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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상사의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과 진정성 리더십의 조

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사의 서번트 리더십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구성원의 혁신 행동을 이끌어 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347부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 모형을 설정하고 그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상관관

계 분석 결과,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혁신 행동에 정(+)의 영향

을 미쳤으며,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은 혁신 행동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은 리더의 서

번트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했다.

리더의 진정성 리더십은 리더의 서번트 리더십과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 사이에서 정(+)의 효과를 강화하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진정성이 높은 서번트 리더는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을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서번트 리더십과 직원의 혁신 행동 사이의 관계를 확인했다.

서번트 리더와 함께 일하는 구성원은 조직에 아이디어를 내고 성과를 창

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성원의 행동은 혁신 행동을 이끌어 낸다.

또한, 조직구성원이 리더로부터 자유로운 발언, 의견 제시에 대한 심리적

안전감과 리더의 진정성을 느낀다면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이 증가한다

는 것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서번트 리더십, 진정성 리더십, 심리적 안전감, 혁신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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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새로운 세대로 변화하면서 조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기업 경영의 주측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과거의 수직적이

고 하향식이었던 조직구조는 수평적이고 소통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조직의 성과를 내기 위해 조직 구성원의 혁신

행동이 중요해지고 있으며(Kalmi and Kauhanen, 2008; Yuan and

Woodman, 2010), 리더의 행위는 혁신 행동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인

으로 제시되어 왔다.(Garcia-Morales et al. 2008; van Dierendonck, 2011).

기존의 전통적 리더십은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가진 리더로 조직의 사

기를 저하시키는 반면,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인간존중과 섬김

의 정신으로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리더십이다(Bass, 1990;

Boyer, 1999; Sims, 1997).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에 초점을 맞

추며 최근의 경향에 알맞은 공유 및 관계형 관점의 리더십으로써 리더십

연구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Parris & Welty Peachey, 2013; van

Dierendonck, 2011).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서번트

리더십과 직업 만족도(Barbuto &Wheeler, 2006; Mayer, Bardes &

Piccolo, 2008), 조직 헌신(Liden et al., 2008), 구성원 결근 및 이직 의도

(Hunter et al., 2013), 창의적 행동(Neubert, Kacmar,Carlson, Chonko, &

Roberts, 2008), 조직시민행동(OCBs)(Ehrhart, 2004; Hu &Liden, 2011;

Schaubrock, Lam, & Peng, 2011)과 같은 관계성을 밝혀냈으며, 최근에

는 창의성 또는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다.(Daft, 2008;

Liden, Wayne, Zhao & Henderson, 2008, Patterson,2003; Polleys, 2002;

Stone, et. al., 2004).

이렇게 서번트 리더십이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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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있지만,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할 여지가 있다. 첫째, 서번

트 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았지만, 서

번트 리더가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들 (basic needs), 특히 심리적인 욕구

들 (psychological needs)을 충족시키는지, 그리고 그 욕구들의 충족 정

도가 결국 구성원의 창의성이나 혁신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서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Hu& Liden, 2011, Schaubroeck et al.,

2011).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그 중 ‘심리적 욕구’의 충

족 여부 내지는 충족 정도는 인간의 인식, 태도, 그리고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Deci & Ryan, 1985, 1991, 1995;

Ryan, 1995; Ryan, Deci, & Grolnick, 1995), 이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

하다.

둘째, 서번트 리더십이 발휘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리더

의 ‘진정성(authenticity)’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리더의

변혁적, 윤리적, 서번트적 행동이 아무리 긍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리더십이 ‘진정성’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면, 그 긍정적 특성

들이 퇴색될 것이다 (Simons, 2002). 진정성을 갖춘 리더는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 개방적인 소통을 하며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Avolio & Gardner, 2005; Walumbwa, Avolio, Gardner,

Wernisberg, & Peterson, 2008). 이런 진정성을 바탕으로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등의 구체적인 리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구성원들은

리더십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인 척’하는 리더 행동에 불과하다고 의심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심은, 구성원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개인적 발

전과 직무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서번트적, 변혁적 리더십의 효

과를 반감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번트 리더십이 발현되는 과정에

서의 진정성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서번트 리

더십이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을 매개로 혁신행동을 높일

것임을 밝힐 것이다. 심리적 안전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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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욕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Kahn, 1990; Nembhard &

Edmondson, 2006). 이에 더하여, 진정성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과 심리

적 안전감 사이의 관계를 조절할 것임을 살펴 볼 것이다.

서번트 리더십은 심리적 안전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Nembhard &

Edmondson, 2006).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이란 "자신에게

나타날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 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다는 지각“(Kahn, 1990)"로, 구성원과 심리적으로 가깝거나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Schneider &

Reichers, 1983), 리더의 행동 및 태도는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에 영향

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즉, 상사가 우호적이며, 개방적인 분위기를

구축할수록 특정 사안에 관한 문제나 이슈 등을 편안하게 논의할 수 있

다는 구성원의 믿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토대로

(Edmondson, 2003), 서번트 리더십은 심리적 안전감을 향상시킬 것이라

고 유추할 수 있다.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심리적 안전감 수준은 그들의 혁신행동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혁신 행동은 종업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새로

운 아이디어와 효과적인 업무프로세스를 창출하여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

을 의미한다(Amabile, 1988).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하는 조직은 구성원에

게 문제와 오류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여 학습의 기회를 만들고(Carmeli

& Gittell, 2009), 성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Burris, Detert, &

Chiaburu, 2008 ; Carmeli et al.,2010; Edmondson,2014), 심리적 안전감

이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더해서, 서번트리더십이 심리적 안전감을 높여준다는 주장은 충

분히 타당하지만,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작동 될 것이라는 주장

은 정교하지 못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서번트 리더십이 발휘되는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그 여러 요인들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리더의 진정성이 서번트 리더십의 긍정적 효과를

조절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서번트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인식-태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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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지만(Kaplan &

Norton, 2000; Yammarino, Dionne, Schriesheim, & Dansereau, 2008),

팔로워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서번트 리더의 행동이 진정성이 없다고 느

낀다면 그 긍정적인 효과는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진정성

리더십이 높은 상황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은 리더가 보여주는 서번트리더

십이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에 기반한 행동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되

면, 서번트리더십이 심리적 안전감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증폭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진정성리더십이 낮은 수준, 즉 서번트 리더가 숨겨

진 의도로 인상관리를 위한 가짜행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구성원들

이 리더의 서번트 리더십이 진정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온 진정한 행동인

지에 대해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 안

전감의 효과를 높이는 힘은 반감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사의 서번트 리더십이 혁

신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 심리적 안전감이 어떻게 매

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는데 있다. 또한, 상사의 서번트리더십과 심리적

안전감이 관계에서 상사의 진정성리더십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것이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의

매개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팔로워의 혁신행동을 이해하고 관

리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진정성리더십이 조직 구성

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347명 이상

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세 시점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실증적으

로 뒷받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진정성에 따라 심리적 안전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검증함으로써, 서번트 리더십 연구의 이론적 확장

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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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및 가설

제 1절 서번트 리더십과 혁신 행동

서번트 리더는 지시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하인의 자세로서 구성원을

섬기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며,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그

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이다(Greenleaf, 1977). 서

번트 리더십의 연구가 Greenleaf(1970)의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하게 이

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확립되지 못하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

다. Greenleaf(1970)는 구성원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성장을 도와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주는 리더십이라 정의하였

다. 이후 Senge(1995)는 민주적 원칙을 강조하며 구성원의 존엄성과 가

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행하는 리더십으로 정의하였다. 서번트 리더

십은 조직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을 정신적, 육체적

으로 지원해주는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오종철·양태

식,2009) 이 외에도 Spears(1995), Sims(1997), Boyer(1999), Ehrhart(2004),

vanDierendonck(2011) 등 많은 학자들이 서번트 리더십을 정의하였다.

서번트 리더십 이데올로기는 다른 현대 리더십 스타일과 구별되며 조직

구성원의 발전과 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구

성원의 행복을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Ehrhart, 2004; van

Dierendonck, 2011). 또한 변혁적 리더십과 비교하여 도덕적 요소

(Graham, 1991)를 고려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필요를 명시적으로 강조한

다(Patterson, 2003). 서번트 리더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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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역할 모델을 제시하게 되고 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Graham, 1991).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적 목표(Graham, 1991;

Stone et al., 2004)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반면, 서번트 리더십은 조

직 구성원에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는 특징이 있으며(Greenleaf, 1977),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평등을 기반으로 직무를 구성한다(Reinke, 2004).

서번트 리더십의 하위요인으로 Spears(1995)는 경청, 치유, 설득, 통찰,

비전제시, 종업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380여명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서번트 리더십의 행동특성 진행한 한 연구에서

는 서번트 리더로부터 이타적 소명, 감정적 치유, 지혜, 청지기 정신, 설

득 등의 5개 하부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다(Barbuto& Wheeler,2006).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적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실증적 연구자

체는 부족한 편이다(Russell & Stone, 2002). 이러한 우려에 힘입어 최근

서번트 리더십의 실증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번트 리더십

은 구성원과 리더의 교환관계를 나타내는 LMX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이는 구성원의 조직 몰입, 조직시민행동(OCB)과의 연관성을 밝혀냈

다(Liden et al., 2008).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도움 행동, 창의적 행

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탈 행위를 감소시키는 영향력이 존재한다

(Neubert et al., 2008)고 밝혔다. 서번트 리더십은 구성원의 행동적 변화

를 주로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많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성과와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Hu& Liden, 2011, Schaubroeck et al., 2011). 이렇듯 서번

트 리더십의 연구가 지금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번

트 리더십을 경험한 구성원의 행동에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심리적 요소들과 서번트 리더십간의 관계를 살

펴보고, 조직구성원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혁신 행동은 기업의 긍정적인 성과와 이익을 증가시키고, 기대되는 위

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lmi and Kauhanen,

2008; Yuan and Woodman, 2010). 혁신에 대한 연구는 분석수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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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수준과 개인수준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Scott and Bruce,

1994). 조직수준에서의 혁신은 기업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실

행하여 경영혁신, 기술혁신 및 조직혁신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며

(Janssen, 2000), 개인수준의 혁신 행동은 종업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새

로운 아이디어와 효과적인 업무프로세스를 창출하여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Amabile, 1988). 개인수준은 개별구성원이 담당하고 있는

과업과 관련된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는 점에서 조직수준과 구분된

다(Scott and Bruce, 1994; Janssen, 2000). 개인수준에서 구성원들의 혁

신 행동은 자신의 과업이나 소속집단 또는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획하여 창조, 도입,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

을 의미한다(West and Farr, 1989; Jannsen, 2000). 혁신 행동은 조직 내

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도적으로 창출, 도입, 활용하

는 것으로 정의되며, 혁신적 업무행동의 구성요소는 아이디어의 생성, 아

이디어의 촉진 및 아이디어의 실현으로 이루어진다(Janssen, 2000).

혁신 행동은 조직 이론에서 구성원들에 의해 창조되는 산물이자 조직의

지속적인 혁신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Weick, 1979). 조직은 조직 내 주

체인 구성원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조직의 환경을 창조하며, 조직의 환경

과 조직 자체는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창조된다. 따라서 조직의 혁신은

개인에 기초를 하고 있으며, 개인 혁신 행동의 기초인 새로운 아이디어

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혁신활동은 조직의 목표달성과 성공의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Scott and Bruce, 1994).

혁신의 성공 여부는 개별 팀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

이 발휘하는 효과적인 팀워크에 달려 있는 만큼(Ilgen et al., 2005), 어떤

요인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팀 프로세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Marks et al.,2001). 혁신 행동은 조

직구성원이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직무 현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직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

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Port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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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직구성원의 혁신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

로 리더십과 리더의 긍정적인 피드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King &

Anderson, 1990; Schin &　McClomb, 1988).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조직구성원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리더의 긍정적 영향력과 지원을 통해

실행될 수 있다(Janssen,2000). 즉, 관계지향적 리더들이 과업 지향적 리

더들과 비교했을 때 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통한 성과창출을 지원하므

로, 구성원이 자발적, 능동적 혁신 행동을 발현하는데 있어 긍정적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이 밝혔다(Kanter, 2007).

또한 조직 내 리더가 권한 위임을 통해 구성원 스스로 의사결정에 참여

시키고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

해줌으로써 혁신 행동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Lawler et al,

1995). 리더와 구성원의 수평적인 관계와 지원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자기 결정감을 증가시키

고 이를 통해 혁신 행동을 유발한다고 하였다(Oldham & Cummings,

1996). 이는 서번트 리더십이 개인 수준의 긍정적인 태도 및 행동에 영

향을 미침을 확인한 것으로(Searle & Barbuto, 2011), 부하직원들이 상사

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서번트 리더십을 느낀다면 조직에서의 생활과 미

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리더의 수평적이고 임파워링하는 리더십 발

휘가 구성원의 혁신 행동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구성원들의 집중력 증진을 지원하고,

도움 행동과 혁신 행동의 증가를 유발할 것이다(Neubert et al.,2008;

Oldham,1996;Weilin Su,2019)

가설 1. 서번트 리더십은 혁신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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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서번트 리더십과 심리적 안전감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이란 "자신에게 나타날 부정적 결과

에 대한 우려 없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다는 지각

“(Kahn, 1990)", “반감이나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제약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상태”(Nembhard & Edmondson, 2006)로 정의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조직에서 구성원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하는 결

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리더십을 제안하고 있다. 심리적 안전감은 구

성원과 심리적으로 가깝거나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chneider & Reichers, 1983)고 주장한다. 특히 리더는 구성원에

게 지시, 명령 등의 다양한 소통을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Burris, Detert,

& Chiaburu, 2009), 구성원의 입장에서 리더는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

이며 중요한 상호작용 대상이다.

특히, 포용적 리더십이 심리적 안전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

명하였으며(Carmeli et al.,2010), 포용적 리더십이 강조하는 리더와 구성

원 간의 높은 수준의 관계의 질이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을 향상시

킨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리더의 행동 및 태도는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에 영향을 미

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상사가 우호적이며, 개방적인 분위기를 구축할수

록 특정 사안에 관한 문제나 이슈 등을 편안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구성

원의 믿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Edmondson,2003).

상사가 참여적인 행동을 보이며 구성원과 논의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위

임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 심리적 안전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였고(Nembhard & Edmondson,2006), 사람 중심적 접근을

보이는 리더십이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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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Halbesleben & Rathert,2008). 또한 후원적인 리더십 행동과 리더의

개방적 성향 등이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히고 있다(Kahn,1990).

그러므로 조직구성원들을 지지하며 배려하는 서번트 리더는 구성원에게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가치 있게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주어 심리

적 안전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설 2. 서번트 리더십은 심리적 안전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3절 심리적 안전감과 혁신 행동

심리적 안전감이란 자신의 발언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

이란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심리적 안전

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최선규·지성구, 2012).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하는 조직은 구성원에게 문제와 오류에 대해 보고

하도록 하여 학습의 기회를 만들며(Carmeli & Gittell, 2009), 문제의 예

방을 통해 공유된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고 구성원 스스로도 자신의 업무

와 조직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May, Gilson, & Harter, 2004). 심리적

안전감이 높은 조직의 구성원은 참신한 아이디어, 팀원이나 리더와의 의

견 불일치 등의 부정적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업무 관련 정보를 보

다 자유롭게 교환하고, 팀 목표에 대한 조정, 학습 및 진행을 촉진한다고

제시하였다(Cohen & Klein,2012).

결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깨닫는 과정이 구성원들의 태

도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의 결과변인인

행동 측면에서는 혁신 행동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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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안전감은 개인 차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안전감은

개인의 발언 행동으로 연결되어, 조직 내에서 심리적 안전감이 확보된 구

성원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Zhang, Fang,

Wei, & Chen, 2010), 그렇지 않은 개인은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부담을 느

껴 발언행동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Zhao & Olivera, 2006). 심리적 안전

감이 높은 팀원은 상사와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목표달성, 학습 등을 촉진한다고 주장

하였다(Schulte, Cohen, & Klein,2012). 또한, 심리적 안전감은 개인의 학습

과 관계가 있다. Carmeli & Gittell(2009)은 형성된 심리적 안전감은 실패

로부터 배우는 학습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구성원들은 리더와의 고품질의

관계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 안전하다고 느끼고(Edmondson,

2004; Kahn, 2007)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에 관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해

석이 있다(Carmeli & Gittell, 2009).

국내에서는 심리적 안전감과 관련된 연구를 개인 수준 보다는 팀 차원의

심리적 안전 풍토 중심의 연구 경향을 보인다고 보았다.(김학수·이준호·

한수진, 2013; 방호진, 2014). Edmondson(2004)의 연구에서는 팀의 리더

가 구성원들이 의견을 표현하는 데 심리적으로 안전한 분위기와 믿음을

형성하면 팀 내에서 학습행동이 촉진되고 이는 혁신 행동으로 연결된다

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심리적 안전감은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Kessel,

Kratzer & Schultz, 2012) 조직 내에서 의사 표현에 대한 위험부담을 완

화시키는 것으로 주장된다(Liang, Farh & Farh,2012). 또한, 혁신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해 개별 구성원이 동료들과 맺고 있는 교환관계의

질과 혁신행동 간에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이 밝혔다(김일천 등, 2004).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안전감이 혁신 행동에도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가설 3. 심리적 안전감은 혁신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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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심리적 안전감의 매개효과

이상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서번트 리더십, 심리적 안전감, 혁신 행동에

대한 논의들을 연결해 보면, 서번트 리더십이 심리적 안전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Nembhard & Edmondson,2006), 심리적 안

전감이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Edmondson,

1999). 이러한 관계를 종합해봤을 때, 서번트 리더십이 심리적 안전감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증가된 심리적 안전감은 혁신 행동을 증가시킬 것이

라고 예측할 수 있다.

Carmeli, Palmon, & Ziv(2010)는 포용리더십이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

을 높이고, 이는 다시 구성원이 창의적 직무에 더욱 많이 관여하도록 한

다고 하였다.

서번트 리더십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번트 리더십으로 인한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정서적 영향에 대해 실증하였다. 서번트 리더는

직원의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직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Taylor, ,1998).

심리적 안전감의 결과요인들은 학습, 발언행동, 직무몰입, 업무성과, 혁

신 행동 등으로 연구되고 있다. 심리적 안전감이 높은 직원은 자신의 의

견, 제안 등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며 다른 구성원과 지식, 정보를 많이 공

유할 경향이 있으며(Edmondson,1999), Hirak, Peng, Carmeli와

Schaubroeck(2012)은 심리적 안전감이 확보된 조직구성원은 그들의 관

심사나 질문을 자유롭게 표현한다고 하였다.

이상 심리적 안전감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 결과, 심리적 안전감은 개방

적이고 호의적인 리더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고, 구성원의 동기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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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서번트 리더십

에 의해 심리적 안전감이 확보된 구성원은 두려움이 감소되어 적극적이

고 주도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서번트 리더십과 혁신 행동 간의 관계에 심리적 안전감의 매개역

할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심리적 안전감은 서번트 리더십과 혁신 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제 5절 진정성 리더십의 조절효과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서번트 리더십이 심리적 안전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서

번트 리더십과 심리적 안전감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이론적, 경험적 연관성이 모든 상황에

서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 중, 본 연구에서는

리더의 진정성 리더십이 리더의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제안한다.

진정성 리더십은 ʻ자기 인식과 내재화된 도덕관, 균형 잡힌 정보 처리,

그리고 관계적 투명성을 양성하기 위하여 긍정 심리학적 역량과 긍정적

인 윤리 문화를 촉진하는 리더의 행동 패턴ʼ(Walumbwa, Avolio,

Gardner, Wernsing, & Peterson, 2008: 94)을 의미한다. 진정성 리더십은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이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조직성과가 향상된다고 연구되었다.(Avolio, Gardner,

Walumbwa, Luthans, & May,2004; Walumbwa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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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리더십은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자기

인식 (self-awareness)은 리더가 자신의 가치관, 강점 및 약점, 세계관,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 자신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Walumbwa et al., 2008). 두

번째, 균형 잡힌 정보 처리(balanced processing)는 리더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얼마나 관련된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지, 구성원들

에게 자신의 관점에 대해 도전해 달라고 요청하는지 등을 뜻한다

(Gardner, Avolio, Luthans, May, & Walumbwa, 2005; Walumbwa et

al., 2008). 세 번째, 내재화된 도덕관(internalized moral perspective)은

리더가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행위 기준을 가지고 ʻ내재적인ʼ 도덕

기준, 가치에 의하여 행동을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내재화

된 가치에 ʻ일관된ʼ 행동과 의사 결정을 하는 정도를 뜻한다(Avolio et

al, 2004; Gardner et al., 2005; Walumbwa et al., 2008). 네번째, 관계적

투명성(relational transparency)은 리더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authentic

self)를 통해 타인을 대하는 정도이다. 자신의 진실된 생각과 감정을 표

현하며 정보를 개방하는 것이다. 동시에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성 수준을 높이는 행

위이다(Walumbwa et al., 2008).

진정성 리더십과 다른 긍정적 리더십과의 가장 큰 차이는 리더와 구성원

의 자아인식, 자아규제, 긍정 심리학적 자산, 긍정적 조직문화를 조성하

려고 하는 노력에 있기 때문에 진정성 리더십이 다른 긍정리더십 이론의

뿌리 개념이 될 수 있다(Sankar, 2003).

기존의 리더십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여 리더가 조직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도전과 변화를 강조하면서 강한 동기부여를

하는 리더십이었다. 이러한 비전과 영감을 부여하는 리더십은 구성원들

의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하였고, 리더 중심이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으

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더들만의 이익을 위해 구성원들을 이용

할 수 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Bass & Steidl meier, 1999; Be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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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Price, 2003). 즉, 변혁적 리더가 겉으로는 변혁적인 표출을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평소 언행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인식되었고(Martin & Sims, 1956; Howell & Avolio,

1992;Bass & Steidl meier, 1999), 이와 동시에 많은 리더십 이론들이 리

더십 스킬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리더의 언행이 불일치하고 비윤리적

이며 진실하지 못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Bass &Steidl

meier, 1999; George, 2003; Luthans & Avolio, 2003).

이에 더하여, 최근 리더 중심의 진정성 리더십 개념에서 벗어나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또는 구성원 관점에서 진정성 리더십을 정의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Černe, Dimovski, Marič, Penger, & Škerlavaj,

2014; Fields,2013; Sidani & Rowe, 2018). 리더와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하나의 결과물로써 진정성 리더십을 정의하였고, Sidani

& Rowe(2018)는 리더 개인에 초점을 둔 진정성 리더십을 비판하며 리

더의 진정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정당화된 인식으로 진정성 리더십을 정

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정성 리더십이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하여, 부하직원이 느끼는 상사의 진정성 리더십을 조절변수로

사용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구성원이 그들의 직속상사의 가치관과 동

일시되었을 때 리더를 더욱 신뢰하게 되며(Podsakoff et al., 1990), 부하

직원이 상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지각하면, 진정성 리더십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Jung &Avolio,2000). 더불어 리

더가 진정성을 가지면 부하직원에게 조직의 목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더 나아가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Avolio &

Bass,1995).

이처럼 서번트 리더의 진정성 리더십은 심리적 안전감을 조절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지각하고

(King, Felin, & Whetten, 2010), 동시에 리더는 조직을 상징하는 대표적

인 인물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리더십은 심리적 안전에 상당한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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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rown & Treviño,2006), 진정성 리더십은

대인 관계적 신뢰나 상호존중으로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Leroy,Palanski, & Simmons, 2012). 그렇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서번트 리더의 행동이 진정성이 없다

고 느낀다면 그 긍정적인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느낄 것이다. 예를 들

어 진정성 리더십이 높은 상황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은 리더가 보여주는

서번트 리더십이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에 기반한(가치관/도덕 및 윤리

관) 행동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번트 리더십이 심리적 안전

감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증폭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진정성 리

더십이 낮은 수준, 즉 서번트 리더가 숨겨진 의도로 인상관리를 위한 가

짜행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구성원들이 리더의 서번트 리더십이 진

정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온 진정한 행동인지에 대해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전감의 효과를 높이는 힘은 반감

될 것이다.

즉, 서번트 리더가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이, 진정성 리더십의 정도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

가설 5. 서번트 리더의 진정성 리더십이 심리적 안전감을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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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 혁신 행동

(Innovative activities)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 속에서 심리적 안전감

(Psychological Safety)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

한, 서번트 리더십이 심리적 안전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리더의 진정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번트 리더십을 독립변수, 혁신 행동를 종속변

수, 심리적 안전감을 매개변수, 진정성 리더십을 조절변수로 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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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대상

현재 한국에 있는 다양한 형태, 크기를 지닌 기업들에 근무 중인 근로자들

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횡단 연구

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 연구는 데이터를 세 시점으로 나누어 수집

하였다. 각 변수는 5~6주 간격으로 수집하였다.

첫 번째 설문 조사에서 770명의 응답자가 참여하였고, 두 번째 설문 조

사에서는 앞선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들 중에서 550명이 참여하였다. 마

지막으로 세 번째 설문 조사까지 최종적으로 참여한 인원은 347명이다.

설문 결과, 성별 구성은 남자 181명(52.2%), 여자 166명(47.8%)이다. 응

답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연령대는 30세 미만이 48명(13.8%), 30세~39

세가 124명(35.7%), 40세~49세가 116명(33.4%), 50세~59세가 59명(17%)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2년 미만이 65명(18.7%),

2~3년 미만이 36명(10.4%), 3년~5년 미만이 59명(17%), 5년~10년 미만이

160명(46.1%), 10~20년 미만이 27명(7.7%)으로 분포하였다. 그들의 직급

은 사원 84명(24.2%), 대리 74명(21.3%), 과장 80명(23.1%), 차장 38명

(11%), 부장 44명(12.7%), 기타 27명(7.8%)가 포함되었다. 학력별로는 고

등학교 졸업이 30명(8.6%), 전문대학교 졸업이 63명(18.2%), 대학교 졸업

이 213명(61.4%), 대학원 졸업 이상이 41명(11.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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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내  용 빈  도 비율(%)

성별
남성 181 52.2

여성 166 47.8

연령

30세 미만 48 13.8

30~39세 124 35.7

40~49세 116 33.4

50~59세 59 17

근무기간

2년 미만 65 18.7

2~3년 미만 36 10.4

3~5년 미만 59 17

5~10년 미만 160 46.1

10~20년 미만 27 7.7

직급

사원 84 24.2

대리 74 21.3

과장 80 23.1

차장 38 11.0

부장 44 12.7

부장 이상 기타 27 7.8

교육수준

고졸 이하 30 8.6

전문대 졸 63 18.2

4년제 대졸 213 61.4

대학원 이상 41 11.8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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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는 서번트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심리적 안전감을 매개변

수로 진정성 리더십을 조절변수로 혁신 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5점 척도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

다,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시점별로 서로

다른 응답자에게 데이터를 수집하여 동일방법편의에 의한 오류를 해결하

고자 하였다.

1.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은 섬김의 자세로 자신의 욕구보다는 조직원들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그들의 성장과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리더십이라 정의하고 있다(Greenleaf,1997).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정의에 따라 서번트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 개의 시점 중

첫 번째 시점에서 Liden et al.(2014)이 개발한 7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

하였다.

‘내 상사(리더)는 내 이익을 상사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내 상사

(리더)는 성공을 하기 위해 윤리적인 원칙들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

는다’,‘내 상사는 공동체에 보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등 총 7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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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성 리더십

진정성 리더십은 ʻʻ자기 인식과 내재화된 도덕관, 균형 잡힌 정보 처리,

그리고 관계적 투명성을 양성하기 위하여 긍정 심리학적 역량과 긍정적

인 윤리 문화를 촉진하는 리더의 행동 패턴ʼʼ(Walumbwa, Avolio,

Gardner, Wernsing, & Peterson, 2008: 94).을 의미한다.

첫 번째 시점에서 진정성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 논문

Neider&Schriesheism(2011)에서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선

행 연구들에 의하면 진정성 리더십은 자기 인식, 균형 잡힌 정보 처리,

내재화된 도덕관, 관계적 투명성 등의 네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 요인들을 대표하는 세 문항씩을 선정하여 총 12 문항을 사

용하였다. ʻ나의 상사는 평소에 자신이 표명하는 가치, 신념과 일관되게

행동한다ʼ, ʻ나의 상사는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어보라고 요

청하곤 한다.‘ ʻ나의 상사는 실수를 했을 때 솔직히 인정한다ʼ, ʻ나의 상사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 ʼ 등이다.

3. 심리적 안전감

심리적 안전감은 “업무환경에서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나 조직이 수행하

는 방법에 관해 질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의견 등을 제시하는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이미지나 지위, 혹은 경력 등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란 두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이다.

두 번째 시점에서 심리적 안전감의 변수를 Edmondson(1999)의 연구에

서 사용된 심리적 안전감 측정항목 7문항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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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조직 내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해도 안전하다’, “조직 내에

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나는 조직내에

서 다루기 어려운 이슈들이나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다‘ 등이 있다.

4. 혁신 행동

혁신 행동이란 ‘조직생활에 있어 구성원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될 때 이에 알맞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포함하는데, 새로운 기술이나 제조공정,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조, 타인의

아이디어를 증진시키고, 실행을 위한 필요 자금 확보, 실행을 위한 계획

수립과 스케줄을 개발하는 혁신적인 것’로 정의된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정의하였다(Scott and Bruce,1994).

세 번째 시점에서 혁신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cott and Bruce(1994)가

개발한 혁신적 행동의 측정도구의 6문항을 수정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응답자는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상사가 본인을 평

가하였을 때를 떠올리며 설문에 임하였다. ‘ 이 직원은 혁신적이다’, ‘ 이

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낸다’ ,‘ 이 직원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동료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으려 노력한다’ 등이

있다.

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이 혁신 행동 간의 관계에 심리적 안전감과

진정성 리더십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어,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

성과 혁신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선정하여 통제변

수로 설정하였다. 이에 성별, 연령, 근무기간, 직급, 교육수준 총 5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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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문항수 출  처

서번트 리더십 7개 Liden et al.(2014)

혁신 행동 6개 Scott and Bruce(1994)

심리적 안전감 7개 Edmondson(1999)

진정성

리더십

자기 인식

12개 Neider&Schriesheism(2011)
균형 잡힌 정보 처리

내재화된 도덕관

관계적 투명성

통제변수 5개

합계 37개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의 경우,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남성인 경우 1, 여성인 경우 2으로 구

분하였다. 연령은 30세 미만은 1, 30세 이상～40세 미만은 2, 40세 이

상～50세 미만은 3, 50세 이상～60세 미만은 4으로 하였다. 근속연수는 2

년 미만이 1, 2년 이상～3년 미만이 2, 3년 이상～5년 미만이 3, 5년 이

상～10년 미만이 4, 10년 이상～20년 미만이 5, 20년 이상이 6이다. 직

위는 사원 1, 대리 2, 과장 3, 차장 4, 부(팀)장 5, 실·국장급 이상 6으로

설정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하 1, 전문대학 졸업이 2, 4년제 대

학교 졸업이 3, 대학원 이상이 4로 설정하였다.

6. 설문지 구성

<표 2>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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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제1절 분석방법

본 연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2.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ronbach’s α값을 활용하여 변수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성별, 학력, 연

령 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근속연수, 교육수준 등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

용된 변수 중 설문문항이 비교적 많은 변수에 대해서는 척도의 신뢰성을

높여 보다 연속적인 정규분포화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항목묶음방식(item

parceling)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 신뢰도 측정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신

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값이 0.7 이상이면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뢰도 분

석결과 서번트 리더십은 0.782, 혁신 행동은 0.914, 심리적 안전감은

0.774, 지각된 진정성 리더십은 0.923로 나타나 모든 변수의 값이 0.7을

넘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는 <표 3>과 같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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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변 수 항목 수 Cronbach’s α값

서번트 리더십 7 0.782

혁신 행동 12 0.914

심리적 안전감 7 0.774

진정성 리더십 6 0.923

2. 타당성 검증

측정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응답 시점은 다르지만 한사람에 대한 측정결과이기 있기 때문에 3가

지 변인(서번트 리더십, 심리적 안전감, 진정성 리더십)의 타당성을 점검

했다. 이 과정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은 요인분석 결과를 반영한 항목

묶음방식(Item parceling)을 통해 측정문항을 각각 3가지 요인으로 분류

하여 검증하였다. 종속변인인 혁신행동은 응답자의 상사로부터 측정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에서 자유로워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표 4>와 같이 구조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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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측정항목 요인

표준요인 

적재치
S.E CR AVE

서번트 

리더십

ServantLeader_IT1 .696 .071

0.843 0.643ServantLeader_IT2 .677 .085

ServantLeader_IT3 .757 -

심리적 

안전감

Psy_Safety_IT1 .692 -

0.910 0.772Psy_Safety_IT2 .755 .106

Psy_Safety_IT3 .876 .122

진정성 

리더십

자기인식 .870 -

0.939 0.796
균형정보처리 .893 .047

내재도덕 .799 .045

투명성 .715 .052

측정모델 

적합도

χ2 = 47.574 (df = 32, p < 0.05) , RMSEA = 0.038, RMR = 

0.016, GFI = 0.975, AGFI =0.957, NFI = 0.973, IFI = 0.991, 

TLI = 0.987, CFI = 0.991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검증결과

확인적 요인 분석 검증 결과 모든 구성개념에 대한 표준요인 적재치가

0.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집중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념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값을 계산한 결과 각각 0.7과 0.5보다 높았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문항이 각각의 요인에 대

한 대표성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카이자

승 차이 검증을 통해 3요인을 사용한 연구 모형이 간명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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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카이제곱 차이 검증결과

모형 χ² df CFI TLI RMSEA △χ²

1요인 412.506 35 .780 .717 .177 -

2요인 383.009 34 .797 .731 .172 29.497

3요인 47.574 32 .991 .987 .38 335.435

최종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χ2 = 47.574 (df = 32, p < 0.05), RMSEA

= 0.038, RMR = 0.016, GFI = 0.975, AGFI = 0.957, NFI = 0.973, IFI =

0.991, TLI = 0.987, CFI = 0.091 이다. RMSEA 값은 0.1이하, RMR 값

은 0.5 이하로 나타났고 GFI, AGFI, NFI, IFI, TLI, CFI 값이 전반적으

로 0.9에 근접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적합도는 양호한 수준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

해 <표 6>와 같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여 통제변수 5개와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

된 4개 변수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인 서번트 리더십과 종속변수인 혁신 행동(0.291, P<0.001)와는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심리적 안전감(0.307, P<0.01),

진정성 리더십(0.705, P<0.01)과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종속변수인 혁신 행동은 심리적 안전감(0.343, P<0.001), 진정성

리더십(0.161, P<0.01) 모두 정(+)의 관계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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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 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1. 성별 1.48 .500 - 　 　 　 　 　 　 　

2. 연령 2.54 .932 -.434*** - 　 　 　 　 　 　

3. 근무기간 4.86 3.178 .018 .040 - 　 　 　 　 　

4. 직급 2.90 1.580 -.381*** .408*** .059 - 　 　

5. 교육수준 2.76 .769 -.118 .008 .026 .225 -

6. 서번트 리더십 3.11 .609 -.096 .066 -.023 .129* -.051 -

7. 진정성 리더십 3.22 .640 -.007 -.016 -.036 .005 .048 .705** -

8. 심리적 안전감 3.22 .558 -.168** .187*** .082 .206** .073 .307** .258** -

9. 혁신 행동 3.17 .689 -.180** .260*** .043 .220*** .096 .291*** .161** .343***

<표 9> 변수 간 상관관계

N=246, *p<0.05, **p<0.01, ***p<0.001(양측)

1. 성별: 더미변수 (1)남성, (2)여성, 2. 연령 : (1) 만20-29세, (2) 만 30-39세, (3) 만40-49세, (4) 만50-59세, 3. 근무기간 : (1)2년 미만, (2)2년 이상∼3년 미만, (3)3년 이상∼5년 미만, (4)5년 이

상∼10년 미만, (5)10년 이상∼20년 미만 4. 직급 : (1) 사원 (2) 대리 (3) 과장 (4)차장 (5) 부장 (6) 기타) 5. 학력: (1) 고졸이하 (2) 전문대 졸 (3) 4년제 대졸 (4) 대학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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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구조 모형 검증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 모형 이외에 가능한 대안 모형은 1개이며. 이를

비교하기 위해 카이자승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인 모

든 경로가 연결된 부분 매개모형 1을 기준으로, 경로 하나가 제거된 완

전 매개 모형 2와 비교한 후, 두 모형 중 우세한 모형을 채택하였다. 각

모형을 [그림2]와 [그림3]에 제시하였고, <표7>에서 각 모형들의 카이자승

값과 적합도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그림 3] 대안모형

<표7> 대안 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² df CFI TLI RMSEA △χ²

1 245.858 108 .947 .925 .061

10.515

2 256.373 109 .943 .920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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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모형의 적합도 비교 결과 부분 매개 모형에서 Chi-square 값이 낮

아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모형은 부분 매개 모형을 채택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χ2245.858

(df=108,N=356,p<0.001), RMSEA=0.061,CFI=0.947,TLI=0.9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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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설 검증

1. 서번트 리더십과 혁신 행동, 심리적 안전감의 관계

가설 1에서 서번트 리더십이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설 2는 서번트 리더십이 심리적 안전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

였다. 그리고 가설 3은 심리적 안전감은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설 1,2,3의 검증 결과는 [그림4]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그림4] 변인들 간 표준화 회귀계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서번트 리더십(β=0.187,p<0.01)은 혁신 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

된 서번트 리더십과 혁신 행동의 정(+)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두 번째로 서번트 리더십(β=0.201,p<0.01)은

심리적 안전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관

계 분석을 통해 확인된 서번트 리더십과 심리적 안전감의 정(+)의 관계

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세 번째로 심리적

안전감(β=0.321,p<0.001)은 혁신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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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추정치 S.E 95%신뢰구간

서번트 

리더십-심리적안전

감-혁신 행동

0.055 0.043

하한 상한

0.010 .110

나타났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된 심리적 안전감과 혁신 행

동간의 정(+)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2.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유의성 분석

가설 4에서 제시한 서번트 리더십과 혁신 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전감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레핑기법을 사용

하였다. 이 기법은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95%의 신뢰구간을 활용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신뢰구간은 0을 포함

하지 않았다.

<표 8> 부트스트랩핑 결과

결과를 보면,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번트 리더

십은 심리적 안전감을 매개로 하여 혁신 행동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3. 진정성 리더십의 조절효과 분석

진정성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과 심리적 안전감과의 관계를 완화시키

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인인 서번트 리더십과 조절변인인 진정성 리

더십으로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다. 상호작용항과 매개변인인 심리적 안

전감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진정성 리더십이 버퍼링 효

과로써 심리적 안전감의 긍정적인 연결고리를 정(+)적으로 완화시켜준다

는 것을 보여준다. 진정성 리더십의 정도가 높을 때, 서번트 리더십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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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더라도 심리적 안전감이 높아지는 것을 강화하게 된다는 의미로, 가

설5를 뒷받침한다.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진정성 리더십이 높다고 느끼는 집단의 경우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은 리

더가 보여주는 서번트 리더십이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에 기반한 행동이

라고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번트 리더십이 심리적 안전감을 높여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증폭될 것이다.

[그림 5] 진정성 리더십의 조절효과(서번트 리더십-심리적 안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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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가설 검증결과 요약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구 분 가설의 내용 결과

가설1 서번트 리더십은 혁신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서번트 리더십은 심리적 안전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심리적 안전감은 혁신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심리적 안전감은 서번트 리더십과 혁신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5
진정성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과 심리적 안전감 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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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요약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서번트 리더십이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과 심리적 안전감의 매개효과, 진정성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국내 직장인들을 대상으

로 2020년 9월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일방법편의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변인에 대한 설문을 3

번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회수한 347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프로그

램 SPSS 25.0와 AMO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의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구

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Nembhard &

Edmondson,2006; Edmondson,2003), 조직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낮

은 자세로 노력하는 서번트 리더는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선행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은 혁신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Carmeli &

Gittell, 2009; May, Gilson, & Harter, 2004; Schulte, Cohen &

Klein,2012)로, 조직의 성과를 위하여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과 능동

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심리적

안전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안전감이 조직구성원들의

혁신 행동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셋째,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전감은 리더의 서번트 리더십과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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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행동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리더의 서번트

리더십은 구성원의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매개변수인 심리적 안전

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분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리더의 서번트 리더십이 구성원

들의 심리적 안전감을 높이는 영향력으로 조직구성원의 혁신 행동을 높

이는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이 서번트

리더십과 혁신 행동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기존 선행연구와 유

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Brunside,1999).

넷째, 진정성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과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의 정

(+)의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리더의 서번트 리더십

이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에 미치는 영향은 리더의 진정성 리더십

이 낮은 집단보다는 진정성 리더십이 높은 집단에서 더 급격하게 향상되

었다. 이에 리더의 진정성 리더십이 높은 환경일수록 낮은 진정성 리더

십을 가진 리더의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전감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진정성 리더십이 심리적 안전감을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

다(Avolio & Bass,1995;Jung,2000).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서번트 리더십이 혁신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특히 이들 관계에서 심리적 안전감의 매개

효과와 진정성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리더의 서번

트 리더십이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과 혁신 행동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리더의 진정성 리더십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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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이다. 첫째, 기존의 서번트 리더십과 혁신 행동

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토대로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연구되지 않았던 서번트 리더십과 혁신

행동에서 심리적 안전감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특히 심리적 욕구들

에 대한 연구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과 심리적 안전감의 관계 속에서 진

정성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리더의 변혁적, 윤리

적, 서번트적 행동이 아무리 긍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행 일치를 하지 않는 리더는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의 증가폭을 감소

시켜,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리더의 서번트

적 행위,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이

를 실행하는지 여부이다. 특히 리더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며 리더의 역할의 막중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

더의 진정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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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실제 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실무적인 제언을 한다. 첫

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을 존중하며, 조

직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이끌어내고 그 효과는 구성원에게 혁신

행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혁신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자는 조

직구성원의 소리를 경청하고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가지며, 깨달으려 노

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서번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둘째로 리더의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 구성원의 혁신 행동을 촉진시키

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

이디어를 창출해 내기 위한 심리적 안전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프로그

램 또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리더와 조직구성원들

은 서로 공감과 지지를 통해 그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행동을 발

휘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경영자는 조직 내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또

는 보호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리더들이 서번트 리더십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 하여 조직

구성원의 혁신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진정성 리더십의 조절효과

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진정성이 없는 서번트 리더의

행동은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

고, 리더십을 진정성 있게 발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조직

내 리더의 진정성의 중요성을 일깨움과 동시에, 그러한 진정성이 담긴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조직 내 서번트리더

의 긍정적인 효과가 조직 내에서 상쇄되어 버리지 않도록, 리더의 ‘진정

성’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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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이론적 실무적 함의점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몇 가지 주요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설문 문항을 번역하여 활용하여 어감 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의 정서에 맞도록 측정도

구를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을 통하여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요인별 영

향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연구대상을 구성원 개인 수준이 아닌 조직 수준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조직에서 구성원이 지각하는 서번트 리더십이 차이가 발생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또한, 심리적 안전감은 누가 응답하느냐에 따라 측정하

는 개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고경영자 또는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응답자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설문 응답 방식의 한계점으로 인해 본 연구에 활용된 설문

조사는 구성원들의 자기 보고에 기초하였다. 조직 구성원들의 자기 보고

는 실제 행동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동료들의 보고 또는 제

3자의 행동 관찰 등으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위와 같은 한계점을 보

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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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ervant leadership on 

Innovative activities  : 

Role of  Psychological Safety 

and Authentic Leadership

Yu jin, Kim

Abstract

This study looked at the impact of the boss's Servant leadership

on the Innovative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s member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Safety and moderating effect of

Authentic Leadership. Through this, we wanted to see how the

boss's Servant leadership leads to innovative behaviors of members.

The analysis results of 347 individual level data through online

surveys. Established a relationship model between each variable and

checked its fit. Correlation analysis shows that Servant leadership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Innovative activities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nd that the psychological safety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Innovative activities. In

addition, the psychological safety of the members partially mediated

the impact of the leader's Servant leadership on the Innovative

activities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leader's Authentic

Leadership has been confirmed to have a regulation effect that

strengthens the effect of affection between the leader's Ser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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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and the psychological sense of Authentic of the

organization's members. In other words, highly authentic Servant

leaders have been shown to increase the psychological safety of the

organization's members.

The study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ant leadership

and employee innovative activities. Members who work with Servant

leaders tend to come up with ideas and generate results for their

organizations. The behavior of these members leads to innovative

behavior.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psychological safety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creases if they feel the psychological

safety of the leader and the authentic of the leader in making free

remarks and opinions from the opinion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round the above results.

Keywords : Servant leadership, Innovative activities,

Psychological Safety , Authentic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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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별 측정 설문항목

<표 10> ‘서번트 리더십’의 측정 설문 항목

번호 문항

1
나의 상사(리더)는 업무와 관련된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다.

2
나의 상사(리더)는 의사결정을 할 때, 내 경력 개발을 우선 순
위에 둔다.

3
내가 만약 개인적인 문제를 겪는다면, 나는 내 상사(리더)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4 내 상사(리더)는 내 이익을 상사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5
내 상사(리더)는 공동체(community)에 보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한다.

6
내 상사는 내가 가장 좋다고 느껴지는 방식(혹은 내가 가장 원
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처리할 자유를 준다.

7
내 상사(리더)는 성공(성취)을 하기 위해 윤리적인 원칙들을 포
기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

<표 11> ‘진정성 리더십’’의 측정 설문 항목

번호 문항

1 내 상사는 자신이 느끼는 느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2 내 상사는 실수를 했을 때 솔직히 인정한다.

3 내 상사는 부하들이 솔직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격려하는 편이다.

4 내 상사는 어려운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엄격한 윤리적 기준에 따른다.

5 내 상사는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와 신념에 따라 의사 결정 한다.

6 내 상사는 자신이 표명하는 가치, 신념과 일관되게 행동한다.

7 내 상사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8 내 상사는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어보라고 요청하곤 한다.

9 내 상사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조사한다.

10
내 상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지에 대해 정화기 알고 있다.

11
내 상사는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다.

12
내 상사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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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1
이 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새로운 기술, 프로세스, 제품 아이디어
등을 찾으려고 한다.

2 이 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낸다.

3
이 직원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과 스케
줄을 짠다.

4
이 직원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동료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으
려 노력한다.

5
이 직원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지원
을 확보하려고 한다.

6 이 직원은 혁신적이다.

<표 12> ‘심리적 안전감’의 측정 설문 항목

번호 문항

1 나는 조직 내에서 다루기 어려운 이슈들이나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다.

2 조직 내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해도 안전하다.

3 조직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4
조직 내에서 어느 누구도 의도적으로 내 노력을 손상시키는 방식
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5 조직 구성원들은 동료들의 독특한 기술이나 재능을 가치있게 여긴다.

6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다’는 이유로 동료들을
배척하지 않는다.

7
내가 조직 내에서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 그것은 종종 나에게 불
리하게 작용한다.

<표 13> ‘혁신행동’의 측정 설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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