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혁신행동은 역할 외 행동이기 때문에 팀이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공

동으로 위험을 감수할 때 구성원은 혁신적인 업무 행동을 하게 된다는 연구 결

과들도 있는데, 팀 제도 하에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유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무형식학습, 직무배태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서재교, 

홍아정(2015)의 연구(β=.474, p<.01)와 정예지, 김문주(2014)의 연구(β

=.60, p<.001)에서도 공유리더십이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구성원이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시도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팀 동료이기 때문

에 공유리더십을 인식하는 것은 팀 동료의 지지와 후원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구

성원은 주저하지 않고 혁신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였다.

박홍근(2019)의 연구에서도 제조업 L사의 사무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유리

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를 통해 실증분석하

였으며, 공유리더십이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β=.537, p<.001). 이 연구에서는 팀 구성원 간에 활발한 상호작용은 구성원

들의 혁신행동을 촉진한다고 하였는데, 혁신이란 기본적으로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구성원들이 익숙해져 있던 기존의 방법, 과정 등과는 다르게 

수행해야 하는 변화로 인하여 조직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혁



- 50 -

신행동을 주변의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인데 동료들과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서

로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지원과 문제해결을 공동으로 해나가는 과정을 포함하

는 공유리더십은 그러한 주변의지지와 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구

성원들의 혁신행동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trauss 등(2009)에 따르면, 리더십을 공유하는 팀은 과

업수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팀 구성원들은 구성원 간 

지원과 배려를 통해서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공

공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공유리더십이 팀 효능감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팔로워십을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본 안용민(2017)의 연구에서도 공유리더십이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β=.502, p<.001), 혁신행동

의 시작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아이디어가 구성원들의 

지지와 협력이 없다면 현실화되기 힘들 것이며, 따라서 공유리더십에 의한 구성

원 간 상호신뢰는 혁신행동을 실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한편 이지예(2011)의 연구에서는 국내 광고회사와 유통회사에 재직 중인 구

성원을 대상으로 변혁적리더십과 공유리더십의 창의성에 대한 효과를 실증분석

한 결과, 공유리더십이 창의성에 정(+)적인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β=.39, p<.001) 창의성은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이를 통해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는데, 공유리더십과 

같이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리더십의 권한이 늪게되면 내재적 동기부여를 불러일

으켜 창의성에 매우 밀접하게 작용되며, 내적 동기부여는 구성원에게 조직에 더

욱 만족하고 몰입하게 함으로서 창의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

였다.

나. 다양성 수용 정도와 혁신행동의 관계

다양성 수용 정도와 혁신행동의 관계와 관련해서 국내외에서 다양성 수용 정

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많이 없다는 점에서 선행연구가 미비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을 혁신행동 뿐만 아니라, 혁신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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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함수인 창의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포함하여 다양성 수용 정도와 혁신

행동의 관계를 추론하였다.

다양성 수용 정도와 창의성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세경

(2013)은 국내의 다문화 기업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다양성 인식이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양성 인식이 창의성에 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β=.325, p<.001).

또한 이효선(2014)의 연구에서는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성 수용 정도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협동학습역량과 폐기학습

역량의 매개효과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다양성 수용 정도가 창의성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β=.273, p<.01). 이들 연구에

서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는 나와 다른 관점,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개방적 

태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태도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에 도움을 주면, 이는 

다시 창의적인 성과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

다.

김희정(2019)의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조직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다양성 인식이 집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시민행동의 매개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는데, 다양성인식이 집단 창의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여졌다(β=.495, p<.001). 더불어, 창의성이 혁신행동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Amabile(1988), Woodman, Sawyer, 

and Griffin(1993), Ford(1996), Oldham and Cumꠓmings(1996)의 연구에서

는 직원의 창의성이 조직 혁신에 중요한 요인이며, 직원의 창의성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을 연구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였다.

성상현(2005)의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 기업의 

다양성 관리전략, 다양성 관리에 대한 HR제도, 구성원의 다양성 수용 정도가 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다양성 수용 정도가 조직성과의 

하위요인 중 혁신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435, 

p<.001). 다양성을 조직에 유입하려는 이유가 창의성과 혁신성을 높이고 새로운 

통찰력을 조직에 유입하려는 동기(Jackson et al., 2003; Fern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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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ka and Takeuchi, 1995; Levine and Resnick, 1993)에 있다고 볼 때,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상호학습 및 활용이 전략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성의 확대에 따른 개인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를 집합적 시너지로 전환하는 

리더십(Deluca and McDowell, 1992)을 갖고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통합과 

학습을 일으키는 차원의 다양성 관리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 조직의 성과에 강한 

긍정적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강동훈, 이승재, 이재섭(2017)의 연구에서는 3개 항공사의 구성원을 대상으

로 다양성 수용 정도가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갈등의 매개효과

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다양성 수용 정도가 혁신적 업무행동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399, p<.001). 다양성 수용 정도 향

상을 통해 조직 내 갈등을 최소화하여 혁신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최순혁(2018)의 연구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체육회 및 도체육회에서 생활

체육과 엘리트체육 등 각기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도

적 성격과 다양성 수용 정도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지식공유의 매개효과

를 통해 실증분석하였는데, 다양성 수용 정도는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β=.181, p<.05). 전제만(2019)의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권 현역 육군 장병을 대상으로 다양성 수용 정도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상관 및 동료 신뢰의 매개효과와 조직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통해 실증분석

하였는데, 다양성 수용 정도는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였다(β=.462, p<.001).

제조업에 속하는 수출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성 수용 정도가 혁신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리더의 다양성 친화 태도의 조절효과를 통해 실증분석한 손영

희(2020)의 연구에서는 다양성 수용 정도가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영향력을 다양성 수용 정도의 각 하위요인별로 제시하

였는데, 사회범주 다양성 수용 정도(β=.196, p<.01), 정보 다양성 수용 정도

(β=.139, p<.05), 가치 다양성 수용 정도(β=.170, p<.05)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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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을 적게 가지는 종업원들일수록 이질성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서 교환 및 협

업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타인이 보유한 지식, 기

술, 경험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한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의 정도가 높은 구성원들

이 혁신행동을 더 많이 실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인들은 서로가 가

진 혹은 경험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정도는 부정적인 선입견 및 부정적 관계를 완화하고, 

혁신에 도움을 준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김미라(2013)의 연구에서는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식경영활동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성 수용 정도

의 매개효과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다양성 수용 정도가 혁신행동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176, p<.001). 다만, 다양성 수

용 정도의 하위요인 중 정보 다양성 수용 정도(β=.326, p<.001)과 가치 다양

성 수용 정도(β=.255, p<.001)은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사회범주 다양성 수용 정도(β=.011, p<.001)은 유의미한 영향력

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지식, 기능, 경험, 성격 및 가치

관 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고정관념과 편견을 넘어서게 되고, 그러한 구성원

들의 심리상태가 혁신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조직에서의 문제해결

을 위한 기술과 지식 및 정보가 많아져 조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게 됨을 강조

하였다(Mor Barak, 2011). 따라서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상호학습 및 활용을 통해 구성원들의 다양성 수용 정

도를 높이는 방안이 전략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 지식공유와 혁신행동의 관계

지식공유는 조직구성원 간의 지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지식창출을 유발함으로

써 각종 아이디어 창출 및 실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이 창의성

을 발휘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Nonaka & Tacheuchi, 1995).

오진주(2019)는 팀 혁신행동이 팀 지식공유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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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고, 팀 지식공유 행동은 팀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β=.462, p<.001).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인수준으로 분석해오던 

지식공유 행동을 집단 수준에서 분석하였는데, 이는 지식공유가 집단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여겼으며, 이에 개인의 지식공유 행동을 

팀 수준으로 합산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지식공유는 새로운 

지식창출을 유발함으로써(Nonaka & Tacheuchi, 1995), 각종 아이디어의 창출 

및 실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팀의 지식을 혁신행동으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박태호(2002)의 연구에서는 지식공유의 선행요인으로 구조적 요인의 경영진 

지원, 보상시스템, 관계적 요인의 의사소통의 개방성, 신뢰를 설정하였으며, 이

러한 선행요인과 지식공유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

증분석 결과,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β=.19, p<.01). 특히 박태호(2002)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

째 지식공유의 선행요인 가운데 보상시스템과 의사소통의 개방성은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식공유의 선행요인 가운데 경영진의 지

원과 신뢰는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지식공유는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식공유의 선행요인과 혁신행동 간에 있어서 지식공유의 매개역할을 분

석해 본 결과, 보상시스템은 지식공유를 통하여 혁신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식공유의 선행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

로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태호, 2002).

이혜미, 한진수(2015)의 연구에서도 지식공유의 영향요인으로 최고경영자의 

지원, 정보기술, 보상제도, 조직문화를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선행요인과 지식공

유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246, p<.01). 또

한 최고경영자의 지원, 보상제도, 조직문화는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기술은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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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호(2019)의 연구에서는 서비스기업과 공기업에서 팀으로 구성된 부서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식공유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혁신행동의 매개효과

와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48, p<.05). 혁신활동이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과 활용을 의미하며, 구성원의 직무수행에 새로운 아이디어, 프

로세스, 제품, 절차 등을 의도적으로 도입하는 혁신행동이 향상되려면 수많은 정

보와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간의 기억용량의 한계와 

시간과 노력의 한계로 인하여 한 개인이 모든 정보와 지식을 모두 보유할 수 없

기 때문에 타인이 보유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개인과 조직에 

보다 효과적이므로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요구되는 선결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Jackson et al., 2003).

이민(2021)의 연구에서는 중국 화북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지원 인식과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통해 실증분

석한 결과,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892, p<.001), 국내 기업에 종사하는 일반 사무직 직원 및 CEO를 대상으

로 사내기업가정신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통해 살

펴본 김진광(2020)의 연구에서도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48, p<.05), 국내기업에서 연구개발직군에 종사하

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습접근방식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지식공유의 매

개효과를 통해 살펴본 강민주(2017)의 연구에서 또한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61, p<.05). 

김민규(2019)의 연구에서는 H사 교육영업관리자를 대상으로 직무자율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식공유

는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706, p<.001). 

이광호(2019)의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 사무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목표지

향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지식공유와 직원몰입의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

본 결과,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1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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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동(2013)의 연구에서는 중국에 있는 서비스업, 은행, 보험업을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윤리적 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협력행동과 지식

공유의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59, p<.001). 김지영(2016)의 연구에서는 IT 서

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성지능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직무열의와 지

식공유의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42, p<.01).

이연옥(2009)의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적 요인으로서 

인지성, 개방성, 창조성과 조직/문화적 요인으로서 신뢰성, 평가 및 보상, 의사소

통의 개방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366, p<.001).

김동주, 김영목, 황승배, 김영완(2012)의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공정성(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대인공정성, 정보공정

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

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61, 

p<.001).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여러 선행요인들이 지식공유를 활

성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조직 내 지식공유 활동이 많아질수록 

지식공유 과정에서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생산, 창출, 결합함으

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진대성, 2007), 이를 통해 혁신행동을 강화하

게 된다(Calantone et al., 2002).

또한 지식공유 즉, 지식의 상호교류는 혁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도전과 실패

를 경험하고 재도전하며, 이를 통해 기업성과로 연결해야 하는 구성원들의 심리

적 상태 및 직무에 대한 태도가 혁신행동이 쉽게 발현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

를 조성할 수 있다.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맹채연(2021)의 연구에서는 국내 

제조업종 R&D기업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직무도전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184, p<.01). R&D의 업무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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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제품개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도가 필요한데, 지식공유가 그러한 

도전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식공유는 개인 연구개발의 

성과 중심으로 측정되는 연구원들의 신제품 개발이나,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혁신행동을 촉진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

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지식공유가 혁신행동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문인오(2005)의 연구에서도 지식공유가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β=.710, p<.001), 간호관

리자는 지시와 통제에 바탕을 둔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면, 혁신행동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사화영(2020)의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를 대상으로 

지식공유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혁신행동의 매개효과를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

=.579, p<.001). 특히 지식공유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지식공유의 하위변인

인 지식제공은 아이디어 개발과 아이디어 실행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

나, 지식추구는 아이디어 개발과 아이디어 실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부지향 조직문화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본 장문취, 김문중(2019)의 연

구에서도 지식기부(지식제공)은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β=.201, p<.001), 지식수집(지식추구)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06, p<.853). 이러한 결과는 최수형(2015)의 

연구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제공이 지식추구보다 중

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아이디어 개발과 

아이디어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추구하는 행동보다 지식을 제공하는 

행동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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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Rhodes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암묵적 지식

의 공유가 혁신적 개발능력에 강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Gilson & 

shalley(2004)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조직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지식공

유를 강화하면 혁신행동을 위한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Madjar(2005)의 연구에서는 직원 간의 커뮤니

케이션 및 지식공유는 직원의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엄소연, 2020).

라. 공유리더십과 지식공유의 관계

공유리더십은 그 자체로 팀 상호작용과 사회화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팀원들 

사이의 정보공유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였다(Manz & Sims, 1993; Mehraetal., 

2006; Yeatts & Hyten, 1998; 양동민 외, 2012; 신정현, 2014). 또한 업무 

상황과 환경의 복잡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구성원들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본인이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 경험 등을 타인에게 공유하고, 타인으로부터도 지식을 받아들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정현, 2014).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 부산, 경남, 경북 소재의 팀 단위로 이루어진 중소, 중

견,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유리더십과 팀 효과성의 관계에서 

지식공유 수준의 매개효과와 경쟁 지향문화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신정현(2014)

의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은 지식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의 하위요인을 계획과 조직화, 문제해결, 지원

과  배려, 개발과 멘토링로 설정하였는데, 하위요인 각각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

였다. 하위요인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계획과 조직화(β=.010, p>.05), 문제해

결(β=.189, p<.05), 지원과 배려(β=.290, p<.001), 개발과 멘토링(β=.279, 

p<.001)으로 제시하였다. 위 결과와 같이 공유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계획과 조

직화는 지식공유 수준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조직 차원의 

지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 새로운 상황에 대한 태도의 차이 및 표본 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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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서 10년 미만 재직자들이 대다수인 점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팀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공유리더십이 지식은폐에 미치는 

영향을 지식공유와 조직침묵의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본 이지은, 오상진(2020)

의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이 지식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β=.510, p<.001). 공유리더십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을수록 상호작용이 더

욱 활발해져서 지식과 정보의 흐름이 가속화된다고 하였으며, 공유리더십은 구

성원들 사이의 강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진 공유가치이므로 지식공유와 유

사한 맥락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광주지역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공유리더십이 발언행동, 지식공유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창의자기효능감과 변화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본 

문승현(2020)의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이 지식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β=.231, p<.01). 공유리더십은 팀 내 과업에 대해 팀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팀에 정서적 애착과 주인의식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모두가 긍정적인 역할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에 대한 자발적인 지원을 하고

자 한다고 하였다(Marks et al., 2001; 문승현, 2020). 이러한 노력과 지원이 

팀 구성원 간의 지식공유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외식산업 종사원의 공유리더십이 LMX, TMX와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통

해 살펴본 정호열, 이규민(2020)의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이 지식공유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357, p<.05), 공유리더십은 리더십을 

공유하는 개념으로서, 공유리더십이 높을수록 팀원 간의 업무수행, 문제해결 등 

업무지식을 공유하고 서로의 지원과 배려를 통해 업무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다

고 하였다.

마. 다양성 수용 정도와 지식공유의 관계

다양성 수용 정도와 지식공유의 관계와 관련해서 국내외에서 다양성 수용 정

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사례가 많이 없다는 점에서 선행연구가 미비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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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다양성 수용 정도와 지식공유의 관계를 추론하였다.

한국 기업에 근무중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문화형성 다양성 관리가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성 수용도의 매개효과를 통해 살펴본 김효단(2017)의 연구

에서는 다양성 수용 정도가 지식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성 수용 정도의 하위요인을 사회범주 다양성 수용 

정도, 가치 다양성 수용 정도, 정보 다양성 수용 정도로 설정하였는데, 하위요인 

각각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위요인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범주 다양

성 수용 정도(β=.572, p<.001), 가치 다양성 수용 정도(β=.527, p<.001), 

정보 다양성 수용 정도(β=.627, p<.001)로 제시하였다. 다양성에 대해 조직이 

개방적인 문화와 인식이 형성되면, 구성원들이 다양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

로 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그 조직은 다양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조직에 비해서 더 높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다양성에 대

한 수용도가 높은 조직의 구성원들은 서로 간의 갈등이 낮을 것이며, 조직의 유

효성도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김효단, 207).

전국 17개 광영시체육회 및 도체육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의 주도적 성

격, 다양성 수용도, 지식공유, 그리고 혁신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최순혁(2018)

의 연구에서는 다양성 수용 정도가 지식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β=.446, p<.001),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을 기반으로 한 기능적 다양

성이 지식공유와 정적인 관련성을 보인다고 한 기존의 연구(곽수영, 2018)과도 

같은 맥락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기능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외부와의 소통

이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하였다(Ancona & Caldwell, 1992).

바.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아

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설정한 지식공유는 

공유리더십을 선행변인으로 한 연구와 혁신행동을 결과변인으로 설정한 연구 및 

유사한 변인 간의 관계를 설정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가설은 유추가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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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유추의 방법은 공유리더십→지식공유→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 설명을 위해 공유리더십이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과 지식공유가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유추하고자 한다.

송정수(2016)의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이 조직신뢰, 지식공유 및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울산/경주 지역의 제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는데(β=.399, p<.001), 기업 조직에서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 연

대 책임을 지며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통해 조직구성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공유리더십이 지식공유를 통해 더 많은 혁신행

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공유리더십이 혁신행동을 일으키는데 심

리적, 관계적 요인으로 지식공유라는 징검다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정현(2014)의 연구에서도 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유리더

십이 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식공유 수준의 매개효과와 경쟁 지향문화의 

조절효과를 통해 살펴본 결과, 공유리더십이 팀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으며, 다만, 공유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계획과 조직화는 팀 혁신행동과

의 관계에서 지식공유 수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공유리더십은 

팀 내 상호작용공정성을 활성화하고,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면 소속감이 증가하게 되어 협력적 활동도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는 

구성원 간의 협력활동인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혁신행동에

도 중용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우하진, 김성훈, 2019).

조직에 대한 신뢰가 강한 조직구성원들은 지식공유가 활발해지는데(Nelson 

and Cooprider, 1996), 기해란(2011)은 높은 지식공유 수준은 새로운 지식창

출을 유도함으로써 각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등 종업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결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조직의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 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방호진의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의 핵심적인 효과

로 제시되고 있는 팀의 자원 용량(capacity) 확대를 통해 앞서 제시했던 정보탐

색 및 의사소통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기존에는 수행되지 못했던 환경의 검토와 

방향성 수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비관습적 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

이다. 비관습적 행동은 혁신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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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라고 볼 수 있다.

사. 다양성 수용 정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

다양성 수용 정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

는 국내·외에서 아직까지 미진한 수준이지만, 이와 유사한 변인 간의 관계를 

설정한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가설은 유추가 가능할 것이다. 유추의 방법은 

다양성 수용 정도→지식공유→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 설명을 

위해 다양성 수용 정도가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과 지식공유가 혁신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유추하고자 한다.

최순혁(2018)의 연구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다양한 타인이나 부서에 대한 수

용도를 높이고 상호 간의 이해도를 높이게 되면,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며(Keller, 2001), 이는 구성원간의 지식공유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

였다. 또한 이처럼 정보와 지식의 공유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 새로운 아이

디어를 일으키고, 이는 곧 높은 수준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Caldwell, 1992; 곽소영, 2018). 최보인(2014)의 연구에서도 지식공유를 위

해서는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인데, 팀 내 의사소통의 활성화 정도가 

높게 되면 충분한 양의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

여 혁신적 차원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Cummings(2004)는 작업집단이 다양할수록 외부와의 지식공유가 활발해져 업

무수행과의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다양성 수용 정도와 갈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다수 있는데, 강동훈, 이승재, 

이재섭(2017)의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이 다양성 수용 정도 즉, 서로 간의 다

름과 차이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은 감소되고, 이

는 곧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양

한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스킬, 지식 그리고 관점의 차이가 시너지 효과를 일

으킬 수 있으며, 이는 곧 갈등도 감소시켜 서로 간의 지식공유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처럼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구성원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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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정현달, 백윤정, 김은실(2015) 및 이규호(2018)의 연구에서도 다양성 수용 

정도는 갈등을 감소시키고, 이는 곧 조직몰입을 일으킨다고 하였는데, 특히 다양

성 수용 정도는 과업갈등보다 관계갈등에 더욱 중요한 변인으로서, 다양성 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구성원 간의 관계는 더욱 긍정적으로 형성되며, 이는 곧 지식

공유를 활성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관계는 조직몰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성원의 혁신행동과 조직성과에도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Ⅱ-5>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종합

자료: 연구자가 정리

구분 연구자(연도)

직
접
효
과

공유리더십 →
혁신행동

방호진(2013), Gronn(2002), Hoch(2013), 장혁기(2013),
이준명(2015), 양지안(2019), 신승식(2017), 홍아정(2015), 정예지,

김문주(2014), 박홍근(2019), 안용민(2017), 이지예(2011)

다양성 수용 정도
→ 혁신행동

김세경(2013), 이효선(2014), 김희정(2019), 성상현(2005), 강동훈,
이승재, 이재섭(2017), 최순혁(2018), 전제만(2019), 손영희(2020),

김미라(2013)

지식공유 → 혁신행동

Nonaka & Tacheuchi(1995), 오진주(2019), 박태호(2002), 이혜미,
한진수(2015), 현재호(2019), Jackson et al.(2003), 이민(2021),

김진광(2020), 강민주(2017), 김민규(2019), 장수동(2013),
김지영(2016), 이연옥(2009), 김동주, 김영목, 황승배,

김영완(2012), 진대성(2007), 맹채연(2021), 문인오(2005),
사화영(2020), 장문취, 김문중(2019), 최수형(2015), Rhodes et

al.(2008), Gilson & shalley(2004), Madjar(2005)

공유리더십 →
지식공유

신정현(2014), 이지은, 오상진(2020), 문승현(2020), 이규민(2020)

다양성 수용 정도 →
지식공유

김효단(2017), 최순혁(2018)

매
개
효
과

공유리더십 →
지식공유 → 혁신행동

송정수(2016), 신정현(2014), 우하진, 김성훈(2019), 기해란(2011),

다양성 수용 정도 →
지식공유 → 혁신행동

최순혁(2018), 최보인(2014), Cummings(2004), 정현달, 백윤정,
김은실(2015), 이규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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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

용 정도 및 지식공유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

용 정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가지는 연구모형을 [그

림 Ⅲ-1]과 같이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들의 공유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양성 수용 정도도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지식공유 역시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계에

서 지식공유는 공유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다양성 수용 정도가 혁

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킨다.

[그림 Ⅲ-1] 가설적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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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가. 모집단

본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들이다. 대기업을 분류하는 기

준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2

조 2항에 따라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하고 「중소기업 기본

법 시행령」 제 2조와 별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인 평균 또는 

연간매출액과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2021)에서 공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통해서도 

대기업의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을 발표하고 있는데,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공기업

집단 제외)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추가적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1년 

5월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1개로서, 이에 소속된 계열회사는 2,612개이

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총 40개, 소속 계열회사는 1,742개이다. 마지막으

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콘텐츠미디어에서 매출 및 순이익에 따라 선정된 

1,000대 기업을 대기업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실제 연구 수행을 위해서 종사

자 수, 매출액 등의 기준에 충족하는 대기업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대기업 관련 다수의 연구에서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리스트를 목표모집단

으로 활용하여, 상위 100대 집단을 대기업으로 제한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2021)가 공시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통해 대

기업의 리스트를 확인하고, 해당 대기업의 지주회사 및 계열사 중 중소기업법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소규모 계열사들은 포함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2021)에서 공시한 71개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 지주회사 및 계열사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2020년 기

준)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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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

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정신노동 또는 육체노동)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

할 수 있는데, 그 중 사무직 근로자는 정신노동 비중이 큰 근로자로서 조직 내 

규정 및 지침 또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지시와 권한위임에 기초하여, 조직의 목

표 달성을 위해 조직 전체 또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계획, 실행, 평가 과업에 

필요한 문서처리, 커뮤니케이션, 정보관리, 의사결정 활동을 주로 사무실 내에서 

영속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이찬 외, 2008). 특히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사무직 근로자는 새로운 지식과 가치 창출의 주체

로 인식되며, 고도의 역량을 갖추고 끊임없이 업무 수행의 방법을 개선 및 혁신

함으로써 조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구성원을 사무직 근로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는 위의 개념들을 기반으로 공정거래

위원회(2021)에서 공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계열사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

상(중소기업법)의 기업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전체 또는 특정 부문

을 대상으로 계획, 실행, 평가 과업 등에 필요한 문서처리, 커뮤니케이션, 정보

관리, 의사결정 활동을 주로 사무실 내에서 영속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

는 근로자로 정의할 수 있다.

나. 표집

유의표집과 같은 비확률표집의 경우, 신뢰도에 따른 적합한 표본 크기에 대한 

통계적인 규칙이 제시되지 않고, 일반화를 위해 더 큰 표본이 필요하다는 정도

의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McMillan & Kozlowski, 2000; 주홍석, 2014). 다만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모집단 수에 상관없이 표본 집단의 절대

수에 기인하여, 사회과학에서는 300명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표본 집단이라고 

보고 있다(류근관, 2005). 그리고 모집단의 규모에 따른 필요 표집수는 신뢰도 

95% 적용할 경우, 모집단이 250,000명 이상일 때 적정 표집수로 384명이 제

시되고 있다(Krejcie & Morgan, 1970). 또한 Joreskog와 Sorbom(1989)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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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변인의 수에 따라 표집 규모에 대한 규칙을 부여하였는데, 관측 변인의 수

가 12개 이하일 경우, 최소 200개의 표본이 필요하다 하였고, 관측변인의 수가 

12개 이상일 경우에는 최소 1.5q(q+1)의 표본의 수를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검증하기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와 회

수율 그리고 불성실 응답률을 고려하여 목표 표집수를 400부로 설정하여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조사 도구

본 연구는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한 자료조사 방법으로 설문지법을 선택하였

다. 설문지는 크게 5개 항목, 총 6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혁

신행동,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공유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아래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 중 공유리더십에 관한 문항은 

25문항, 다양성 수용 정도는 12문항, 매개변수 지식공유는 6문항, 종속변수인 

혁신행동은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

성이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정된 각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self-reporting)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부분의 설문항목의 평가척도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1: 전

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구

성과 출처는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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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조사도구의 구성 및 출처

가. 혁신행동의 측정도구

기업 내 근로자의 혁신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개발, 홍보, 실행에 

대하여 Janssen(2000)이 개발하고 김일천 등(2004)이 번안하고, 박오수, 고동

운(2008), 박소연(2015), 김선근(2017)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조사도

구를 활용하였다. 혁신행동 조사도구는 총 3개 하위요인의 9개 문항으로 구성하

였으며,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김일천 등(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계수가 0.93로 나타나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으며, 박오수, 고동

운(2008)의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Cronbach’s α는 0.97이였다. 박소연

(20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계수가 0.89이며, 김선근(2017)의 연구

에서는 Cronbach’s α계수가 0.93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909로 높

유형 변인명 문항수 문항번호 출처

종속변수 혁신행동

아이디어 개발

9

3 Ⅰ-1~3
Janssen(2000),
김일천(2003)

아이디어 홍보 3 Ⅰ-4~6

아이디어 실행 3 Ⅰ-7~9

독립변수

공유리더십

계획과 조직화

25

6 Ⅱ-1~6

Hiller 외(2006),
방호진(2013)

문제해결 7 Ⅱ-7~13

지원과 배려 6 Ⅱ-14~19

개발과 멘토링 6 Ⅱ-20~25

다양성
수용 정도

사회범주 다양성 수용 정도

12

4 Ⅲ-1~4
Jehn et al.(1999)
성상현(2005)

정보 다양성 수용 정도 5 Ⅲ-5~9

가치 다양성 수용 정도 3 Ⅲ-10~12

매개변수 지식공유 집단 지식공유 수준 6 6 Ⅳ-1~6

Szulanski(1996),
Kohil et al.(1993);
Bock&Kim(2001);
신정현(2014)

인구
통계학적 
요인

성별, 연령, 학력, 직급, 직책,
직무, 업종, 근속기간 등

9 - Ⅴ-1~9

총 문항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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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으며, 연구에 활용하기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는 내적

일치도 계수가 0.890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세부 요인별로 아이디어 개발은 

0.831, 아이디어 홍보는 0.809, 아이디어 실행은 0.750으로 학습행동의 내적일

치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내적일

치도 계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Ⅲ-2>와 같다.

<표 Ⅲ-2> 혁신행동 조사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나. 공유리더십의 측정도구

기업 내 근로자들의 공유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하여 Hiller 등(2006) 설문문

항으로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한 국내에 방호진(2013)이 사용한 도구를 활

용하였다. 공유리더십 조사도구는 계획과 조직화, 문제해결, 지원과 배려, 개발

과 멘토링 총 4가지 하위요인의 25문항으로 구성하며, Likert 5점 척도를 활용

하여 측정하였다. 방호진(201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ɑ계수가 0.95의 신

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967로 높

게 나타났으며, 연구에 활용하기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는 내적

일치도 계수가 0.962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세부 요인별로 계획과 조직화는 

0.912, 문제해결은 0.913, 지원과 배려는 0.863, 개발과 멘토링은 0.906으로 

공유리더십의 내적일치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Ⅲ-3>와 같다.

구분
내적일치도(Cronbach’s )

예비조사(=59) 본조사(=354)

혁신행동 .909 .890

아이디어 개발 .834 .831

아이디어 홍보 .809 .809

아이디어 실행 .801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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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공유리더십 조사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다. 다양성 수용 정도의 측정도구

기업 내 근로자가 개인차원에서 인식한 다양성 수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범주 다양성 수용 정도, 정보 다양성 수용 정도, 가치 다양성 수용 정도의 

세 가지로 분류한 Jehn et al.(1999)의 분류 방식을 바탕으로 13개의 항목으로 

측정한 성상현(2005)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다만, 국내 대기업 상황에 맞지 않

는 사회범주 다양성 수용 정도의 항목 중 국적 및 인종의 다양성에 대한 항목은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성 수용 정도 조사도구는 총 3개의 하위요인의 12

개 문항으로 구성하며,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김연미(20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ɑ계수가 평균 0.90 이상의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91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에 활용하기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는 내

적일치도 계수가 0.907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세부 요인별로 사회범주 다양성 

수용 정도는 0.833, 정보 다양성 수용 정도는 0.796, 가치 다양성 수용 정도는 

0.797로 다양성 수용 정도의 내적일치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

타났다.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Ⅲ-4>

와 같다.

구분
내적일치도(Cronbach’s )

예비조사(=59) 본조사(=354)

공유리더십 .967 .962

계획과 조직화 .916 .912

문제해결 .908 .913

지원과 배려 .856 .863

개발과 멘토링 .934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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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다양성 수용 정도 조사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라. 지식공유의 측정도구

기업 내 근로자들가 인식한 조직 내 지식공유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Kohil et al.(1993), Szulanski(1996), Bock & Kim(2001)의 설문문항으로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한 신정현(2014)의 조사도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지

식공유의 조사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하며,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

한다. 신정현(201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ɑ계수가 0.88의 신뢰도를 보였

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89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에 활용하기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는 내

적일치도 계수가 0.880으로 지식공유의 내적일치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Ⅲ-5>와 같다.

<표 Ⅲ-5> 지식공유 조사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구분
내적일치도(Cronbach’s )

예비조사(=59) 본조사(=354)

다양성 수용 정도 .916 .907

사회범주 다양성 수용 정도 .862 .833

정보 다양성 수용 정도 .808 .796

가치 다양성 수용 정도 .848 .797

구분
내적일치도(Cronbach’s )

예비조사(=59) 본조사(=354)

지식공유 .896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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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자료의 수집은 공정거래위원회(2021)에서 공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계열

사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

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조사할 대기업 선정하고 자료의 수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Dilman(2000)이 제시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자료의 수

집을 요청할 협력자와 접촉하여 자료수집을 진행하였으며, 설문은 이메일과 온

라인(PC/모바일)을 병행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지와 

온라인 설문 모두에 안내문을 포함하였다. 또한 설문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문항에 응답한 사람에게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예비조사는 2021년 9월 27일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 약 1주에 걸쳐 진

행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70부를 배포하여 63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 응답

자 4부를 제외하고, 59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조사의 경우 2021년 10월 5

일부터 2021년 10월 15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개 기

업을 대상으로 배포된 420부 설문 중 401부(95.5%)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 

응답자 및 본 연구에서 설정한 대기업 집단이 아닌 곳에서 회신된 설문지 등 결

측치 설문 48부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353부(88.0%)를 본 연구를 위한 분

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353명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 학력, 직

급, 직책, 직무, 업종, 근속년수를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

성은 <표 Ⅲ-6>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응답자의 구성을 보면 남성이 273

명(77.3%), 여성이 80명(22.7%)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비

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보면, 30대가 159명(4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0대가 83명(23.5%), 40대가 72명(20.4%), 그리고 

20대가 39명(11.0%)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보면, 대졸이 249명으로 70.5%

를 차지하였고, 석사 이상 67명(18.0%), 박사 이상 11명(3.1%), 전문대졸 10

명(2.8%), 고졸 16명(4.5%)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에 따른 응답자의 특성을 살

펴보면, 과장이 102명(28.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리가 75명



- 73 -

(21.2%), 부장 이상이 72명(20.4%), 차장이 59명(16.7%), 사원이 45명

(12.7%)으로 뒤를 이었다. 직책에 따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팀원이 274

명으로 77.6%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팀장이 38명(10.8%), 임원

이 29명(8.2%), 기타가 12명(3.4%)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에 따른 응답자의 구

성을 살펴보면, 인사/총무/홍보를 담당하는 응답자가 113명(32.0%)로 가장 많았

으며, R&D/기술이 87명(24.6%), 영업/마케팅 65명(18.4%), 생산관리/품질관리 

29명(8.2%), 경영기획/전략 25명(7.1%), 서비스/고객관리 17명(4.8%), 구매/

자재 7명(2.0%), 재무/회계 6명(1.7%), 기타 4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

에 따른 응답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83명(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

하였고, 서비스업이 62명(17.6%), 도매 및 소매업(무역상사/유통/섬유/의류 포

함)이 40명(11.3%), 정보통신업(ICT)이 36명(10.2%), 건설업이 18명(5.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에너지)이 11명(3.1%)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속년수에 따른 응답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21년 이상이 92명

(2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7~9년이 61명(17.3%), 10~12년이 60명

(17.0%), 4~6년이 53명(15.0%), 16~20년이 34명(9.6%), 13~15년이 29명

(8.2%), 0~3년이 24명(6.8%)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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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비고

성별
남 273 77.3
여 80 22.7

연령(만)

20대 39 11.0
· 평균: 40.3

표준편차: 9.56
30대 159 45.0
40대 72 20.4
50대 83 23.5

최종학력

고졸 16 4.5
전문대졸 10 2.8
대졸 이상 249 70.5
석사 이상 67 19.0
박사 이상 11 3.1

직급

사원 45 12.7
대리 75 21.2
과장 102 28.9
차장 59 16.7

부장 이상 72 20.4

직책

팀원 274 77.6 · 기타: 일반,
파트장,
교수 등

팀장 38 10.8
임원 이상 29 8.2

기타 12 3.4

직무

경영기획/전략 25 7.1

· 기타: 법무, 비서

인사/총무/홍보 113 32.0
영업/마케팅 65 18.4
재무/회계 6 1.7
구매/자재 7 2.0

생산관리/품질관리 29 8.2
서비스/고객관리 17 4.8

R&D/기술 87 24.6
기타 4 1.1

업종

제조업 183 51.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에너지)
11 3.1

건설업 18 5.1
도소매(무역/유통 포함) 40 11.3

정보통신업(ICT) 36 10.2
서비스업 62 17.6
기타 3 .9

근속년수

0~3년 24 6.8
4~6년 53 15.0
7~9년 61 17.3

10~12년 60 17.0
13~15년 29 8.2

16년~20년 34 9.6
21년 이상 92 26.1

계 35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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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공유 및 혁신행동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평균, 백분율) 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05로 설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적용한 통계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Ⅲ-7>과 같다.

<표 Ⅲ-7> 연구문제별 통계분석 방법

연구문제 통계분석 방법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혁신행동 및 

지식공유의 수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혁신행동,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공유의 상관관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상관관계 분석

연구 문제 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공유와 혁신행동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1-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1-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다양성 수용 정도와 혁신행동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1-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식공유와 혁신행동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1-4.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과 지식공유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1-5.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다양성 수용 정도와 지식공유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중다회귀분석

연구 문제 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및 다양성 수용 정도는 
지식공유를 매개로 혁신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다양성 수용 정도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PROCESS
매크로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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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비롯한 혁신행동,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

도 및 지식공유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

술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혁신행동 및 지식공

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ANOVA를 사용하였다. 두 분석방법 모두 

각 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루고 분산이 같다는 가정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를 

검정하기 위해 t-test와 ANOVA 실시 전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으

며, Levene 통계량의 유의확률이 0.05 이상일 경우에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Levene, 1960). 독립변인은 범주를 나타내는 명목

척도로 측정되고, 종속변인은 등간척도 혹은 비율척도로 측정된 값이어야 하므

로,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t-test로, 그 외 나머지 일반적 특성은 ANOVA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혁신행동,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및 지식

공유의 상관정도 분석을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기

준은 Davis(1971)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석하였다(<표 Ⅲ-8>).

<표 Ⅲ-8> 피어슨 상관계수(r)에 대한 상관정도 기준

출처: Davis, J. A. (1971). Elementary survey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둘째, 공유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양성 수용 정도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지식공유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공유리더십이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 다양성 수용 정도가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r 상관정도

1.0 완전한 상관(perfect)

0.70~0.99 매우 높은 상관(very high)

0.50~0.69 높은 상관(substantial)

0.30~0.49 중간 상관(moderate)

0.10~0.29 낮은 상관(low)

0.01~0.09 매우 낮은 상관(negli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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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S 23.0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을 점검하였는데,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인이 여러 개인 경

우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 발생한다. 다중공

선성이 발생하게 되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각각의 독립변인의 변량, 즉 영향력

을 산정하고 해석하는 것이 모호해질 수 있다(최동선, 2003). 본 연구에서는 다

중공선성을 판결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사용하였다. 공차한계는 한 독립변인에 대한 다

른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를 1에서 뺀 값으로 계산하며, 

1에 근접할수록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0.1 이하일 경우 다중공선

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분산팽창지수는 공차한계의 역수로서, 공차한

계가 0에 가깝고 VIF가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김수영, 2016; 서혜선 외 2011; 양병화, 2006). 또한 중다회귀분석 실시 전 

본 가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우선 분석 결과를 신뢰하고 일반화하기 위

해서 분석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상치(outlier)를 분석에서 제외시

켰다. 이상치란 응답이 극단적인 값을 말하며, 분석 전에 이상치를 탐지하고 제

거하였다. 그리고 회귀모형에 대해 잔차의 정규성, 선형성, 독립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공유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 및 

다양성 수용 정도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개발한 SPSS 프로그램인 PROCESS macro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단순매개모형에 해당하는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 model 4(단순매개모형)을 활용하였다([그림 Ⅲ-2] 참조).

[그림 Ⅲ-2]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4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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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매개

효과를 확인하는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또한 표본 수는 대부분의 경

우 5,000~10,000개 사이로 설정하므로(Hayes, 2013), 본 연구에서는 5,000

개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값은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LLCI)과 상한값(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하다

고 판단하였다.

한편, Hayes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분석은 한 차례 실시할 때 하나의 

독립변인만을 투입할 수 있으므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순

차적으로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되, 분

석 시 투입되지 않은 독립변인들을 공변량(covariance)에 투입하였다. 또한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혁

신행동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변인을 먼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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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정규성 분포

가. 연구변인의 기술통계량

국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인 응답자들이 인식한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

도, 지식공유, 혁신행동의 수준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을 나타낸 

결과는 <표Ⅳ-1>과 같다. 혁신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혁신행동의 평균은 3.86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58, 최소값은 

1.78, 최대값은 5.00으로 확인되었다. 응답결과로부터 살펴본 대기업 사무직 근

로자가 인식한 혁신행동의 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유리더십을 측정

하는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공유리더십의 평균은 3.94로 나

타났으며, 표준편차는 .59, 최소값은 1.56, 최대값은 5.00으로 확인되었다. 다양

성 수용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다양성 수용 

정도의 평균은 4.10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54, 최소값은 2.58, 최대값은 

5.00으로 확인되었다. 지식공유를 측정하는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

으며, 지식공유의 평균은 4.21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60, 최소값은 2.17, 

최대값은 5.00으로 확인되었으며, 응답결과로부터 살펴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가 인식한 지식공유의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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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연구에 사용된 변인의 기술통계량

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혁신행동의 수준 차이

성별, 연령, 학력, 직급, 직책, 직무, 업종, 근속년수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혁신행동의 수준 차이를 확인하여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야 하는지를 확인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혁신행동 수준에 차이가 발

생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 학력, 직책, 근속년수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성별에 따른 혁신행동의 수준 차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혁신행동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Ⅳ-2>와 같이 혁신행동의 평균점수는 남성이 

3.92, 여성이 3.66로 나타났으며, t값이 3.583(p<.001)로 성별에 따른 혁신행

동에 대한 인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문항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9 3.86 .58 1.78 5.00 -.163 .095혁신행동

아이디어 개발 3 3.89 .65 2.00 5.00 -.149 -.282

3 3.78 .71 1.33 5.00 -.457 .310아이디어 홍보

3 3.90 .65 1.00 5.00 -.344 .564아이디어 실행

공유리더십 25 3.94 .59 1.56 5.00 -.523 .719

6 3.96 .70 1.00 5.00 -.716 .758계획과 조직화

7 3.91 .66 1.00 5.00 -.630 1.188문제해결

6 4.08 .59 1.67 5.00 -.486 .424지원과 배려

6 3.79 .70 1.33 5.00 -.495 .597개발과 멘토링

다양성 수용 정도 12 4.10 .54 2.58 5.00 -.233 -.165

사회범주 다양성 수용 
정도

4 4.07 .65 1.75 5.00 -.638 .605

정보 다양성 수용 정도 5 4.12 .57 2.20 5.00 -.204 -.230

가치 다양성 수용 정도 3 4.11 .62 2.00 5.00 -.424 .256

지식공유 6 4.21 .60 2.17 5.00 -.445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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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성별에 따른 혁신행동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p<.001

2) 연령에 따른 혁신행동의 수준 차이

연령에 따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혁신행동의 수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3>와 같다. 혁신행동의 평균점수는 20

대는 3.51, 30대는 3.76, 40대는 3.90, 50대는 4.18로 나타났으며, 혁신행동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6.514, p<.001).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대가 40대, 50대 비해 혁신행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50대가 20대, 30대, 40대 보다 혁신행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Ⅳ-3> 연령에 따른 혁신행동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p<.001

3) 학력에 따른 혁신행동의 수준 차이

학력에 따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혁신행동의 수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혁신행동의 평균점수는 고

졸은 3.69, 전문대졸은 3.51, 대졸은 3.80, 석사 이상은 4.10, 박사 이상은 

4.35로 나타났으며, 혁신행동에 대한 인식은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308, p<.001).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혁신행동
1. 남성 273 3.92 .56

3.583***
2. 여성 80 3.66 .61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1 2 3 4

혁신행동

1. 20대 39 3.51 .52

16.514***
2. 30대 159 3.76 .58
3. 40대 72 3.90 .56 *
4. 50대 83 4.18 .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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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박사 이상이 전문대졸, 대졸에 비교하였을 

때 혁신행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사 이상이 전문대

졸, 대졸 보다 혁신행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 학력에 따른 혁신행동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p<.001

4) 직급에 따른 혁신행동의 수준 차이

직급에 따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혁신행동의 수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혁신행동의 평균점수는 사

원은 3.46, 대리는 3.68, 과장은 3.87, 차장은 3.86, 부장 이상이 4.27로 나타

났다. 또한 평균차이 검정 실시 전 확인해야 하는 levene 등분산 가정의 유의확

률이 .05보다 커야 하는데, 직책에 따른 혁신행동 수준차이의 levene 등분산 가

정의 유의확률은 .043이므로, 직책에 따른 지식공유의 수준 차이의 검정은 성립

되지 않는다.

<표 Ⅳ-5> 직급에 따른 혁신행동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p<.001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1 2 3 4 5

혁신행동

1. 고졸 16 3.69 .51

7.308***
2. 전문대졸 10 3.51 .79
3. 대졸 249 3.80 .56
4. 석사 이상 67 4.10 .54 * *
5. 박사 이상 11 4.35 .48 * *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
차

F
Scheffe

1 2 3 4 5

혁신행동

1. 사원 45 3.46 .47

19.618***
· Levene 통계량의
유의확률: .043

2. 대리 75 3.68 .65
3. 과장 102 3.87 .48
4. 차장 59 3.86 .55
5. 부장 이상 72 4.2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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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책에 따른 혁신행동의 수준 차이

직급에 따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혁신행동의 수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6>와 같다. 혁신행동의 평균점수는 팀

원은 3.77, 팀장은 4.22, 임원 이상은 4.31, 기타는 3.63로 나타났으며, 혁신행

동에 대한 인식은 직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5.168, p<.001).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팀장과 임원 이상이 팀원과 기타 직책(일반, 파트장, 교수 등) 보다 혁신

행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 직책에 따른 혁신행동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p<.001

6) 직무에 따른 혁신행동의 수준 차이

직무에 따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혁신행동의 수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7>와 같다. 혁신행동의 평균점수는 경

영기획/전략은 4.23, 인사/총무/홍보는 3.95, 영업/마케팅은 3.76, 재무/회계는 

3.46, 구매/자재는 3.60, 생산관리/품질관리는 3.91, 서비스/고객관리는 3.58, 

R&D/기술은 3.78, 기타는 4.11로 나타났으며, F값의 경우, 혁신행동은 

3.301(p<.001)로 직무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1 2 3 4

혁신행동

1. 팀원 274 3.77 .56

15.168***
2. 팀장 38 4.22 .48 *

3. 임원 이상 29 4.31 .46 *

4. 기타 12 3.63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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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직무에 따른 혁신행동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p<.001

7) 업종에 따른 혁신행동의 수준 차이

업종에 따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혁신행동의 수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8>와 같다. 혁신행동의 평균점수는 제

조업은 3.87, 전기/가스 공급업(에너지 등)은 4.25, 건설업은 3.83, 도소매(무

역/유통 등)은 3.73, 정보통신업(ICT)는 3.61, 서비스업은 4.01로 나타났으며, 

F값의 경우, 혁신행동은 3.142(p<.01)로 업종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Ⅳ-8> 업종에 따른 혁신행동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p<.01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1 2 3 4 5 6 7 8 9

혁신행동

1. 경영기획/전략 25 4.23 .54

3.301***

2. 인사/총무/홍보 113 3.95 .61
3. 영업/마케팅 65 3.76 .55
4. 재무/회계 6 3.46 .25
5. 구매/자재 7 3.60 .37
6.
생산관리/품질관리

29 3.91 .63

7.
서비스/고객관리

17 3.58 .52

8. R&D/기술 87 3.78 .53
9. 기타 4 4.11 .64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1 2 3 4 5 6 7

혁신행동

1. 제조업 183 3.87 .56

3.142**

2. 전기/가스 공급업(에너지 
등)

11 4.25 .43

3. 건설업 18 3.83 .52
4. 도소매(무역/유통 등) 40 3.73 .61
5. 정보통신업(ICT) 36 3.61 .55
6. 서비스업 62 4.01 .63
7. 기타 3 3.6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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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속년수에 따른 혁신행동의 수준 차이

근속년수에 따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혁신행동의 수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혁신행동의 평균점수

는 0~3년은 3.45, 4~6년은 3.62, 7~9년은 3.74, 10~12년은 3.89, 13~15년

은 3.82, 16~20년은 3.96, 21년 이상은 4.14로 나타났으며, 혁신행동에 대한 

인식은 근속년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8.547, p<.001).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21년 이상 근무한 인력이 0~3년, 4~6년, 7~9년 근무한 인력들 보다 혁

신행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 근속년수에 따른 혁신행동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p<.001

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지식공유의 수준 차이

성별, 연령, 학력, 직급, 직책, 직무, 업종, 근속년수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지식공유의 수준 차이를 확인하여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야 하는지를 확인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지식공유 수준에 차이가 발

생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연령, 학력, 직급, 근속년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1 2 3 4 5 6 7

혁신행동

1. 0~3년 24 3.45 .47

8.547***

2. 4~6년 53 3.62 .61
3. 7~9년 61 3.74 .56
4. 10~12년 60 3.89 .60
5. 13~15년 29 3.82 .56
6. 16~20년 34 3.96 .50
7. 21년 이상 92 4.14 .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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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에 따른 지식공유의 수준 차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지식공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Ⅳ-10>와 같이 지식공유의 평균점수는 남성이 

4.23, 여성이 4.16로 나타났으며, t값이 .841으로 성별에 따른 지식공유에 대한 

인식은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 성별에 따른 지식공유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2) 연령에 따른 지식공유의 수준 차이

연령에 따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식공유의 수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11>와 같다. 지식공유의 평균점수는 

20대는 4.05, 30대는 4.10, 40대는 4.27, 50대는 4.47로 나타났으며, 지식공

유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F=9.164, p<.001).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50대가 20대, 30대 보다 지식공유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Ⅳ-11> 연령에 따른 지식공유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p<.001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지식공유
1. 남성 273 4.23 .59

.841
2. 여성 80 4.16 .62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1 2 3 4

지식공유

1. 20대 39 4.05 .64

9.164***
2. 30대 159 4.10 .59
3. 40대 72 4.27 .63
4. 50대 83 4.47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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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력에 따른 지식공유의 수준 차이

학력에 따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식공유의 수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지식공유의 평균점수는 고

졸은 4.17, 전문대졸은 3.97, 대졸은 4.16, 석사 이상은 4.44, 박사 이상은 

4.42로 나타났으며, 지식공유에 대한 인식은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775, p<.01).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석사 이상이 대졸 보다 지식공유에 대한 인

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 학력에 따른 지식공유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p<.01

4) 직급에 따른 지식공유의 수준 차이

직급에 따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식공유의 수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13>와 같다. 지식공유의 평균점수는 사

원은 4.01, 대리는 4.07, 과장은 4.14, 차장은 4.27, 부장 이상이 4.55로 나타

났으며, 지식공유에 대한 인식은 직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313, p<.001).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장 이상이 사원, 대리, 과장에 비해 지식공유에 대한 인

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1 2 3 4 5

지식공유

1. 고졸 16 4.17 .58

3.775**
2. 전문대졸 10 3.97 .56
3. 대졸 249 4.16 .60
4. 석사 이상 67 4.44 .54 *
5. 박사 이상 11 4.4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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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직급에 따른 지식공유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p<.001

5) 직책에 따른 지식공유의 수준 차이

직급에 따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식공유의 수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지식공유의 평균점수는 팀

원은 4.12, 팀장은 4.55, 임원 이상은 4.70, 기타는 4.10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차이 검정 실시 전 확인해야 하는 levene 등분산 가정의 유의확률이 .05보

다 커야 하는데, 직책에 따른 지식공유 수준차이의 levene 등분산 가정의 유의

확률은 .024이므로, 직책에 따른 지식공유의 수준 차이의 검정은 성립되지 않는

다.

<표 Ⅳ-14> 직책에 따른 지식공유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p<.001

6) 직무에 따른 지식공유의 수준 차이

직무에 따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식공유의 수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지식공유의 평균점수는 경

영기획/전략은 4.51, 인사/총무/홍보는 4.22, 영업/마케팅은 4.18, 재무/회계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
차

F
Scheffe

1 2 3 4 5

지식공유

1. 사원 45 4.01 .57

9.313***
2. 대리 75 4.07 .66
3. 과장 102 4.14 .54
4. 차장 59 4.27 .59
5. 부장 이상 72 4.55 .47 * * *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1 2 3 4

지식공유

1. 팀원 274 4.12 .59

14.214***
· Levene
통계량의

유의확률: .024

2. 팀장 38 4.55 .41
3. 임원 이상 29 4.70 .40

4. 기타 12 4.1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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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구매/자재는 4.36, 생산관리/품질관리는 4.29, 서비스/고객관리는 4.06, 

R&D/기술은 4.14, 기타는 4.75로 나타났다. 또한 F값이 1.849로 직무에 따른 

지식공유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5> 직무에 따른 지식공유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7) 업종에 따른 지식공유의 수준 차이

업종에 따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식공유의 수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16>와 같다. 지식공유의 평균점수는 제

조업은 4.21, 전기/가스 공급업(에너지 등)은 4.53, 건설업은 4.19, 도소매(무

역/유통 등)은 4.25, 정보통신업(ICT)는 3.95, 서비스업은 4.30로 나타났으며, 

F값이 2.118이며, 유의확률이 .051로서 업종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Ⅳ-16> 업종에 따른 지식공유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1 2 3 4 5 6 7 8 9

지식공유

1. 경영기획/전략 25 4.51 .52

1.849

2. 인사/총무/홍보 113 4.22 .59
3. 영업/마케팅 65 4.18 .67
4. 재무/회계 6 3.94 .43
5. 구매/자재 7 4.36 .71
6. 생산관리/품질관리 29 4.29 .56
7. 서비스/고객관리 17 4.06 .46
8. R&D/기술 87 4.14 .58
9. 기타 4 4.75 .50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1 2 3 4 5 6 7

지식공유

1. 제조업 183 4.21 .58

2.118

2. 전기/가스 공급업(에너지 등) 11 4.53 .46
3. 건설업 18 4.19 .61
4. 도소매(무역/유통 등) 40 4.25 .66
5. 정보통신업(ICT) 36 3.95 .66
6. 서비스업 62 4.30 .53
7. 기타 3 3.89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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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속년수에 따른 지식공유의 수준 차이

근속년수에 따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식공유의 수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17>와 같다. 지식공유의 평균점수

는 0~3년은 4.12, 4~6년은 3.98, 7~9년은 4.11, 10~12년은 4.20, 13~15년

은 4.11, 16~20년은 4.27, 21년 이상은 4.46로 나타났으며, 지식공유에 대한 

인식은 근속년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4.878, p<.001).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21년 이상 근무한 인력이 4~6년, 7~9년 근무한 인력들 보다 지식공유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7> 근속년수에 따른 지식공유 수준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p<.001

라. 공유리더십과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공유 및 혁신행동 간의 상

관관계

국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및 지식공유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구명하기에 앞서 혁신행동, 공유리더

십,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공유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18>와 같다.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공유는 혁신행동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구체적으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1 2 3 4 5 6 7

지식공유

1. 0~3년 24 4.12 .55

4.878***

2. 4~6년 53 3.98 .65
3. 7~9년 61 4.11 .63
4. 10~12년 60 4.20 .54
5. 13~15년 29 4.11 .67
6. 16~20년 34 4.27 .59
7. 21년 이상 92 4.46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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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Davis(1971)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종속변인인 혁신행동과 각 변인들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면, 혁신행동은 공유리더십과 .518, 다양성 수용 정도와 .504, 

지식공유와 .556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공유리더십은 다양성 수용 

정도와 .568, 지식공유와 .616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성 수

용 정도는 지식공유와 .573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및 지식공유가 혁신행동에 미치

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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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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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1 1-1 1-2 1-3 2 2-1 2-2 2-3 2-4 3 3-1 3-2 3-3 4

1. 혁신행동 1 　 　 　 　 　 　 　 　 　 　 　 　 　

1-1. 아이디어 개발 .868*** 1 　 　 　 　 　 　 　 　 　 　 　 　

1-2. 아이디어 홍보 .876*** .645*** 1 　 　 　 　 　 　 　 　 　 　 　

1-3. 아이디어 실행 .851*** .619*** .605*** 1 　 　 　 　 　 　 　 　 　 　

2. 공유리더십 .518*** .411*** .443*** .492*** 1 　 　 　 　 　 　 　 　 　

2-1. 계획과 조직화 .438*** .318*** .367*** .454*** .902*** 1 　 　 　 　 　 　 　 　

2-2. 문제해결 .509*** .414*** .416*** .493*** .919*** .814*** 1 　 　 　 　 　 　 　

2-3. 지원과 배려 .428*** .353*** .352*** .406*** .852*** .675*** .697*** 1 　 　 　 　 　 　

2-4. 개발과 멘토링 .462*** .371*** .435*** .390*** .883*** .706*** .727*** .712*** 1 　 　 　 　 　

3. 다양성 수용 정도 .504*** .437*** .482*** .384*** .568*** .480*** .470*** .516*** .567*** 1 　 　 　 　

3-1. 사회범주 다양성 수용 
정도

.395*** .339*** .381*** .301*** .455*** .403*** .364*** .419*** .445*** .893*** 1 　 　 　

3-2. 정보 다양성 수용 정도 .482*** .421*** .453*** .372*** .536*** .444*** .438*** .493*** .543*** .917*** .706*** 1 　 　

3-3. 가치관 다양성 수용 
정도

.470*** .406*** .457*** .353*** .529*** .435*** .462*** .462*** .528*** .842*** .639*** .686*** 1 　

4. 지식공유 .556*** .473*** .489*** .480*** .616*** .550*** .550*** .536*** .559*** .573*** .444*** .539*** .557*** 1



- 93 -

마.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

할 필요가 있다.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인이 여러 개일 때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

계가 지나치게 높으면 발생하게 된다. 다중공선성이 높은 경우, 추정된 회귀모형

의 표준오차값이 커져 회귀모형이 잘못 추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회귀모형의 예

측력이 감소하게 된다(이훈영, 2008).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대표적인 방법으

로는 공차한계(tolerance)를 이용하는 방법과 분산확대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공차한계는 한 독립변인에 대한 다른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를 1에서 뺀 값으로 계산하며, 1

에 근접할수록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0.1 이하일 경우 다중공선

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분산팽창지수는 공차한계의 역수로서, 공차한

계가 0에 가깝고 VIF가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김수영, 2016; 서혜선 외 2011; 양병화, 2006).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국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혁신행동에 대한 공유리더

십, 다양성 수용 정도 및 지식공유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였으며, 검증 결과는 <표 Ⅳ-19>와 같다. 공차한계는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공유가 각각 .551, .597, .547으로 나타났

으며, 분산확대지수는 각각 1.813, 1.676, 1.829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Ⅳ-19> 종속변수에 대한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공유의 다중공선성 진단

 

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확대지수(VIF)

공유리더십 .551 1.813

다양성 수용 정도 .597 1.676

지식공유 .54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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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관찰변인의 정규성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혁신행동에 대한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

공유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토하였다. 회귀분석 

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첫째, 종속변인이 수치화할 수 있는 양

적변수여야 하며, 둘째,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하고, 셋째, 잔차의 등분산성과 선

형성 그리고 상호독립성이 만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의 정규분

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규확률도표를 통해 확인하였다([그림 Ⅳ-1] 참조). 결

과를 살펴보면, 산점된 분포가 일직선의 대각선상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어, 이를 

통해 응답자의 혁신행동의 수준이 대체적으로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1] 혁신행동의 정규성 검증(P-P plot)

다음으로 잔차의 등분산성은 잔차의 산점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등분산성의 검정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예측치(ZPRED)를 X축으로, 표준화 

잔차(ZRESID)를 Y축으로 설정하여 그래프로 그려봄으로써 분산의 선형성과 동

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산점도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산점 분포가 0을 중심으

로 퍼져있어 등분산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 Ⅳ-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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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혁신행동의 등분산성 검증을 위한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

또한 잔차 간의 상호 독립성에 대한 가정은 Durbin-Watson 값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값이 0에 가까우면 양의 상관관계, 4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관계

가 존재하는 것이며, 2에 근접할 때 상호 독립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Durbin-Watson 값이 2.055로 2에 근접하고 있어 상호 독립성에 대

한 가정을 충족하였다.



- 96 -

2. 공유리더십과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공유 및 혁신행동 

간의 영향관계

가.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및 지식공유가 혁신행동에 미치

는 직접적 영향관계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및 지식공유가 혁신행

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및 지

식공유를 독립변인으로, 혁신행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

귀분석에 앞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을 통해 종속변인의 크기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성별, 연령, 학력, 직책, 근속년수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

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20>과 같다. 독립변인의 투입순서는 통제

변인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1단계에 투입하고,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공유를 2단계에 투입하였다.

모형1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회

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5.843, p<.001), 혁신행동에 대해 약 

22.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독립변인 공유리더십과 다양성 

수용 정도, 매개변인 지식공유를 추가하여 혁신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값은 15.361(p<.001)로 유의한 모형임을 확인하였으며, 

가설 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및 지식공유

는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다양성 수용 정도는 혁신행동에 직접적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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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에 비해 모형 2에서 25.2% 증가한 48.1%의 설명력을 보였으므로, 공유

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및 지식공유가 혁신행동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β값을 살펴본 결과, 지식공유가 (β= .236, p<.001)로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공유리더십(β= .211, p<.001)과 다양성 수용 

정도(β= .192, p<.001)가 그 뒤를 이었다. 종합하면,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공유가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지식공유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20> 혁신행동에 대한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및 지식공유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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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종속변인: 혁신행동

모형
모형1 모형2

β B t β B t

통제
변인

(상수) 3.324*** 　 18.518 .804*** 　 3.232
성별

(기준: 남성)
여성 -.189** -.137 -2.663 -.198*** -.143 -3.370

연령
(기준: 20대)

30대 -.033 -.028 -.267 -.043 -.037 -.425
40대 -.112 -.078 -.646 -.116 -.081 -.809
50대 .063 .046 .269 .013 .010 .069

학력
(기준: 고졸)

전문대졸 -.054 -.015 -.244 -.054 -.015 -.296
대졸 .200 .157 1.374 .166 .131 1.379

석사 이상 .353* .239 2.284 .241 .163 1.876
박사 이상 .640** .192 2.969 .499** .150 2.799

직책
(기준: 팀원)

팀장 .289** .155 2.849 .124 .066 1.454
임원 이상 .178 .085 1.377 .036 .017 .331

기타 -.283 -.089 -1.768 -.140 -.044 -1.051

근속년수
(기준:
0~3년)

4~6년 .208 .128 1.520 .273* .168 2.419
7~9년 .279 .182 1.841 .294* .192 2.351

10~12년 .427** .277 2.759 .439*** .284 3.435
13~15년 .350 .166 1.947 .359* .170 2.419
16~20년 .395 .201 1.955 .393* .200 2.361

21년 이상 .461* .350 1.985 .406* .308 2.107
독립
변인

공유리더십 .211*** .215 3.917
다양성 수용 정도 .192*** .179 3.399

매개
변인

지식공유 .236*** .242 4.363

R2 (Radj2) .229 (.190) .481 (.449)
⊿R2 .252 (.259)

F 5.843*** 1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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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유리더십 및 다양성 수용 정도가 지식공유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관계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가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를 독립변인으로, 지

식공유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인구통계학

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을 통해 종속변인의 크기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연

령, 학력, 직급, 근속년수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21>과 같다. 독립변인의 투입순서는 통제변인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1단계에 투입하고,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를 2단계에 투입하였다.

모형1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회

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509, p<.001), 지식공유에 대해 약 

1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독립변인 공유리더십과 다양성 

수용 정도를 추가하여 지식공유에 대한 설명력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

의 값은 16.893(p<.001)로 유의한 모형임을 확인하였으며, 모형 1에 비해 모

형 2에서 37.8% 증가한 49.1%의 설명력을 보였으므로,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

용 정도가 지식공유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β값을 살

펴본 결과, 공유리더십(β=.427, p<.001)이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

며, 다양성 수용 정도(β=.344, p<.001)가 그 뒤를 이었다. 종합하면, 공유리더

가설 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및 다양성 수용 정도는 지식공

유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은 지식공유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다양성 수용 정도는 지식공유에 직접

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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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다양성 수용 정도는 지식공유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공유리더십

이 다양성 수용 정도에 비해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표 Ⅳ-21> 지식공유에 대한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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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종속변인: 지식공유

모형
모형1 모형2

β B t β B t

통제변
인

(상수) 4.075*** 　 20.584 1.034*** 　 4.200

연령
(기준:
20대)

30대 -.044 -.037 -.314 -.021 -.017 -.194

40대 .013 .009 .068 .097 .066 .650

50대 -.016 -.012 -.061 .041 .029 .204

학력
(기준:
고졸)

전문대졸 -.060 -.017 -.245 -.113 -.031 -.609

대졸 .030 .023 .179 .070 .054 .546

석사 이상 .132 .087 .728 .051 .034 .370

박사 이상 .090 .026 .352 -.032 -.009 -.166

직급
(기준:
사원)

대리 .080 .055 .566 -.147 -.101 -1.352

과장 .095 .072 .569 -.144 -.110 -1.130

차장 .198 .124 .966 .031 .019 .198

부장 이상 .411 .279 1.825 .141 .096 .819

근속년수
(기준:
0~3년)

4~6년 -.146 -.088 -.909 .039 .024 .321

7~9년 -.049 -.031 -.262 .137 .087 .947

10~12년 .003 .002 .014 .211 .133 1.351

13~15년 -.146 -.067 -.655 -.070 -.032 -.413

16~20년 -.134 -.066 -.532 -.085 -.042 -.443

21년 이상 .021 .016 .079 .009 .006 .042

독립변
인

공유리더십 .427*** .422 8.566

다양성 수용 정도 .344*** .312 6.353

R2 (Radj2) .113 (.068) .491 (.462)

⊿R2 .378 (.394)

F 2.509*** 1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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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리더십 및 다양성 수용 정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활

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에 혁신행동을, 독립변인에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를 각각 투입하였으며, 매개변인에 지식공유를 투입하였다. 분

석 시 투입되지 않은 독립변인을 공변량(covariance)에 투입하였으며, 인구통계

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학력, 직책, 근속년수를 더미변인화한 후 공변량에 투

입하였다.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고,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5,000개로 설

정하였으며, 이때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유의한 효

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단일모형에서의 경로계수 및 종속변수에 대한 간접효

과(ab)와 직접효과(c'), 총효과(c)를 산출하였으며,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Ⅳ-22>와 같다.

우선 F값이 15.361(p<.001)으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공유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β= .2114, p<.001), 다양성 수용 정도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적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918, p<.001). 지식공유 또한 혁신

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358, p<.001).

가설 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및 다양성 수용 정도는 지식

공유를 매개로 혁신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은 지식공유를 매개로 혁

신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다양성 수용 정도는 지식공유를 매

개로 혁신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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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2> 공유리더십 및 다양성 수용 정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 검증

 주1) *p<.05, **p<.01, **p<.001

 주2) 각 독립변인을 주변인으로 설정한 결과값은 <표 Ⅳ-23> 및 <표 Ⅳ-24>에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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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모형1: 지식공유 모형2: 혁신행동

β se LLCI ULCI β se LLCI ULCI

통제
변인

(상수) 1.1133*** .2447 .6319 1.5948 .8040** .2487 .3147 1.2933

성별
(기준: 남성)

여성 -.0240 .0595 -.1410 .0930 -.1977*** .0587 -.3131 -.0823

연령
(기준: 20대)

30대 -.0760 .1030 -.2787 .1267 -.0432 .1017 -.2432 .1569

40대 .0624 .1452 -.2233 .3481 -.1159 .1433 -.3977 .1660

50대 .0191 .1966 -.3675 .4058 .0134 .1939 -.3679 .3948

학력
(기준: 고졸)

전문대졸 -.1137 .1842 -.4760 .2486 -.0538 .1817 -.4113 .3038

대졸 .0682 .1221 -.1721 .3084 .1662 .1205 -.0708 .4033

석사 이상 .0525 .1299 -.2031 .3081 .2405 .1282 -.0116 .4926

박사 이상 .0496 .1807 -.3058 .4051 .4988** .1782 .1482 .8493

직책
(기준: 팀원)

팀장 .1733* .0857 .0048 .3418 .1236 .0850 -.0436 .2908

임원 이상 .2827** .1084 .0695 .4959 .0357 .1080 -.1767 .2481

기타 .1381 .1349 -.1273 .4035 -.1401 .1332 -.4022 .1220

근속년수
(기준:
0~3년)

4~6년 -.0307 .1143 -.2556 .1941 .2728* .1127 .0510 .4945

7~9년 .0561 .1269 -.1935 .3057 .2943* .1252 .0481 .5406

10~12년 .1247 .1293 -.1296 .3790 .4386*** .1277 .1874 .6898

13~15년 -.0784 .1505 -.3743 .2176 .3591* .1484 .0671 .6511

16~20년 -.0833 .1687 -.4152 .2486 .3931* .1665 .0656 .7206

-.0134 .1954 -.3977 .3710 .4059* .1927 .0269 .785021년 이상

독립변인
공유리더십 .4183*** .0497 .3206 .5161 .2114*** .0540 .1052 .3176

다양성 수용 정도 .3330*** .0542 .2263 .4397 .1918*** .0564 .0808 .3028

매개변인 지식공유 .2358*** .0540 .1295 .3421

R .701 .693

R2 .493 .481

F 17.005*** 1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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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리더십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혁신행동에 대한 직접효과와 지식

공유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표 Ⅳ-23>와 같다. 혁신행동에 대한 공유리더

십의 직접효과(c'=.2114, p<.001)와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

유를 통한 공유리더십의 간접효과(ab=.0986, p<.05)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

한 총효과(c=.3101, p<.001) 역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공유리

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Ⅳ-23>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와 유의수준

 주1) Bootstrap Sample = 5,000

 주2) *p<.05, **p<.01, **p<.001

 다양성 수용 정도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혁신행동에 대한 직접효과

와 지식공유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표 Ⅳ-24>와 같다. 혁신행동에 대한 

다양성 수용 정도의 직접효과(c'=.1918, p<.001)와 다양성 수용 정도와 혁신행

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를 통한 다양성 수용 정도의 간접효과(ab=.0785, 

p<.05)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총효과(c=.2703, p<.001) 역시 유의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다양성 수용 정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

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Ⅳ-24> 다양성 수용 정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와 유의수준

 주1) Bootstrap Sample = 5,000

 주2) *p<.05, **p<.01, **p<.001

독립변인
직접효과

(LLCI, ULCI)
간접효과

(LLCI, ULCI)
총효과

(LLCI, ULCI)

다양성 수용 정도
.1918***

(.0808, .3028)
.0785*

(.0326, .1360)
.2703***

(.1623, .3783)

독립변인
직접효과

(LLCI, ULCI)
간접효과

(LLCI, ULCI)
총효과

(LLCI, ULCI)

공유리더십
.2114***

(.1052, .3176)
.0986*

(.0437, .1573)
.3101***

(.2111, .4091)



- 103 -

지금까지 검증한 연구가설에 대해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Ⅳ-26>와 같다.

<표 Ⅳ-25>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종합

연구가설 결과

●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및 지식공유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다.

가설 1-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다양성 수용 정도는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3.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및 다양성 수용 정도가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다.

가설 2-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은 지식공유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다양성 수용 정도는 지식공유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가설 2-1.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은 지식공유를 매개로 혁신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다양성 수용 정도는 지식공유를 매개로 혁신행동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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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및 지식

공유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1에 따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및 

지식공유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연

령, 학력, 직책, 근속년수에 따라 혁신행동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회

귀분석에서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성별, 연령, 학력, 직책, 근속년

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48.1%로 나타

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F=15.361, p<.001). 회귀분석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이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211, p<.001), 이에 따라 연구가설 1-1은 채택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공유리더십이 높으면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구명한 Manz & Sims(1991), Scott & 

Bruce(1994), Hoch(2013), 정예지, 김문주(2014)의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Scott & Bruce(1994)의 연구에서는 리더십이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중 리더-구성원 간의 교환관계, 또는 팀-구성원 간의 교환관계를 제시하였

는데, 이 요인은 네트워크 특성을 가진 공유리더십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Hoch(2013)의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이 구성원 간 리더십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를 강화시키고,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제안이나 질 높은 아이디어 생성을 확산시켜 혁신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예지, 김문주(2014)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방식으

로 업무를 시도할 때 구성원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장애물이 될 수도 있

는 사람들 또한 팀 동료이기 때문에 공유리더십을 인식하는 것은 팀 동료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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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후원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공유리더십이 높게 되면 구성원은 주저하지 않

고 혁신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결

과를 토대로 팀 상황에 따라 구성원들이 각자 리더가 되어 리더십의 영향력이 

잘 발현될수록 혁신행동이 촉진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다양성 수용 정도가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192, p<.001), 이에 따라 연구가설 1-2은 채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성 수용 정도를 통해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구명한 성상현(2005), Harrison(2002)의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다만,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공유리더십(β=.211), 지식공유(β=.236)

와 비교하였을 때 다양성 수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데, 이는 국내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인력구성이 아직까지는 다양하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예측할 수 있다. Harrison(2002)에 연구에서는 팀의 객관적인 표

면적, 심층적 다양성이 다양성 인식 및 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팀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양성 수용 정도는 우선적으로 객관

적인 다양성의 선행을 통해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김세경(2013), 이효선(2014)의 연구에서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가 나와 다

른 관점,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하며, 이러한 태도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에 

도움을 주어 혁신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혁신행동

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성 수용 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식공유가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236, p<.001), 이에 따라 연구가설 1-3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식공유를 통해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

과를 실증적으로 구명한 박태호(2002), 오진주(2019)의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변인의 기술통계량 중 지식공유의 평균이 4.21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들의 지식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

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지식공유의 체계가 다소 잘 구축되어있다고도 해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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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지식공유는 구성원 간 지식의 상호교류를 통

해 새로운 지식창출을 유발시키고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및 실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혁신행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식공유가 필수불가결한 

선행요인임을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및 다양성 수용 정도가 지

식공유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2에 따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및 다양성 수용 정도

가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령, 학력, 직급, 

근속년수에 따라 지식공유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에서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연령, 학력, 직급, 근속년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49.1%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16.893, 

p<.001). 회귀분석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이 지식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427, p<.001), 이에 따라 연구가설 2-1은 채택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공유리더십이 높으면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구명한 신정현(2014), 송정수(2016)의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신정현(2014)의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은 팀 내 상호작용 공정성을 

활성화 시키고, 구성원들이 조직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며, 이는 

소속감이 증가시키고 협력적인 활동 또한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구

성원 간의 협력활동이 지식공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송

정수(2016)의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이 조직구성원에게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면에서 안정감을 제공하고, 이는 지식공유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구성원 간의 지식공유를 강화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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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팀 내 구성원들이 각자 리더가 되어 리더십의 영향력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다양성 수용 정도가 지식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344, p<.001), 이에 따라 연구가설 2-2은 채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성 수용 정도가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구명한 Cummings(2004), 정현달, 백윤정, 김은

실(2015), 강동훈, 이승재, 이재섭(2017), 최순혁(2018), 이규호(2018)의 선

행연구를 지지한다. Cummings(2004)의 연구에서는 작업집단이 다양할수록 지

식공유가 활발해진다고 하였으며, 최순혁(2018)의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이 다양

한 타인이나 부서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고 상호 간의 이해도를 높이게 되면, 상

호 간의 의사소통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어 지식공유가 강화된다고 하였다. 강

동훈, 이승재, 이재섭(2017), 정현달, 백윤정, 김은실(2015) 및 이규호(2018)

의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이 다양성 수용 정도 즉, 서로 간의 다름과 차이에 대

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은 감소되고, 구성원 간의 관계

는 더욱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

라서 구성원들 간의 지식공유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성 수용 정도를 높이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및 다양성 수용 정도와 혁

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

연구가설 3에 따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및 다양성 수용 정도

가 지식공유를 매개로 혁신행동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48.1%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15.361, 

p<.001).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 3-1에 따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

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하여 대기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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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공유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지식공유를 통해 혁신행

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구명하였다. 분석 결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

더십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직접효과(β=.2114, p<.001)를 가지며, 지식공유를 

통해 유의한 간접효과(β=.0986, p<.05)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유

리더십은 지식공유를 증가시키며,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과

적으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이 지식공유를 매개로 하여 혁신행동

을 촉진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3-1은 채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공유리더십이 조직구

성원에게 소속감을 강화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이는 관계적 요인인 지

식공유라는 징검다리를 통해 새로운 지식창출을 유도하고, 도전과 실패에 대한 

부담감 없이 혁신행동이 쉽게 발현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혁신행

동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한 신정현(2014), 송정수(2016), 맹채연(2021)의 연구

를 지지한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팀 내 구성원들이 각자 리더십의 역할을 잘 

발휘한다면, 이는 구성원 간에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

여 지식공유가 활발해지고,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하고 실행하는 것에 부담

이 없는 분위기를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구가설 3-2에 따라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다양성 수용 정도와 혁

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하여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다양성 수용 정도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지식공유를 

통해 혁신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구명하였다. 분석 결과, 대기업 사무직 근로

자의 다양성 수용 정도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직접효과(β=.1918, p<.001)를 

가지며, 지식공유를 통해 유의한 간접효과(β=.0785, p<.05)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양성 수용 정도는 지식공유를 증가시키며, 지식공유는 혁신행동

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다양성 수용 정도가 지

식공유를 매개로 하여 혁신행동을 촉진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3-2은 채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조직구성원이 서로간

의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으면, 상호간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는 곧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더욱 자주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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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일으키며, 결국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제시한 Keller(20010), 최보인(2014), 강동훈, 이승

재, 이재섭(2017)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처럼 다양성 수용 정도는 구성원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게 하여 상호 간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혁신행동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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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지

식공유 및 혁신행동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 목

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과 다양성 수용 정

도, 지식공유 및 혁신행동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둘쩨,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의 공유리더십 및 다양성 수용 정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

과를 구명한다.

각 연구 목표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 연구 가설은 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의 공유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

의 다양성 수용 정도는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대기

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은 지식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

업 사무직 근로자의 다양성 수용 정도는 지식공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

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다양성 수용 정도

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이다. 하지만 국내에

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2021)에서 공시한 71개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지주회사 및 계열사 중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 중에서 경영기획·전

략, 인사·총무·홍보, 영업·마케팅, 재무·회계, 구매·자재, 생산관리·품질관

리, 서비스·고객관리, R&D·기술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 즉, 조직의 목

표 달성을 위해 조직 전체 또는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계획, 실행, 평가 과업 등

에 필요한 문서처리, 커뮤니케이션, 정보관리, 의사결정 활동을 주로 사무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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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영속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한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이메일과 모바일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유의표집 방식을 활용하여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배포된 420부

의 설문 중 401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약 95.5%였다. 회수된 401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자 및 본 연구에서 설정한 대기업 집단이 아닌 곳에서 회신된 설

문지 등 결측치 설문 48부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353부(88.0%)를 본 연구

를 위한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도구는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측정도구를 활용하였으며, 혁신행동,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공유 

및 일반적 특성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혁신행동은 9문

항, 공유리더십은 25문항, 다양성 수용 정도 12문항, 지식공유 6문항, 일반적 

특성 9문항으로 총 6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

성되었으며, 조사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자 1명, 박사수료 

연구생 2명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현업에서 근무 중인 사무직 근로자 4명으로

부터 안명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59부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한 각 측정도구 별 신뢰도는 혁

신행동 .909, 공유리더십 .967, 다양성 수용 정도 .916, 지식공유 .896이다.

자료분석은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

은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5%로 설정하였다. 주요 통계방법은 기술

통계,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를 통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변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

균, 표준편차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혁신행동, 지식

공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ANOVA, 사후검증을 활용했다. 각 변

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활용하였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직접적 영향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매개효과

를 구명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eo model 4를 사용하여 부

트스트래핑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가설에 따라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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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β=.211, p<.001), 다양성 수용 

정도(β=.192, p<.001), 지식공유(β=.236, p<.001)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β=.427, p<.001), 다양성 수용 

정도(β=.344, p<.001)는 지식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은 혁신행동과의 관계에서 지식공유

를 통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유

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2114, p<.001), 다양성 

수용 정도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918, p<.001). 지식공유 역시 혁신행동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358, p<.001). 공유리더십의 총효과(β=.3101, 

p<.001)와 직접효과(β=.2114, p<.001)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공유리더십이 

지식공유를 경유하여 혁신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β=.0986, p<.001) 역시 부

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 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다양성 수용 정도는 

혁신행동과의 관계에서 지식공유를 통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양성 수용 정도의 총효과(β=.2703, p<.001)와 직접효과(β=.1918, 

p<.001)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다양성 수용 정도가 지식공유를 경유하여 혁신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β=.0785, p<.001) 역시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이 0

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과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공유 및 혁신행동의 영향관계를 구명하는 것이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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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와 지식공

유는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유

리더십을 높게 인식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는 혁신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

로 보여진다. 공유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이 상황에 맞게 각자 보유한 역량과 강

점을 리더십으로 발휘하게 하며, 이는 본인이 맡은 분야에 오너십을 가지고 업

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 팀원으로서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에는, 개선할 여지가 있는 업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접근하기는 힘들 수 있

지만, 리더의 역할이 주어지고 오너십을 발휘하게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행동

으로 옮기는 것이 비교적 쉬울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들의 혁신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부여되는 리더십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다

양성 수용 정도가 높아지면 혁신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은 비슷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기 힘들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

양성, 이질성을 수용하는 태도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적 태도를 향상시

키고,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자극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 사무

직 근로자의 혁신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성 수용 정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

식공유가 높아지면 혁신행동이 촉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기업 사무직 근

로자는 제조현장과는 달리 경영, 기획, 마케팅 등 무형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직무로써, 구성원들이 보유한 지식들이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된

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각자 보유한 지식들을 가능한 

많이 공유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 결합하게 하는 것이 혁신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서는 구성원들이 편하게 서로 간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시

스템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공유리더십과 다양성 수용 정도는 지식

공유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유리더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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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인식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는 지식공유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

다. 공유리더십은 각자 분산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분야에 책임

감을 가지게 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대

기업 사무직 근로자들의 지식공유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내 공유리더십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들의 

다양성 수용 정도가 높아지면 지식공유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와 함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의견

을 수용하는 정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 내 직원들의 성향은 

서로 간의 지식을 공유하는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지식공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

양성 수용 정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

식공유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조직 내 공유리

더십이 높아지면, 조직구성원들은 서로 간의 리더십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를 

강화시키고, 이는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구축하게 된다. 이

러한 조직 분위기에서는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혁신행동을 위해서

는 조직구성원들이 서로 간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의사소통이 활발히 일어

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위해

서는 조직 내 구성원 각자에게 부여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공유리더십은 임원, 리더와 같은 직책자에게만 국

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계층의 직원들이 공유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가 인식한 다양성 

수용 정도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지식공유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Harrison(2002)이 제시한 모형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조

직원들이 다양성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팀의 사회적 통합이 발생하며, 이

는 곧 팀의 성과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즉, 구성원들이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을 

갖출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능력도 높아지게 되며, 구성원들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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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암묵

적 지식을 거리낌 없이 공유하게 되며, 조직 내에서 지식공유가 활발해지면 혁

신행동의 단초를 제공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생성되어 진다. 따라서 조직 내 

구성원들이 다양한 혁신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많은 정보들이 구성원들 간에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인정해주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제언

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공유 및 혁신행동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인식한 개인수

준의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공유, 혁신행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조직 

내 개인의 행동양식 및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공유리더

십, 다양성 수용 정도 및 지식공유는 주로 팀 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는 변인으로서, 팀 단위 수준, 즉, 팀의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팀 전체의 

모습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여 집단 간, 집단 내 효과를 개인 수준의 결과

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조직 및 대상자에 대한 혁신행동과 선행변인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대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효과적인 연구를 위하여 사무직 

근로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혁신행동을 조사하였으나, 혁신행동은 모든 조

직에 필요한 요인으로서 대기업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사무직 

근로자와는 다른 직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른 특성의 조직으로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혹은 학교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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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른 직군으로는 생산직, 연구직, 영업직 등 다양한 직군

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구성원들의 객관적인 다양성 수준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양성의 효과가 일관되지 않게 도출되

어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 수용 정도라는 주관적인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

였는데, 실제 조직에서는 조직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인력구성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다양성을 어떻게 활용

하느냐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다양성 수

용 정도의 수준과 객관적인 다양성의 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직 내 환경적인 

요인들로 선정하였으나, 이 외에도 기업에서 혁신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직접

적인 인터벤션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는 Scott & Bruce(1994)의 연구

모형에 기반하여, 혁신행동의 선행변인 중 조직의 지원에 해당하는 변인으로서, 

조직이 조직구성원에 직접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기업 내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보다 쉽고 빠르게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 내 담당자들은 혁신행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언

첫째, 혁신행동 촉진에 집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식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지식공유 기회

의 장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서에서는 학습조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시스템적, 환경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혁신행동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연령이나 직급, 직책이 높을수록 혁신행동이 더욱 활발히 일어난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노하우가 많이 쌓일수록 업무를 개선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또한 많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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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가 후배 사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프로그램 체계를 통해 공유리더십, 다양성에 대

한 수용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측불가능한 경영환경에서는 구성원들이 상황

에 따라 본인의 강점을 기반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아직까지

는 수직적 리더십에 익숙한 조직문화로 인해 공유리더십의 발현이 어려울 수 있

다. 이와 같이 새로운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원 및 리더들의 열린 인

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나, 코칭 프로그램 등을 활

용할 수 있다(Pearce, 2004; Carson et al., 2007). 또한 기존 리더 직급 이상

을 대상으로만 실시하던 리더십 프로그램을 전 직급 대상으로 확대하고, 새롭게 

변화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리더십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인

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기존 대다수 기업에서의 리더십 교육 체계는 직급에 

따라 다른 역할을 요구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해당 조직의 리더십의 역할들을 구분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

존의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을 조직의 비전, 목표 등에 대해 하나의 가치관으로 

정렬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통해 혁신행동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방식으로 구성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과 과제를 수행할 때 새로운 시

너지가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조직 내 다양한 유형의 직원들을 구성하여 혁신행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다양한 역량을 보유한 직원들이 

각각 리더십을 발휘하고, 다른 직원들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혁신행동이 

잘 발현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즉, 유연하고 수용적인 조직문화에서 혁신행동

이 잘 발현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문화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먼저 조

직 내 다양한 유형의 조직원들이 구성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다수 

대기업에서는 공개채용이라는 제도를 통해 직원들을 고용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의 직원들이 비슷한 유형이었으나, 더 이상 이러한 조직문화로는 살아남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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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따라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쉽게 떠오르고, 또한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쉽게 수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원들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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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조사 도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인적자원개발(HRD)을 전공하고 있으며,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공유리더십과 다양성 수용 정도, 지식공유 및 혁

신행동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석사학위 논문 연구자료를 수집하고자 제작된 것입니다. 귀

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자료는 노출되지 않으며,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

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응답에 있어 정답과 오답은 없습니다. 각 문항을 읽은 직후, 귀하의 

첫 느낌이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문항이 있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지는 총 6면이며, 응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 정도가 됩니

다. 설문조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

다.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바쁘신 와중에서 귀중

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인력개발학

석사과정 이 정 애

지도교수 김 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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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혁신행동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들을 읽으신 다

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업무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구, 방법 등을 찾으려고 노
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와 관련된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조직의 핵심멤버들을 혁신적 아이디
어에

대한 열렬한 후원자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잘 다듬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체계적인 방법으
로

업무에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실용적 가치를
따져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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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공유리더십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들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

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팀원들은 팀의 업무 완수를 위한 계
획을 함께 수립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팀원들은 팀의 업무 우선순위에 따
라 필요 자원을 함께 배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팀원들은 팀의 목표를 함께 수립한
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팀원들은 팀의 업무가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업무를 함께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팀원들은 팀의 업무를 어떤 식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팀원들은 팀의 전체적인 업무 계획
에 대한 유용한 의견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팀원들은 문제 발생 시 최적의 대응
방안을 함께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팀원들은 당면 문제들을 빠르게

함께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팀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팀 전
체의 전문성을 함께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팀원들은 팀 성과에 영향을 끼칠 문
제들에 대하여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팀원들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함
께 미리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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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우리 팀원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팀원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함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팀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팀원에게
지원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팀원들은 서로에게 참을성 있게 대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팀원들은 팀원이 화가 났거나 기분
이 안 좋을 때 서로 격려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팀원들은 팀원들의 불만과 문제에
대해 서로 경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팀원들은 서로 뭉칠 수 있는 팀 분
위기를 함께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팀원들은 상호 간에 예의를 갖춰 대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팀원들은 경력과 관련된 조언을
함께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팀원들은 서로 간의 스킬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함께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우리 팀원들은 다른 팀원으로부터
업무 스킬를 서로 배운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 팀원들은 새로운 팀원에게 긍정적인
롤 모델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 팀원들은 성과가 저조한 팀원에게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우리 팀원들은 다른 팀원이 새로운 스킬
을 배울 때 옆에서 함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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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다양성 수용 정도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들을 

읽으신 다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팀원의 성별에 의한 차이를

이해하고 가치있게 여기며 배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팀원의 나이에 의한 차이를

이해하고 가치있게 여기며 배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팀원의 근속기간의 장단이나 입사년
도에 의한 차이를 이해하고 가치있게 여
기며 배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팀원의 출신 지역에 의한 차이를

이해하고 가치있게 여기며 배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팀원의 보유지식이나 기술의 종류에
의한 차이를 이해하고 가치있게 여기며
배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팀원의 담당 직무의 종류에 의한 차
이를 이해하고 가치있게 여기며 배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팀원의 경험 분야(산업, 제품시장
등)에 의한 차이를 이해하고 가치있게 여
기며 배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팀원의 전공 분야에 의한 차이를

이해하고 가치있게 여기며 배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팀원의 출신 학교에 의한 차이를

이해하고 가치있게 여기며 배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조직의 목표나 미션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이해하고 가치있게 여기며 배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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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지식공유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들을 읽으신 다

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업무에 필요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
등을 팀원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 어디에 있고,
누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팀원들
과 서로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수행 과정에 얻은 각종 지식(자
료, 매뉴얼, 문서)을 팀원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동료들에게 다양한 정보, 지식을 제
공하고, 제공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동료들에게 업무 관련 정보를
전달해 주거나, 동료들로 부터 정보를 제
공받는 것이 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팀원들은 동료들과 자유롭게 지식을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와 다른 구성원의 성격의 차이를

이해하고 가치있게 여기며 배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나와 다른 가치관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가치있게 여기며 배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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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마지막으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귀하가 해당하는 곳에 체크(V) 또는 작

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선택 및 기재항목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 ) ② 여 ( )

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_세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대졸 이상

④ 석사 이상 ⑤ 박사 이상

4 귀하의 직급은?
① 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 이상

5 귀하의 직책은?
① 팀원 ② 팀장 ③ 임원 이상

④ 기타( )

6 귀하의 담당 직무는?

① 경영기획/전략 ② 인사/총무/홍보

③ 영업/마케팅 ④ 재무/회계

⑤ 구매/자재 ⑥ 생산관리/품질관리

⑦ 서비스/고객관리 ⑧ R&D/기술

⑨ 기타( )

7

귀하가 소속된 회사의 업종은?

① 제조업 ②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에너지) ③ 건
설업 ④ 도매 및 소매업(무역상사/유통/섬유/의류 포함) ⑤ 운수 및
창고업(항공/철도 포함) ⑥ 정보통신업(ICT) ⑦ 금융 및 보험업
⑧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⑨ 교육 서비스업
⑩ 기타( )

8 귀하의 총 근무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4~6년

④ 7~9년 ⑤ 10~12년 ⑥ 13~15년

⑦ 16~20년 ⑧ 20년 이상

9

현재 재직 중이신 기업명을 기재 부탁드립니다. 기업의 일반사항들의
정보가 필요하여 요청드리며, 어떠한 경로로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

* 응답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하오니,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해당 번호로 기프티콘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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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Advisor: Jin-Mo Kim,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among 

shared leadership, diversity sensitivity orientation, knowledge 

sharing, and innovative behavior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The study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among shared leadership, diversity sensitivity 

orientation, knowledge sharing, and innovative behavior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is explored.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knowledge shar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d 

leadership, diversity sensitivity orientation, and innovative 

behavior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is explored.

The target population for this study was the office workers of 

holding companies and affiliates declar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The data was collected by an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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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system from October 5 to 15, 2021. A total 401 

responses from 20 corporations were returned, of which 353 

responses were analyzed after removing careless or incomplete 

responses.

F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difference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were utilized to evaluate the 

level of perceptions on each variable.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among variables.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direct effect of the 

independent variable on the dependent variable, giv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covariance drawing upon the 

results from difference analysis. Hayes (2013) PROCESS macro 

model 4 was adopte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The alpha 

level of 5% was established prior to determining the significan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hared 

leadership, diversity sensitivity orientation, and knowledge 

sharing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innovative 

behavior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Therefore, to 

improve innovative behavior, more leadership should be given to 

the members. To improve an open mind, institutional support, 

cultural support, and systematic support are needed so that 

knowledge can be easily shared among members. Second, shared 

leadership and diversity sensitivity orient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novative behavior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Therefore, to improve knowledge sharing, 

each employee should faithfully perform their leadership role, 

should take responsibility, and should have an attitud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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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ing ideas and opinions of others. Third, knowledge sharing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d 

leadership and innovative behavior. Knowledge sharing also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versity sensitivity 

orientation and innovative behavior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 Therefore, to improve innovative behavior, creating 

an organizational culture in which members cooperate and trust 

each other is necessary. In this way, members can communicate 

freely, and knowledge sharing can become activ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between and within groups by measuring each variable at 

the team level should be compared. Second, a survey targeting 

organizations that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large 

corporations, or workers in different occupations from office 

workers should be conducted. Third, the objective level of the 

diversity of members should be explored. Fourth, direct 

intervention promoting innovative behavior should be explored.

The implications for this area of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 place for knowledge sharing opportunities should be 

systematically prepared. Second, a new paradigm educ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ird, for a flexible organizational 

culture, different types of members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the organization.

Keywords: Shared Leadership, Diversity Sensitivity Orientation, 

Knowledge Sharing, Innovative Behavior,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Student Number: 2017-2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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