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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고용 불안정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수지(울산대학교 대학원 HRD컨설팅학과 석사과정)

요약

오늘날,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감축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고용 불안정성 관련 기존 연구들은 혁신 행동에 대해 상대적으

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구성원의 고

용불안정성이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조직 공정성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직장인 369명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과 유효성은

SPSS23.0과 AMOS 22.0에 의해 검증되었다.

연구결과 고용 불안정성은 일의 의미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일의

의미는 혁신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의 의미

는 고용 불안정성과 혁신 행동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조직 공정성은 고용 불안정성과 일의 의미의 관계를 조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고용 불안정성이 혁신 행동을 낮추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고용 불안정성은 일의 의미를 낮추어 혁신 행동을 저하 시킨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직 공정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일

의 의미를 높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

업이 고용 불안정성을 낮추면 혁신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

고 있다. 또한, 회사 내규 정비 등 조직 공정성을 높이면 고용 불안정성

이 일의 의미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완충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주제어: 고용 불안정성, 일의 의미, 혁신 행동, 조직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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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오늘날,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은 흔한 일이 되었다. 이에 따라, 조

직 구성원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 불안정성이란, 비자발

적으로 실업이 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De Cuyper,

Mäkikangas, Kinnunen, Mauno, & De Witte, 2012).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고용불안정성은 근로자의 스트레스 레벨을 높이고 조직과의 사회적 교환 관

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Kim, 2020; De Cuyper & De

Witte, 2006; De Witte, Pienaar, & De Cuyper, 2016; Kim, 2019; Piccoli &

De Witte, 2015; Richter & Näswall, 2019; Shin, Hur, Moon, & Lee 2019).

또한 고용 불안정성은 심리적 계약 위반을 높이고, 직무만족, 조직몰입, 업

무몰입, 성과, 창의성 등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hoss, 2017; Cheng

& Chan, 2008; De Witte et al, 2016; Ferrie et al., 2001; Niessen &

Jimmieson, 2016; Probst, Stewart, Gruys, & Tierney, 2007). 고용 불안정성

은 개인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고

용 불안정성은 개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높이고, 육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chreurs, Van Emmerik, Notelaers &

De Witte, 2010; Cheng & Chan, 2008; De Witte et al, 2016; Ferrie et al.,

2001; Niessen & Jimmieson, 2016; Probst et al, 2007).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고용 불안정성은 구성원들의 정신 건강 및 조직

내 중요한 성과 변인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지만, 몇 가

지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창의성 혹은 혁신 행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

지 않았다. 창의성 혹은 혁신 행동이 현대 조직의 생존 및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Yidong & Xinxin, 2013)을 고려해 본다면, 고용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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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 이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

는 고용 불안정성이 창의성 혹은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작

동 기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작동 기제를 연구함으로써, 고용

불안정성의 영향력을 보다 정교하게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작동 기제를

밝히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고용불안정성이 일의 의미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치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개인이 행동할

것이라는 생각은 성급한 결론이다. 왜냐하면 선행 연구에서 이미 다른 상황

과 환경에 따라 고용 불안정성이 창의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한

다고 했기 때문이다(Jiang, 2018).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고용불안정성이 일

의 의미를 거쳐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기존 연구에

서 고용 불안정성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었지만(Probst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대신에 혁신행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혁신 행동이란 창의성이 조직 내에서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에서의 행동을

의미하기에, 창의성에 비해 보다 조직의 최종적인 성과 변인에 가깝기 때문

이다. 창의성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라면, 혁신행동은 이에 더하여 아

이디어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홍보하고, 조직에 적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Tu & Lu, 2013). 이와 더불어, 고용 불안정성이 일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조직공정성이 조절변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선

행 연구에 의하면,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환경의 근로자들은 일을 잘 하려

고 노력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Shin et al, 2019). 일의 의미란 자

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이다(Wrzesniewski, Dutton & Debebe, 2003). 기존의 연구는 일의 의

미가 동기부여(Hackman & Oldham, 1980), 직업 만족도(Wrzesniewski,

McCauley, Rozin, & Schwartz, 1997), 조직 동일시(Pratt, Rockmann &

Kaufmann, 2006), 개인 성과(Hackman & Oldham, 1980)에 영향을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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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Rosso, Dekas & Wrzesniewski, 2010). 선행 연구에 의하면, 고용 불

안정성은 자주성과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Deci & Ryan,

2000; Van den Broeck et al, 2014).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조직의 구성원은

자신의 역량 부족으로 동료나 조직에게 거부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업무를 자신 있게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Kim & Kim, 2020). 게다가, 그들

은 조직에서 자신들이 가치가 없다고 느낄 것이므로 슬픔과 걱정을 느낄 것

이다(Kim & Kim, 2020).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일의 의미를 낮출 것이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고용 불안정성이 일의 의미를 낮출 것이라고 가설

을 제시하였다.

일의 의미는 혁신 행동을 높일 것이다. 혁신 행동이란, 개인, 그룹, 조직

혹은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개인이 속한 조직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절차를 도입하고 적용하며, 채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West, & Farr,

1990). 혁신 행동은 조직 혁신, 효과성, 발전, 그리고 조직의 생존에 기여한

다.(Tu, & Lu, 2013; Amabile, Conti, Coon, Lazenby, & Herron, 1996;

Tushman, & Nelson, 1990; Ireland, & Hitt, 2005). 이와 더불어, 선행 연구

는 일의 의미가 높을 경우 내적 동기부여가 높아진다고 하였다(Kim,

Chang, & Kim, 2018). 높아진 내적 동기부여는 혁신행동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Kim et al, 2018).

이에 더해서 본 연구는 고용불안정성이 일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조직공정성이 조절 작용을 할 것임을 제안한다. Greenberg, &

Colquitt(2005)는 조직 공정성을 조직으로부터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 받고

있는지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지라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조직

공정성은 조직 구성원의 감정, 태도,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Colquitt, 2001; Colquitt, Conlon, Wesson, Porter & Ng, 2001; Yang,

Bauer, Johnson, Groer & Salomon, 2014). 조직 공정성이 높은 경우, 조직

의 구성원은 조직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성과를 배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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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생각 할 것이므로, 고용 불안정성이 일의 의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 할 것이다. 조직 공정성이 낮은 경우, 구성원은 조직이 부패하

여 자신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 할 것이므로 고

용 불안정성이 일의 의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강화시킬 것이

다.

요약하자면, 이 연구에서는 고용 불안정성이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조직공정성

이 고용 불안정성과 일의 의미 사이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

고자 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 번째, 고용 불안

정성이 혁신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이 연구는

일의 의미라는 매개변인을 활용함으로써 고용 불안정성과 혁신 행동 사이의

매커니즘을 확인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 연구는 조직 공정성이 고용 불안

정성과 일의 의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 시키는 효과

를 확인 할 수 있다.

제2장 이론 및 가설

2.1. 고용 불안정성과 일의 의미

본 연구는 개인이 고용불안정성이 높을 경우, 일의 의미가 낮아질 것이

라고 주장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고용 불안정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조직

에 기반한 자아존중감(Organizational–Based-Self-Esteem)이 떨어지는 경

향이 있다고 하였다(Lin, Chen, Ashford, Lee, & Qian, 2018). 조직에 기반

한 자아존중감(OBSE)은 자신이 유능하고 조직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라고 스스로 인지하는 것을 뜻한다(Lin at el, 2018; Pierce, Gard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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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mings, & Dunham, 1989). 고용 불안정성은 근로자의 조직에 기반한

자아존중감(OBSE)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조직에 기반한 자아존

중감(OBSE)이 낮은 근로자들은 자신이 유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Lin et al, 2018). 또한, 조직에 기반한 자

아존중감(OBSE)이 낮은 근로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한다고 생

각한다(Lin et al, 2018). 또한, 근로자는 높은 고용 불안정성을 인지할 때,

업무에 대한 통제능력을 상실하게 된다(Kim & Kim, 2020). 이러한 자기 통

제감의 상실은 업무 몰입을 방해한다(Wang, Lu & Siu, 2015). 정리하자면,

근로자의 낮은 조직에 기반한 자아 존중감(OBSE), 조직몰입 감소 등은 일

의 의미를 낮게 인지하는 주요 작동 기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

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고용불안정성은 일의 의미에 부(-)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2.1.1 고용 불안정성

고용 불안정성은 미래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혹은

고용 조건의 악화에 대한 걱정이라고 표현되었다(Shoss, 2017; Van Vuuren

& Klandermans, 1990). 또 다른 연구는 고용 불안정성을 개인이 경험하는

고용안정성의 정도와 개인이 희망하는 안정성과 불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하

였다(Shoss, 2017; Jacobson, & Hartley, 1991). De Witte(1999)는 고용 불안

정성을 미래에도 이 직업이 계속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걱정이라

고 얘기하였다. Burchell(2011)는 6개월 혹은 12개월 사이에 그들의 직업을

비자발적으로 잃을 가능성에 대한 인지라고 하였다.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고용불안정성은 개인이 기대하는 고용 기간보다 빨리 고용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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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될 수도 있다는 데에서 오는 걱정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직의 성과, 경영 변화, 그리고 임박한 변화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알

림 등이 있을 경우 개인의 고용 불안정성을 인지하는 정도 혹은 고용 불안

정성이 높아진다(Shoss 2017; Debus, König, & Kleinmann, 2014; Ellonen

& Nätti 2015; Keim, Landis, Pierce, & Earnest, 2014; Roskies &

Louis-Guerrin, 1990).

이러한 고용불안정성은 주된 스트레스요인이 된다(Shoss, 2017; De Witte

et al, 2016) 고용불안정성은 정체성, 수입, 사회 교환,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같이 일을 통해 얻어지는 것과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Shoss,

2017; Jiang, & Probst, 2014; Schreurs et al, 2010). 또한, 연구자들은 고용

불안정성이라는 불안정성 그 자체가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킨다고 하였

다(Shoss, 2017; De Witte, 1999). 또한 고용 불안정성은 통제감, 권한, 그리

고 관계성과 같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위반한다고 하였다(Shoss, 2017;

Deci & Ryan, 2000; Vander Elst, De Witte, & De Cuyper, 2014; Van den

Broeck et al., 2014).

2.1.2. 일의 의미

일의 의미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이다(Wrzesniewski et al, 2003).

일의 의미는 업무의 정체성(Task identity)와 업무의 중요성(Task

significance)을 통해 형성된다고 하였다(Wrzesniewski et al, 2003;,

Hackman, & Oldham, 1980). 업무의 정체성이란, 일을 할 때 어떻게 자신의

기술을 적용시킬 것인가, 그리고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통제의 수준을 의미한다(Wrzesniewski et al, 2003; Hack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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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ham, 1980). 그리고, 업무의 중요성이란 개인이 이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Wrzesniewski et al, 2003;

Hackman, & Oldham, 1980). 다른 연구는 일의 의미의 정의를 근로자가 그

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고,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Wrzesniewski et al, 2003).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 의

미 있다고 느끼는 것은 진실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목적, 소속감, 탁월

성, 문화적·대인관계적 센스메이킹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Rosso et al, 2010).

이러한 일의 의미는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Michaelson, Pratt, Grant, &

Dunn, 2014; Fried, & Ferris 1987; Wrzesniewski, McCauley, Rozin, &

Schwartz, 1997), 몰입(Michealson et al, 2014; May et al, 2004), 그리고 웰

빙(Michealson et al, 2014; 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과 같은 근

로자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2.2. 일의 의미와 혁신 행동

본 연구는 일의 의미가 혁신 행동을 향상 시킬 것이라고 제안한다. 일의

의미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이다(Wrzesniewski et al, 2003). 혁신 행동이란, 조직의 생존

과, 발전, 효과성,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원이 창의력을 발휘하

는 것을 의미한다(Amabile et al, 1996; Tushman & Nelson 1990). 기존의

연구는 조직 구성원의 일의 의미가 높으면 창의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Yilmaz, Ceylan, & Özge, 2018). 예를 들면, 선행 연구는 5성급 호텔 직원들

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일의 의미가 높을 경우 창의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Yilmaz et al, 2018). 이와 관련하여, Fredrickson(2001)의 Broa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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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Kim,

Chang, & Kim, 2018). 위 이론은 몰입(May, Gilson & Harter, 2004), 직무

만족(Wrzesniewski, 1997), 즐거움, 흥미, 만족,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

(Ryan & Deci, 2000)이 개인의 순간적인 소트엑션 레파토리를 넓혀주고

(Broaden), 개인의 육체적, 지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활동의 원천

(Build)으로서 기능한다고 말한다(Kim, Chang, & Kim, 2018). 일의 의미와

혁신 행동 간의 관계를 위 이론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의 의미가

높다는 것은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Broaden).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은 참신하고 창조적인 행동,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Build)

근간이 된다(Kim et al, 2018). 따라서, 일의 의미가 높을 경우 혁신 행동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일의 의미는 혁신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1 혁신행동

많은 연구는 혁신 행동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Zhu, Djurjagina, & Leker, 2014; Seibert, Kraimer,

& Crant, 2001; Ahuja, Lampert, & Tandon, 2008, 2008; Balau, Feams, &

Van Der Bij, 2012). 다른 연구자들과 같이(e.g Stein, 1974; Woodman,

Sawyer, & Griffin, 1993), 창의성은 어떤 영역에서든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

어를 떠올리는 것을 의미한다(Amabile et al, 1996). 이러한 창의력은 조직

지원, 도전적인 일, 조직의 격려, 상사의 지원, 자유, 충분한 자원에 의해 촉

발된다고 하였다(Amabile et al, 1996).

혁신행동이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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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은 개인의 기능성(functionality)과 적응성(adaptability)을 길러준다고 하

였다(Riaz, Xu, & Hussain, 2018; Mumford, Scott, Gaddis, & Strange,

2002). 타 연구에 의하면 혁신행동은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의 질을 높

이며, 실수할 확률을 줄이고, 목적과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

키며, 그리고 업무 성과를 높인다고 하였다(Cingöz, & Akdoğan, 2011;

Yuan, & Woodman, 2010).

2.3. 일의 의미 매개효과

이 연구는 일의 의미가 고용 불안정성과 혁신 행동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고 제안한다. 이 가설은 Context-Attitude-Behavior Framework 이론으로 설

명 할 수 있다(Kim, Nurunnabi, Kim, & Jung, 2018). 이 이론은 가설의 전체

적인 매개 구조를 뒷받침한다. 이 이론은 조직 시스템이나 관행과 같은 조

직적 맥락이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Kim et

al; Mulki, Jaramilo, & Locander, 2009; Ozcelik, Langton, & Aldrich, 2008;

Martin, & Cullen, 2006). 이 이론을 적용하여, 본 연구는 고용불안정성이 태

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고용 불안정성이 태도에 미친

영향은 직원의 특정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행연구에 따

르면, 고용불안정성이 높으면 일의 의미가 낮아지고(Shin et al, 2019), 일의

의미가 높으면 창의성이 증가한다(Yilmaz et al, 2018). 이에 따라, 고용 불

안정성이라는 환경이 일의 의미를 낮추어 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일으

키며, 이에 따라 혁신 행동이 감소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일의 의미는 고용불안정성이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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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직공정성 조절효과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고용 불안정성은 일의 의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친다(Shin et al, 2019). 개인의 일의 의미가 낮을수록 창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다(Probst et al, 2007).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위 가설이 성립하지

는 않는다. 예를 들어, 개인의 조직 공정성이 높은 경우 고용 불안정성이 일

의 의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완충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개인은 고용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예상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고용 불안정성으로부터 발생한 일의 의미 감소 효과는 완충될 것이

다. 이와 반대로, 개인의 조직 공정성이 낮은 경우 오히려 고용 불안정성이

일의 의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증폭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조직이 명

확한 근거 없이 직원을 해고한 선례가 있다면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이 부적

절한 절차를 통해 직원을 해고시킨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개인은 조직 내 생존 여부를 예측하고 통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 불안정성이 일의 의미를 낮추는 효과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조직 공정성은 고용 불안정성과 일의 의미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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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4.1. 조직 공정성

조직공정성이란, 근로자가 조직에서 정당하게 대우 받는 정도(Seyfettin,

Adnan, & Ramazan. 2010; Elovainio et al, 2005), 성과와 과정이 공정한 정

도(Seyfettin et al, 2010; Hubbel, & Chory-Assad, 2005)를 의미한다. 조직

공정성은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총 세 가지 차

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Hasan Ali, 2010). 분배적 공정성이란, 조직으로부터

근로자가 받는 금전적 보상과 같은 결과물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정

도이다(Seyfettin et al, 2010; Elovainio, Kivimaki, Steen, & Vahtera, 2004;

Folger & Konovsky, 1989; Colquitt, Scott, Judge, & Shaw, 2006;

Greenberg, 2006; Ramamoorthy & Flood, 2004; Aryee, Budhwar, & Chen,

2002). 절차적 공정성이란, 조직 구성원에게 성과가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를

의미한다(Seyfettin et al, 2010; Ding, & Lin, 2006). 이는 성과를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활용하는 절차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는 공정성을 의미한

다(Seyfettin et al, 2010; DeConinck & Bachmann, 2005; Byrne, 2005;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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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 2006; Elovainio et al., 2004; Folger, & Konovsky, 1989; Greenberg,

2001; Greenberg, 2004; Aryee et al, 2002). 상호작용 공정성이란, 조직이 절

차를 정할 때 구성원 간 얼마나 질적인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Hasan Ali, 2010; Bies, & Moag, 1986). 이에 대한 예시로는 상사가 부하를

존중하는지 등을 포함한다(Hasan Ali, 2010).

조직공정성은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 하나이다(Hasan

Ali, 2010). 직업 만족이 높은 근로자들은 자신의 직업이 장기적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

력하게 된다(Hasan Ali, 2010; Fatt, Khin, & Heng, 2010). 그러므로 그들은

더 조직에 몰입하고, 더 높은 근속 기간과 생산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Hasan Ali, 2010; Fatt, Khin, & Heng, 2010).

제3장 연구 방법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한국에 소재한 기업에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는 데이터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또

한 이 연구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점을 세 시점으로 구분하였다. 각 변수

는 5주에서 6주 간격으로 수집하였다. 첫 번째 설문 조사에서는 770명의 응

답자가 참여하였고,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앞선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

중에서 550명이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문 조사까지 참여한 인

원은 369명이었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성별 구성은 남자 180명(48.8%), 여자 189명(51.2%)이

다. 응답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근속 기간의 경우 10년 미만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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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252명(68.3%),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로자는 86명(23.3%),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로자는 24명(6.5%),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근로자가 7명

(1.9%)가 포함되었다. 참여자의 직급은 사원 89명(24.1%), 대리 82명(22.2%),

과장 86명 (23.3%), 차장 35명(9.5%), 부장 49명(13.3%), 기타 28명(7.6%)이

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고졸 30명(8.1%), 전문대 졸70명(19.0%), 4년제 대

졸 226명(61.2%), 대학원 이상 43명(11.7%) 이었다. 이는 <표1>에 나와 있

다.

<표 1> 조사 대상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80 48.8

여성 189 51.2

근속기간

10년 미만 252 68.3

10년 이상-20년 미만 근로자 86 23.3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로자 24 6.5

30년 이상 40년 미만 근로자 7 1.9

직급

사원 89 24.1

대리 82 22.2

과장 86 23.3

차장 35 9.5

부장 49 13,3

기타 28 7.6

교육수준

고졸이하 30 8.1

전문대 졸 70 19.0

4년제 대졸 226 61.2

대학원 이상 43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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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사 도구(설문도구 및 분석방법)

3.2.1. 고용 불안정성

이 연구는 고용 불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Kraimer, Wayne, Liden, &

Sparrowe(2005)의 4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4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직장에서의 내 일자리(job)는 불안정하다.’, ‘만약 내가 속한 회사(조직)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내 일자리(job)는 사라질 것이다.’, ‘내가 원한다

고 하더라도, 직장에서의 내 일자리(job)는 사라질 것이다(일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 ‘회사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지면, 현재의 내 일자리(job)

는 사라질 수 있다.’ (Cronbach’s alpha = .904)

3.2.2. 일의 의미

이 연구는 일의 의미 측정을 위해 Bunderson, & Thompson(2009)의 문항

과 Wrzesniewski et al(1997)이 개발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 5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하는 일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의미 있고 중요하다.’, ‘내가 하는 일은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이다.’

(Cronbach’s alpha =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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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혁신 행동

혁신 행동은 설문에 응답한 자의 상사로부터 측정하였다. 혁신 행동을 측

정하기 위해 Scott, & Bruce (1994)가 개발한 6개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6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업무와 관련해 새로운 기술, 프로세스, 기술, 그리

고 제품 아이디어 등을 찾으려고 한다.’, ‘이 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창의적

인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낸다.’, ‘이 직원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

해 적절한 계획과 스케쥴을 한다.’, ‘이 직원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동

료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으려 노력한다.’, ‘이 직원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

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 직원은 혁신적이

다.’ (Cronbach’s alpha = .925)

3.2.4. 조직 공정성

조직공정성 측정을 위해 Colquitt(2001)이 개발한 문항 중 6개의 문항을

가져왔다. 6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회사(조직)에서 내가 임금으로 보상받

고 있는 수준은 공정하다.’, ‘회사(조직)에서 내게 주어지는 업무의 양은 공

정하다.’, ‘회사(조직)에서 내 상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하게 나를 대한

다.’, ‘회사(조직)에서 내 상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나를 존중한다.’, ‘우리 회

사(조직)에서 내 상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나를 존중한다.’, ‘우리 회사(조직)

는 업무의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나 기준이 명확하다.’, ‘우리 회사(조직)에는

정확한 개인 별 보상을 근거를 얻기 위한 절차가 마련 되어 있다.’

(Cronbach’s alpha =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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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통제 변인

본 연구는 통제변인으로서 성별, 근속기간, 직급, 교육수준을 활용하였다.

<표 2> 척도 출처

측정 변인 수집시점 문항 수 척도 출처

고용 불안정성 1 4 Kraimer , Wayne, Liden, & Sparrowe (2005)

일의 의미 1 5
Bunderson & Thompson (2009), Wrzesniewski,

McCauley, Rozin, & Schwartz(1997)

혁신 행동 2 6 Scott., & Bruce (1994)

조직 공정성 3 6 Colquitt (2001)

3.3. 통계 분석

데이터는 SPS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 분석을 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

관 분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표준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의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를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측정 모델과 구조

모델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측정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

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 적합도

(Goodness of fit index)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확인하였다. CFI와 TLI가 0.9이상이고 RMSEA가 0.06 이

하이면 타당도가 좋다고 하였다(Kim et al, 2018; Hu, & Bentler, 1999). 이

후, 매개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95%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래핑을 수행하

였다. 이 때 CI가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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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결과

4.1. 기초통계 및 상관분석

데이터의 정규분포를 테스트하기 위해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각 변수의 첨도를 계산하였다. 각 변수의 왜도가 ± 3을 넘지 않았고, 각 변

수의 첨도 역시 ± 8을 넘지 않아 모든 척도가 요건을 충족하였다.

<표 3> 기초 통계 및 정규분포 검증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고용불안정성 2.925 .697 -.200 .132

2. 조직공정성 2.791 .850 -.201 -.318

3. 일의 의미 3.149 .795 -.370 .146

4. 혁신 행동 3.170 .693 -.296 .959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연구의 변수는 고용 불안정성, 일

의 의미, 혁신 행동, 그리고 조직 공정성이다. 이 네 개의 변수는 타당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상관관계 분석

구분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1. 성별 - 　 　 　 　 　 　 　

2. 근속기간 -.260** - 　 　 　 　 　 　

3. 직급 -.406** .282** - 　 　 　 　 　

4. 교육수준 -.132* .007 .201** - 　 　 　 　

5. 고용불안정성 2.925 .697 -.101 .019 .131* -.049 - 　 　 　

6. 조직공정성 2.791 .850 -.079 .060 .127* .061 .002 - 　 　

7. 일의의미 3.149 .795 -.166** .120* .231** .151** -.164** .327** - 　

8. 혁신행동 3.170 .693 -.206** .076 .226** .085 -.028 .120* .385**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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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 1

(조직혁신행동)

요인 2

(고용 불안정성)

요인 3

(조직 공정성)

요인 4

(일의 의미)
고용 불안정성 1 .004 .703 -.120 .170

고용 불안정성 2 -.028 .871 .064 .141

고용 불안정성 3 .003 .833 -.008 .130

고용 불안정성 4 -.082 .858 .042 .180

고용 불안정성 5 -.018 .779 .054 .104

조직 공정성 1 .110 .115 .631 -.281

조직 공정성 2 .018 .078 .657 -.169

조직 공정성 3 .070 -.062 .754 -.283

조직 공정성 4 .143 -.124 .720 -.310

조직 공정성 5 .085 -.038 .745 -.261

조직 공정성 6 .122 .040 .693 -.230

일의 의미 1 .299 -.159 .293 -.798

일의 의미 2 .311 -.119 .321 -.661

일의 의미 3 .355 -.211 .214 -.830

일의 의미 4 .340 -.131 .245 -.814

일의 의미 5 .346 -.074 .328 -.840

혁신 행동 1 .786 .013 .076 -.332

혁신 행동 2 .827 -.042 .088 -.325

혁신 행동 3 .831 .014 .128 -.348

혁신 행동 4 .827 -.041 .099 -.321

혁신 행동 5 .844 -.044 .089 -.339

혁신 행동 6 .803 -.020 .114 -.378

4.2. 측정모델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 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를 수행하였다.

4개 변수(고용 불안정성, 일의 의미, 혁신 행동, 조직 공정성) 총 22개 문항

에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1요인에 조직 혁신행동, 2요인

에 고용 불안정성, 3요인에 조직 공정성, 4요인에 일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

한 관찰 변인들의 상관관계가 높게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 각 변수가 요인

별로 잘 분리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5> 탐색적 요인분석

추출방법: 최대우도, 회전방법 : 카이저정규화가있는오블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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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df CFI TLI RMSEA 모형비교 ∆df ∆

3 요인 196.223 95 .969 .961 .054

2요인 VS 3요인 2 259.492

2 요인 455.715 97 .890 .863 .100

1 요인 1230.760 98 .651 .573 .177 1요인 VS 2요인 1 775.045

측정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 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수행하였다. 이는 측정 모델이 적합 타당

도가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3개 변수(고용 안정성, 일의 의미, 조직

공정성)의 차별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3개 변수의 16개 문항에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혁신행동 변수는 응답자의 상사로부터 설문을 받

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3요인 모델은 관찰된 데이터에서 가장 적절한 타

당도를 보여준다.((df=95)=196.223; CFI=.969; TLI=.961; RMSEA=.054). 이

연구는 3요인 모델, 2요인 모델, 1요인 모델을 비교하였다. 2요인 모델의 경

우 모형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df=97)=455.715; CFI=.890; TLI=.863;

RMSEA=.100). 1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df=98)=1230.760;

CFI=.651; TLI=.573; RMSEA=.177). 이후, 연속적으로 Chi-Square

Difference Tests를 수행함으로서 각 모형들을 비교하였다. Chi-Sqaure

Difference Test 결과는 3요인 모델이 1요인, 2요인 모델보다 데이터를 잘

설명해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1요인 모델과 2요인 모

델의 Chi-square difference test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1)=775.045, 유

의미함). 그리고, 2요인 모델과 3요인 모델의 Chi-square difference test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 259.492, 유의미함).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는 아래와 같다.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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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조모델

<그림 2> 변인 간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본 연구는 고용 불안정성과 혁신 행동 사이의 매개변인으로써 일의 의미

를 설정하였다. 이 모형의 완전매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모델(완전매

개모형, 모형 1)과 대안모형(불완전 매개모형, 모형 2)을 설정하였다. 그 결

과 완전매개모형의 값은 다음과 같다(=414.792(df=197), CFI=.947,

TLI=.938, RMSEA=.055). 불완전 매개모형의 값은 다음과 같다(

=414.792(df=196), CFI=.947, TLI=.937, RMSEA=.055). Chi-Square값은 동일

하고, 완전매개모형의 자유도가 더 높으므로 완전매개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7> 완전매개모형과 불완전매개모형

구분 완전매개모형 불완전매개모형

Chi-square 414.792 414.792

자유도 197 196

CFI .947 .947

TLI .938 .937

RMSEA .055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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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은 고용 불안정성이 일의 의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β = −.164, p < 0.01). 이로 인해 가설 1은 지지된다. 그리고 일

의 의미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한다(β = .385, p

< 0.01). 이로 인해 가설 2는 지지된다.

고용 불안정성과 일의 의미 사이의 관계를 조직 공정성이 조절하는지 살

펴보기 위해, 평균 중심화를 통해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였다. 이 상호작용항

은 통계적으로 유의(β = .257, p < 0.01)하며, 이에 따라 조직공정성이 고용

불안정성과 일의 의미 사이의 관계를 완충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조직 공정

성이 높을 때, 고용 불안정성이 일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설 4는 지지된다.

<그림 3>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

4.4. Bootstrapping(부트스트래핑)

일의 의미가 고용불안정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는 5,000개(n=369명)의 샘플을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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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매개 효과 95%의 신뢰 구간을 활용하였다.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일

의 의미가 고용 불안정성과 혁신 행동을 매개함에 있어 신뢰구간은 0을 포

함하지 않았다(95% 신뢰구간, -.113, –.026). 이는 일의 의미가 고용 불안정성

과 혁신 행동을 매개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

므로 가설 3은 지지된다.

<표 8> 부트스트래핑 결과

경로 Estimate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고용불안정성→ 일의 의미 → 혁신 행동 -.065 .022 -.113 -.026

제5장 논의 및 결론

5.1. 이론적 기여

이 연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번째, 고용 불안정성이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선행 연구는 고용 불안정성이 정신적·육

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전의 연구도

충분히 의미 있으나, 본 연구는 조직이 경쟁 사회에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

요소인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 고용 불안정성과 혁신 행동 사이에 매커니즘을 탐구하기 위해 일

의 의미라는 변수를 활용함으로서, 고용 불안정성과 혁신 행동 간에 매개변

수를 추가로 밝히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고용 불안정성이 일의

의미를 낮춰 혁신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탐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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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했다. 이 논문은 고용 불안정과 혁신 행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매개 변인 중 하나가 일의 의미라는 것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환경에 따라 고용 불안정성이 일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직 공정성이 높을 경우 고용불안정성이 일의 의미

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지고, 조직 공정성이 낮을 경우 고용불안정성이 일

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졌다.

5.2. 실무적 기여

이 논문은 보통 고용 불안정성이 높다고 인식되는 고용군의 경영진들에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첫 번째, 경영진들은 고용 불

안정성 자체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용 불안정성은 조직 구성원의

정신적·육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존에 필수

적인 혁신 행동도 저하 시키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경영진들은 조직 공정성

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짧은 시간 안에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대신에, 직원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내규를 점검하고, 보상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등의 조직 공정

성 개선을 위한 노력은 가능하다. 즉, 고용 불안정성이 일의 의미를 감소시

키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조직 공정성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5.3.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이 연구의 한계점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이 연구는 고용

불안정성 측정 시 외부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고용 불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에게 고용 불안정성에 대해 질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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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택했다. 이는 다소 주관적인 척도라고 볼 수 있다. 향후 고용 불안정성

을 측정할 때에는 평균 근속기간·인사 정책·기업의 축소 규모 등을 조사하여

객관적 요소를 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조직공정성 측정 시 개인에게 물어보는 방식을 취하였으므로, 개

인이 답변한 조직공정성이 곧 그 조직의 조직공정성을 대표하게 된다. 이는

실제로 조직 공정성이 높은 조직이더라도 역량이 떨어지는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 공정성이 낮다고 답변 한 표본을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조직 공정성을

연구 할 때는 동일 조직 구성원을 표본으로 일정 인원 이상 확보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세 번째로, 설문에 응답하는 자들의 소속의 규모 등을 통제하지 않고 연구

를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소속이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유사 상황

에서도 조직 공정성을 다르게 인지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규모가 큰 기업

일수록 성과를 할당하기 위한 의사결정 절차 등이 정교하게 정립 되어있을 가

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사 연구를 진행할 경우 설문 응답자의 소속 기업의

규모 등에 따른 조직 공정성 값 차이를 확인하고,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

효과 값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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