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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기업에서 도입한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 간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와 개

인-조직 적합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고성과 작

업시스템이 구성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구성원의 역량과 자발

적 동기를 제고하고 구성원 간의 협력과 소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

므로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구성원의

내적 기재로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과 개인-조직 적합성이 변수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국내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근무 중인 근로

자들로부터 수집된 463개의 데이터 중 기업의 고성과 작업시스템 도입에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3인 이하의 소수 근로자가 응답한 기업의 데이

터와 불성실 응답 데이터를 삭제하여 총 382개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

하였다.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

성과 작업시스템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혁신행동 간

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갖는다. 넷째, 개인-조직 적합성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혁신행동 간의 정(+)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다섯째, 고성과

작업시템과 혁신행동 간 관계에서 개인-조직 적합성에 의해 조절된 심



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각된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구성원 개인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점이다. 기

업이 고성과 작업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기업이 구성원에게 폭넓은 자율성과 심리

적 권한을 부여하여 구성원이 변화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채용,

교육, 평가, 보상 등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개인-조직 적합성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고, 조절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고성과 작업시스템

과 혁신행동을 매개함을 확인한 점이다. 실무적으로는 고성과 작업시스

템의 활용과 함께 구성원과 조직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지속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고성과 작업시스템, 혁신행동, 심리적 임파워먼트, 개인-

조직 적합성,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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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급변하는 현대의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혁신적

이고 빠르며 유연한 대응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경쟁적 환경에서 조

직의 구성원은 혁신, 속도, 적응성의 핵심으로써(Datta et al, 2005) 기업

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간주된다. 인적자원은 희귀

하고 가치가 있으며 대체와 모방이 불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우위를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Barney, 1991).

기업이 인재를 인적자원으로 인식함에 따라 이를 양성하는 전략적 인

적자원관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고성과 작업

시스템(high-performance work system; HPWS)이 주목 받기 시작했다.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조직 구성원의 기술, 조직몰입 그리고 성과를 향상

시키기 위해 설계된 인적자원관리 관행이 집약된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Guest and Conway, 2011; Boxall and Macky, 2009; Datta et al,

2005). 고성과 작업시스템 하에서 구성원은 조직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원이므로(Barney and Wright, 1998; Amit

and Schoemaker, 1993), 구성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것이 현

대 기업의 인사관리시스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Barney,

1991).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같은

인적자원관리 관행과 개인 및 조직 성과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다(Boxall et al, 2011; Boxall and Purcell 2008; Gerhart 2007;

Lepak et al, 2006). 예를 들어,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이직, 기업 재정 성

과(Guthrie, 2001; Huselid, 1995), 노동 생산성(Huselid, 1995), 기업 생산

성(Guthrie, 2001)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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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 작업시스템과 조직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성과 작

업시스템이 구성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동기를 유발하며 자율성 확대

를 통해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인사관리 성과와 생산성 향상과 같은

운영적 성과 및 매출 증대 등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Jiang et al., 2012; Combs et al., 2006;

Subramony, 2009).

이처럼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상호보완적 성격의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묶음으로 실행함으로써 구성원의 몰입, 만족 등과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높이고자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최장호, 2010).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조직의 성과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

에(Wall and Wood, 2005; Wright and Gardner, 2003) 최근에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어떤 경로를 통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

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나인강, 2014; Kehoe and Wright, 2013;

Gong et al., 2010; Takeuchi et al., 2007).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인적

자원관리와 조직 성과 간의 관계를 조직 수준이 아닌 개인 수준의 변수

를 위주로 살펴보고 있어 경로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지성･류성민, 2014).

또한 연구자들은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같은 인적자원관리 제도가 성과

를 이끌어내는 메커니즘이 불분명하고(Takeuchi et al., 2009),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를 연계함에 있어 구성원 개인의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Boseli et al, 2005; Guest, 1997). 이와 함께 고

성과 작업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관리적 측면에서만 강조되거나, 개인의

성과를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조직 성과 간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매개

변수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Zhang et al.,

2013; Delbridge and Keenoy 2010; Boselie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결과변수(임희정･강혜

련, 2005)이자 개인적 차원의 조직성과 선행변수로 혁신행동에 주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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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혁신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창출

하는 경쟁력을 제공하는 원천이며,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설현도, 2014). 특히, 구성원의 혁신행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

출하고 개인, 팀 및 조직에 유익한 아이디어를 홍보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인의 능동적 행동으로서(Janssen, 2000) 역동적인 경영환

경 속에서 조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산이다(West and

Farr, 1990; Kanter, 1983).

현대 경영환경에서 기업이 혁신을 통해 경쟁 우위를 획득하는 것은 점

점 더 중요해져(Pieterse et al., 2010) 혁신이 조직의 유효성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Shalley, 2009; West et al., 2004;

Oldham and Cummings, 1996; Scott and Bruce, 1994; Woodman et al.,

1993). 따라서 구성원의 혁신행동은 고성과 작업시스템 하에서 조직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성

과 작업 시스템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발적인 혁신행

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실증 분석하고

자 한다. 또한 구성원의 개인-조직 적합성을 조절변수로 두어 심리적 임

파워먼트와 혁신행동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성원의 혁신

행동은 심리적으로 임파워된 개인이 발휘하는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행동

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개인-조직

적합성을 통해 변수 간 관계를 더욱 심도 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에 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

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된 측정문항을 활용하

여 설문지를 구성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실증분석하

여 지각된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두 변수 사이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개인-조직 적합성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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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고성과 작업시스템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구성원의 기술, 조직몰입, 노력을 증가시킬 수 있

도록 설계된 각기 다르지만 또한 상호 연관된 인사제도 시스템(권기욱·

김광현·김종인, 2012; Takeuchi et al., 2007)으로, 기업의 인적 자원이 경

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일관되게 실행하는 정책과

관행을 의미한다(Huselid et al., 1997).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핵심은 경

영 환경이 급변하고 기업 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구성원이 조직

의 성과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여러 가지 인사관리 관

행들의 결합에 있다(Appelbaum et al., 2000). 이는 내적으로는 인적자원

관리 관행 간의 조화를 의미하는 수평적 적합성(horizontal fit)과 외적으

로는 조직 전략과의 연계를 의미하는 수직적 적합성(vertical fit)을 포함

하는 개념이다(조세형･윤동열, 2013; Evans and Davis, 2005; Wright

and McMahan, 1992).

연구자들은 고성과 작업시스템을 관심의 초점에 따라 고성과 인적 자

원관리시스템(High-performance HR System), 인력자본제고 인적자원관

리시스템(Human capital enhancing HR systems), 고헌신 작업시스템

(High commitment work system)(Lepak and Snell, 2002; Arthur, 1992,

1994), 고몰입 작업시스템(High involvement work systems)(Arthur,

1994; Lawler, 1992) 등으로 명명하였다(구정모, 2015). 명칭에 따른 개념

과 구성 요소 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각각의 시스템 모두 인적자원관

리 관행의 묶음으로써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

이 있다고 할 수 있다(권기욱 외, 2012; Datta et al., 2005; Evans and

Davis, 2005).

연구자들은 고성과 작업시스템을 구성하는 인적자원관리 관행으로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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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채용, 성과에 따른 보상 및 평가, 교육훈련, 참여기회 확대 등을 제

시하고 있다(Combs et al., 2006; Huselid, 1995; Delaney and Huselid,

1996).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ae and Lawler(2000)는 고용보장 정

도, 선별적 채용, 참여적 직무설계, 조직 성과에 따른 보상, 광범위한 훈

련, 조직 내 지위 격차 해소, 정보공유를 제시하였고, Macky and

Boxall(2007)은 유연한 직무 할당, 엄격한 채용 절차, 광범위한 교육 훈

련, 발전 및 성과기반 성과 평가, 경쟁적 보상, 광범위한 혜택 등를 제시

하였다. 이 외에도 성과에 기초한 보상, 훈련, 참여, 선별적 채용, 내부적

승진, HR계획, 유연근무, 성과 평가, 고충처리 절차, 팀제, 정보공유, 고

용보장(Combs et al., 2006), 고용보장, 신중한 선발관리, 자율성, 고임금,

광범위한 교육 훈련, 평등성, 정보공유(권동인·박호환, 2003) 등 연구자에

따라 고성과 작업시스템을 구성하는 인적자원관리 관행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Subramony(2009)는 고성과 작업시스템 구성요인을 목적에 따라 임파

워먼트 강화, 동기 강화, 역량 향상으로 분류하였는데, 임파워먼트 강화

묶음으로는 업무 프로세스 및 성과에 직원 참여, 공식적인 고충처리 절

차와 불만 해결 시스템, 직무 강화, 자체 관리 또는 자율 작업, 구성원의

피드백을 장려하는 시스템을, 동기 강화 묶음으로는 공식적 성과 평가

절차, 인센티브 계획, 성과 연동 임금, 내무 경력 이동 및 승진 기회, 건

강관리 및 복지 제도를, 역량 향상 묶음으로는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 요

구사항, 직무 기술 훈련, 대규모 지원자 풀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모집 제

도, 선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검증된 절차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 고성과 작업시스템을 구성하는 인적자원관리 관

행의 분류 기준과 하위 요인에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내적으로는 인적자원관리 관행 간에, 외적으로는 조직 전

략과의 연계성을 지닌(Evans and Davis, 2005) 상호보완적이고 집약적

인 시스템이라는 점은 널리 수용되고 있다(Zacharatos et al., 2005;

Huselid,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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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 작업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자원기반이론(Barney, 1991;

Wenerfelt, 1984)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우위 요소의 확보차원에서 강

조되어왔다(권기욱 외, 2012). 자원기반이론은 인적자원을 가치 있고 모

방이 어려운 자원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우위 원천으로 인식함으로

써(김건식, 2013), 인사관리 시스템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심적인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권기욱 외, 2012; Becker and Huselid,

2006; Delery, 1998; Wright et al., 2001).

자원기반이론을 근간으로, 인적자원관리와 기업의 성과 관련 변수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졌으며(Baker, 1999; Ichniowski et al., 1995;

Osterman, 1994; Arthur, 1992),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생산성 향상과 같

은 조직의 재무적인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Jiang et al,, 2012; Combs et al., 2006; Subramony, 2009). 또한 재무적

성과 외에도 인적자원 성과, 조직 성과와 같은 기업 성과에 대한 실증

연구도 이루어져,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 간의 긍정

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권기욱 외, 2012; 배종석·사정혜, 2003; Boxall

et al., 2011; Boxall and Purcell 2008; Gerhard 2007; Combs et al.,

2006; Lepak et al., 2006; Batt, 2002; Bae and Lawler, 2000; Huselid,

1995).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근거로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Blau, 1960)을 들 수 있다.

사회교환이론에 의하면, 사회교환 현상은 개인과 조직 간에도 적용 가능

하여(Cropanzano and Mitchell, 2005; Eisenberger et al., 1986), 상호 의

존적인 관계 속에서 양쪽의 외재적, 내재적 보상을 통해 지속적인 교환

관계가 이루어진다(Blau, 1964). 따라서 조직이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고 조직에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양재완 2016; Takeuchi et al., 2007;

Evans and Davis, 2005; Arthur, 1994). 사회교환이론은 조직과 구성원

간의 윈-윈 관점과 행동주의적 접근방식(Schuler et al., 1989)을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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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완, 2016)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이 구성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

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동주의 관점(behavioral perspective)에서는 다양한 인적자원관리 관

행이 구성원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조직성과가 달성

될 수 있으므로 구성원의 행동이 인적자원관리 관행과 조직성과를 연계

하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구정모, 2015). 선

행 연구에 의하면,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구성원들이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고 이를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며 직

무 수행 동기를 높인다(박용승·손윤근, 2011; 최장호, 2010; 김기태·조봉

순, 2008; Messersmith et al., 2011; Delery and Shaw, 2001; Takeuchi

et al., 2007; Kehoe and Wright, 2013). 또한,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

을 촉진시켜 조직 내부의 사회구조를 확장시키고(허문구·문상미, 2010;

Takeuchi et al. 2007; Evans and Davis, 2005; Gittell et al., 2010), 조직

의 목표달성에 부합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Collins and

Smith, 2006; Chuang and Liao, 2010; Rogg et al., 2001). 즉, 개인 또는

조직 관점의 매개변수를 통해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조직 성과 향상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박지성･류성민, 2014).

그러나,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조직의 생산성, 자발적 이직률, 수익성,

성장, 혁신, 고객서비스, 성과지표 등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Messersmith and Guthrie, 2010; Datta et al.,

2005; Way, 2002; Batt, 2002; Cappelli and Neumark, 2001; Guthrie,

2001; Delery and Doty, 1996; Ichniowski and Shaw, 1999; Huselid et

al., 1997; Delaney and Huselid, 1996; Youndt et al., 1996; Arthur,

1994), 연구자들은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기업의 성과를 연결하는 주요

매개변수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Chadwick and

Dabu, 2009; Takeuchi et al., 2007; Becker and Huselid, 2006; Delery,

1998; Becker and Gerhart, 1996).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조직 성과에 이

르는 경로에 다양한 요인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Wall and Woo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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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ght and Gardner, 2003),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조직의 성과 사이에서

작동하는 개인의 잠재적인 태도와 행동의 매개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Messersmith et al., 2011; Macky and Boxall, 2007;

Takeuchi et al., 2007; Green et al., 2006).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성과를 매개하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규명할

때 널리 쓰이는 이론으로 AMO(Ability-Motivation-Opportunity)(Delery

and Shaw, 2001) 모델을 들 수 있다(Boselie et al., 2005). AMO 모델은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구성원의 역량(Ability), 동기(Motivation), 기회

(Opportunity)를 강화함으로써 개인 및 조직 성과를 증대시킨다고 설명

하고 있다(Lepak et al., 2006). AMO모델에 의하면, 인적자원관리 관행

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구성원의 인적 자본을 증가시켜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Takeuchi et al., 2007)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며, 의사결정에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여 결

과적으로 직무에 대한 몰입과 헌신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Ehrnrooth

and Bjorkman, 2012; Boxall et al., 2011).

최장호(2010)는 AMO모델에 따라 고성과 작업시스템을 능력증진형, 동

기부여형, 참여증진형 인적자원관리제도로 분류하였는데, 능력증진형은

구성원이 맡은 업무 수행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직장 내 교육훈

련, 업무결과의 피드백, 멘토링, 직무순환 등을 포함하고, 동기부여형은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성과급제도, 인센티브제도, 사내 공모제도, 선

택적 복리후생제도 등을 포함하며, 참여증진형은 구성원이 자유롭게 조

직 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 품질분임조, 직무순환 등

의 제도를 포함한다(최장호, 2010).

채용, 개발, 성과 평가, 보상 및 작업 조직과 같은 인적자원 관리 관행

은 역량, 동기, 기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Ehrnrooth

and Bjorkman, 2012), AMO 관점에서는 개별 인적자원 관리 관행이 독

자적인 영향력을 갖기 보다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실행되어 성과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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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고 해석한다(Lepak et al., 2006; Huselid, 1995). AMO 모델 하

에서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스킬(skill)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을 구성원들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인을 제

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Lado and Wilson, 1994). 즉, 고성과 작

업시스템은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Lepak et al., 2006; Huselid, 1995), Bowen and Ostroff(2004)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에게 특정 전략적 초점에 대한 메시지

를 주는 신호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광범위한 훈련, 성과 기반 보상,

분권화된 의사결정 등과 같은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규모는 구성원 자신

이 자신의 행동을 시작하거나 규제할 때 선택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이

다(Aryee et al., 2011).

이처럼, 연구자들은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이 개별 구성원의 능력, 동기

그리고 기회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성과로 연결된다는데 의

견을 같이 하고 있다(Gerhart, 2007; Lepak et al., 2006; Evans and

Davis, 2005; Huselid, 1995). AMO 모델을 근거로 그 간의 실증연구들의

통합적인 효과를 검증한 Jiang et al(2012)과 Subramony(2009)의 메타연

구 결과에서는 역량, 동기, 기회를 강화하는 인적자원 관리 제도의 묶음

이 조직성과에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AMO 이론의 타당성을 규명하였다(옥지호, 2013).

조직에서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논쟁이 있음에도

(Becker and Huselid, 2006), 다양한 실증연구를 통해 개인의 태도 및 행

동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Lepak et al., 2006; Huselid, 1995).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재량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의 지식, 기술, 능력, 헌신을 높여 성

과를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Preuss, 2003). 또한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성과를 연결하는 이론적 근거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구성원의 지식과

기술의 가치, 독창성 및 불멸성을 촉진하여(Wright et al., 2003) 경쟁 우

위와 성과를 향상 시킨다는 것이다(Zhang and Morri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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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매개변수 기반 이론

Cooke et al.
(2019)

HPWS
employee

engagement
employee resislience

Job
demands-re
sources
model

Chen et al.
(2018)

High
Commitment

Work Systems

Innovation
performance

work-family conflict,
중간관리자의

혁신행동, 가정사를
공유하는 직장 분위기

AMO모델

Agarwal, and
Farndale(2017)

HPWS
creativity
implement)

Psychological Capital,
Psychological Safety

Job
demands-re
sources
model

Beltrán-Martín et
al.(2017)

HPWS
proactive
behavior

role breadth
self-efficacy, flexible

role orientation
　

Voorde and
Beijer(2015)

The level of
coverage of

HPWS

(매개) HR
attributions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train

Dyer and Reeves(1995)에 의하면,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조직

의 성과는 HR성과, 운영 성과, 재무적 성과로 분류된다. HR성과는 조직

내에서 인적자원관리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직원

의 기술, 능력, 태도, 행동 그리고 이직 등에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운영

성과는 생산성, 생산물 품질, 서비스의 질, 혁신 등을 포함한 조직의 운

영 목표와 연계되어 있으며, 재무적 성과는 판매 향상, 투자 회수, 자산

증가 등의 경제적 목표 완수를 반영한다(Jiang et al., 2012). 조직의 운영

성과, 재무적 성과, 시장 성과의 순서로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점차 멀어지는데(Wright et al., 2003),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직접

적인 영향력은 매개의 연결고리에 따라 재무적 성과 쪽으로 갈수록 감소

하면서 인적자본 등을 매개한 간접적인 영향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김건식, 2013).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직수준에서의 고성과 작업

시스템과 개인수준에서의 구성원 직무태도 간의 관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매개되는지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 및 실증분석은 부족하여 관련 연

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권기욱 외, 2012; Macky and

Boxall, 2007; Guest, 2002; Wright and Boswell, 2002).

<표1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주요 선행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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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매개변수 기반 이론

Jiang and
Liu(2014)

HPWS
Organization
Effectiveness

Social Capital

Zhang et al.
(2014)

HPWS
Organizational
Performance

Employee Outcomes

Zhang et al(2013) HPWS job satisfaction
emotional exhaustion,
work engagement

사회교환
이론

Ehrnrooth and
Björkman(2012)

HRM Process
Employee

Performance
Psychological
empowerment

AMO모델

Chang and
Chen(2011)

HPWS
job

performance
affective commitment,

human capital
　

Boxall et al.(2011)
Enactment of
espoused HR
practices

Supervisory
ratings of
employee

performance

Psychological
empowerment

　

Messersmith et al
(2011)

HPWS
Department
Performance

Employee Attitudes
& Behaviors :

직무만족, 조직헌신,
심리적 임파워먼트

　

Aryee et al.(2012)

use of
HPWS(branch

level) /
경험된HPWS(

개인수준)

branch level
market

performance /
Serviceperform

ance

Empowerment
climate, employee

psychological
empowerment

　

Boxall and
Macky
(2009)

Business
practice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High involvement
work process,
workforce

psychological work
adjustment

박종욱·손승연
(2017)

고성과
작업시스템(지

각)

창의성,
과업성과

핵심자기평가 AMO모델

양재완(2016)
의도된 고성과
작업시스템

조직시민행동 절차적 공정성 지각

인사제도
지각이론,
조직공정성

이론

박종욱·김성수·
박광서(2016)

고성과
작업시스템
(개인 수준)

조직시민행동,
직무성과,

목표지향성 AMO모델

조민정·김성수·
조진환(2015)

인사부문
전략적 참여

고성과
작업시스템
실행-지각의

차이

인사관리강도
사회적
자본이론

구정모(2015)
고성과

작업시스템
특성

조직효과성 인사관리 공정성
행동주의
관점

이명주·최장호·
조봉순(2015)

HPWS 조직성과 교육훈련 　

박종욱·김성수·
이용진(2015)

혁신유인형
인사시스템

혁신 성과(팀) 창의적 과정(팀)

AMO모델,
행동주의
관점

투입-과정-
산출프레임

워크

나인강(2014)
고성과

작업시스템
번들

조직성과 인적자원성과 AMO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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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매개변수 기반 이론

박지성·류성민
(2014)

HPWS 조직성과 조직역량 　

김건식(2013)
고성과

작업시스템
기술혁신 혁신분위기, 인적자본 　

옥지호(2013)
고성과

작업 시스템
활용적 성과,
탐험적 성과

내부탐색 혁신활동 　

권기욱·김광현·
김종인(2012)

고성과
작업시스템

조직몰입 조직공정성 지각
사회교환
이론

이주형·이영면·
김대룡(2012)

노동조합의
영향력

작업장
참여관행의
활성화

노사관계의 협조성

노세리·이상민(2011) HPWS
경제적 성과
일과삶의조화

가족친화경영

최장호(2010)
고성과 작업

시스템
재무적 성과

경영진에 대한
종업원의 긍정적 지각

AMO모델

강성춘·윤현중
(2009)

고성과
작업시스템

조직성과

환경동태성, 혁신전략,
방어전략, 기술 및
조직변화, 직군별

인력분포

　

김기태·조봉순
(2007)

HPWS 기업성과 인적자원관리성과 　

이정현(2005)
고성과

작업시스템
노조 활성화 　 　

제2절 혁신행동

현대의 경영환경 속에서 혁신이 조직의 생존과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김보경·김정식, 2014; Janssen et

al., 2004; Woodman et al., 1993; Van de Ven, 1986). 기업의 혁신은 최

근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강

조되는 개념이다(오종철･양태식, 2010).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속적인 혁신만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보장하며, 다른 기업

이 넘기 어려운 진입장벽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한다(김

일천·김종우·이지우, 2004; McCarthy and Schoenecker, 1999; Scott and

Bruce, 1994; Kanter, 1988; Drucker, 1985; Ancona and Caldwell, 1987;

Porter, 1985).

혁신은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준에 따라 조직수준 혁신과 개인수준

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김승곤·전정호·설현도, 2017; King, 1990),

조직수준에서 혁신은 조직이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등을 창조,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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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하거나, 이미 개발하여 활용되는 아이디어, 제품 등을 도입하여 사

용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Janssen, 2000; King, 1990). 반면에, 개

인수준의 혁신행동은 구성원이 담당하는 과업과 관련된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송정수･양필석, 2009; 이지우·김종우·김일천, 2003; Scott and

Bruce, 1994), 개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효과적인 업

무프로세스를 창출하여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Amabile,

1988).

혁신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달려있기 때문에

(Janssen, 2000; Scott and Bruce, 1994), 조직 혁신의 출발점은 개인 혁

신이며, 개인 혁신의 중요한 측정요소로 혁신행동을 들 수 있다(이문선･

강영순, 2003). 특히,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은 혁신 프로세스에서 인적

자원 측면의 중요한 요인이며(Janssen, 2000),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상황

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성향을 강하게 함으로써 조직 혁신의 주요

기여자로 인식되고 있다(Shalley et al., 2009).

Jassen(2000)은 혁신행동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홍보하고 개인, 팀, 그리고 조직에 이롭게 적용함을

목표로 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Amabile(1988)은 혁신행동을 창의

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이를 유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West and Farr(1989, 1990)는 혁신행동을 구성

원이 자신의 역할, 작업 단위 또는 조직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방

법, 절차 등을 의도적으로 도입하거나 적용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Yuan and Woodman(2010)은 혁신행동의 예로 새로운 기술 검색,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방법 제안, 새로운 작업 방법 적용, 새로운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자원 조사 및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이 정리한 혁

신행동에 대한 개념을 종합하면, 혁신행동은 기존의 제도나 절차에서 출

발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촉진하고, 실행하는 세 가지 활동으

로 구성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지우 외,

2003; Wang et al., 2015; Scott & Bruce, 1994; Kante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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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혁신행동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솔루션

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며, 아이디어는 독창적일 수도 있고 기존 제품

이나 절차를 변화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Woodman et al., 1993;

Kanter, 1988). 혁신행동의 다음 단계는 아이디어 촉진(promotion)이다.

혁신적인 개인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와 후원을 얻고, 아이디어

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울 지원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에 참

여해야 한다(Kanter, 1988). 마지막 단계는 아이디어 실현으로, 혁신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여 개인, 팀 또는 조직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제품 및 프로세스로 변환해야 한다(Scott

and Bruce, 1994; Kanter, 1988). 그러나, 연구자들에 따르면, 혁신행동은

순차적인 단계가 아니라 각 단계의 어떠한 조합으로도 한 번에 발생할

수 있는 불연속적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Scott and Bruce, 1994;

Schroeder et al., 1989).

한편, 혁신행동에 대한 연구는 혁신행동을 창의성과 구분하고 있는데

(De Jong and Den Hartog, 2010; Amabile, 1988), 창의성은 아이디어의

생성만을 의미하는 반면(Mumford and Gustafson, 1988), 혁신행동은 아

이디어 생성, 촉진 및 실현을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측면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Scott and Bruce, 1994; Kanter, 1988; Van de Ven, 1986). 혁신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Janssen, 2000; Scott and Bruce, 1994), 최근에는 혁신의 선행요인을 밝

히려는 시도가 이어져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으로 나누어 선행요인

들을 규명하였고(임희정·강혜련, 2005), 각 특성 간의 상호작용 등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였다(김해룡･김쌍언, 2011).

연구자들은 개인 수준의 선행요인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업무에 관해

보유한 지식, 기술적 능력, 지능(Amabile, 1998), 리더십 스타일(Scott

and Bruce, 1994), 개인의 특성(Axtell et al., 2000), 모호함에 대한 인내,

위험 선호 성향, 독립심, 자신감(Farr and Ford, 1990), 조직 기반의 자존

감, 지각된 내부 지위, 권한(Chen and Aryee, 2007), 문제해결 스타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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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김성국, 2000), 직무만족(송건섭･나병선, 2013) 등을 제시하였다(;

오종철·양태식, 2010; 임희정·강혜련, 2005). 또한, 조직적 차원의 선행요

인으로는 다기능적 직무 설계, 지각된 고헌신 인적자원관리 관행

(Dorenbosch et al., 2005), 조직 분위기(김건식, 2013), 조직문화 및 조직

풍토(김일천 외, 2004; Scott and Bruce, 1994), 상사와의 관계(Janssen

and Van Yperen, 2004), 직무 특성(Oldham and Cummings, 1996), 사회

적 또는 조직적 맥락(Munton and West, 1995)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연구되었다(Yuan and Woodman, 2010).

대부분의 혁신에 대한 연구는 조직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혁신

을 도입하는 합리적 결정을 한다고 가정하는 효율성 지향적 관점을 따르

고 있는데(Abrahamson, 1991; Rogers, 1983), 이러한 관점은 혁신이 조

직과 개인에게 이로울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즉, 혁신이 효율성

을 증대시키는 경제적 기능을 한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혁신에 대한 연

구는 혁신이 어떻게 달성되어야 하는가보다 실제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밝히는 사회-정치적 프로세스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

다(Wolfe, 1994; Dyer and Page, 1988; Dean, 1987).

Westpal et al.(1997)은 TQM 도입에 대한 연구에서 혁신을 실행하는

데 있어 제도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조직이 경

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보다는 일종의 상징적 의미로서 조직 내부

에 시그널을 제시하기 위해 혁신을 도입한다는 사회-정치적 관점을 취

하고 있다. 효율성 지향적 관점은 혁신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역

할을 강조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사회-정치적 관점은 혁신에 따르는 위

험 또는 이익에 대한 이미지와 혁신행동 간의 관련성을 제시하여(Yuan

and Woodman, 2010) 혁신을 다양한 방향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조직의 경쟁우위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성원 혁신행

동의 중요성을 확언하고 있다(김보경·김정식, 2014; Janssen and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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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기반 이론

Chen, et al
(2018)

high
commitment
work system

innovation
performance

middle managers'
innovative behavior,
work climatge for
sharing family

concerns,
work-family conflict

　

Sanders et al
(2018)

performance-b
ased reward

innovative
behavior

HR strength(+),
Uncertanity
avoidance(-)

situational
strength theory

Shih and
Susanto(2017)

percived
identifiability(
+), perceived

shared
responsibility(

-)

innovative
work behavior

perceived coworker
trust

Social loafing
theory

Yuan and
Woodman(2010)

perceived
organization
support for
innovation 등

5개 요소

individual
innovative
behavior

expected image
risks/gains, expected
positive performance

outcomes

The
social-political
perspective, the
efficiency-orien
ted perspective

Pieterse et al.
(2010)

transformation
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innovative
behavior

Psychological
empowerment

　

Wang et al
(2010)

Out-group
weak ties

Individual
innovation

LMX, Within-group
strong ties

LMX theory

박정호·최우재·
백기복(2019)

이슈리더십 혁신행동
조직후원인식,
팀장조직형상화

　

박현주·오상진
(2019)

관리자의
코칭행동

혁신행동
창의적 자기효능감,

LMX
자기결정이론

전병윤·정진철
(2019)

구성원의
조절초점상향

혁신행동,
이직의도

프리젠티즘,
직무자율성

조절초점이론

김승곤·전정호·
설현도(2017)

고몰입
인사제도

혁신행동
LMX, 일선관리자의

인사역량
　

박종욱·김성수·
이용진(2015)

혁신유인형
인사시스템

혁신 성과(팀) 창의적 과정(팀)
AMO,

행동주의적
관점

김보경·김정식
(2014)

목표지향성 혁신행동
(개인-환경

적합성(개인-직무,
개인-상사)

기질활성화이론

Yperen., 2004; Scott and Bruce, 1994). 즉, 혁신행동은 역할 외 행동의

한 유형으로, 구성원의 다양한 역할 외 행동은 조직의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Paine and

Organ, 2000).

<표 2> 혁신행동의 주요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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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훈·정범구
(2014)

심리적
임파워먼트

혁신행동

(구조)팀신뢰, 팀
리더십, (상황)팀

다양성, 팀 목표달성,
가상환경수준

　

이기은·전무경
(2011)

사회적 지원 혁신행동

팀-구성원간
교환관계

리더-구성원간
교환관계

오종철·양태식
(2010)

창조적 리더십 혁신행동
심리적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내재적
동기이론

이연택·이도연·
김종우(2007)

성취욕구,
내적통제위치,
조직기반자긍심,
LMX, TMX,
조직지원인식

혁신행동 - 　

제3절 심리적 임파워먼트

정보기술의 발전, 국제경쟁의 심화 등 조직의 생존 환경 변화로 인해

구성원의 주도적 역할과 창의성이 강조됨에 따라 조직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수단으로 임파워먼트에 대한 관심은 널리 확산되었다(박원우 1997,

Spreitzer, 1995). 기업 경영은 과거 통제 위주의 전통적인 관리에서 자율

중심의 현대적 관리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잠재력

을 최대한 이끌어 냄으로써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관리 방법으로 임파워먼트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오종철·양태식,

2010).

임파워먼트는 구성원을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직무

만족과 조직유효성을 높이려는 경영참여 측면에서 출발하였다(Lawler,

1992). 관리자의 입장에서 임파워먼트는 임파워시킴(empowering)의 의미

로 부하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업수행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행

동을 지칭한다(임창희·김영천, 1999). 반면 부하의 입장에서는 임파워됨

(empowered)의 의미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강한 과업수행자신감과 신념

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임창희 외, 1999).

Kanter(1977)가 구성원의 임파워먼트 개념을 소개한 이래로 많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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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진행되어 접근방식에 따라 구조적 접근(structural approach)과 동

기적 접근(motivational approach)의 두 가지 주요 관점이 등장했다

(Seibert et al., 2011; Spreitzer, 2008; Liden and Arad, 1996). 임파워먼

트 연구 초기의 구조적 접근은 임파워먼트를 하위 수준의 구성원이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힘과 권한을 분산

시키도록 설계된 일련의 구조, 정책 및 관행으로 간주했다(Block, 1987;

Bennis and Nanus, 1985; Kanter, 1977, 1983). 구조적 접근은 조직구조,

방침, 관리제도 등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서 임파워먼트란 하위 직급 구

성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지를 가리키는데(Logan and

Ganster, 2007; Seibert et al., 2004; Menon, 2001; Lashley, 1999;

Ashness and Lashley, 1995; Conger and Kanungo, 1988), 임파워먼트의

정도로 분권화, 조직계층의 축소, 자율경영팀의 도입, 직무재설계, 위임전

결규정, 예산집행권한 등을 지표로 들 수 있다(한나영·김영조, 2011).

Conger and Kanungo(1998)는 구조적 접근이 관리자가 부하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 또는 일정한 권한과 힘을 조직 구성원에게 배분하

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관계적 차원의 접근이라고 명명하

였다(임규혁·이혜영·한주희, 2012).

이와는 달리, 최근 연구들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리학적인 정의에 기초한 동기적 접근방식

으로 임파워먼트를 바라보고 있다(구정모, 2014; 오원경･김민수･김태열,

2014). 동기적 접근에 의하면 임파워먼트란 단순히 의사결정 권한을 위

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

는 과정을 의미한다(한나영 외, 2011). 또한 동기적 접근(motivational

approach)은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접근방식으로 임

파워먼트를 상사의 권한위임과 관련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심리적 차원

의 동기유발로 이해하는 것이 특징이다(Menon, 2001; Spreitzer, 1995,

1996; Conger and Kanungo, 1988). 조직의 임파워먼트 관행은 구성원의

노력, 성과 기대치(Lawler, 1973) 또는 자기 효능감(Bandura, 1986)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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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는 정보 신호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신호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

서 구성원의 주도권과 동기부여를 높이는 결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Conger and Kanungo, 1988).

많은 연구자들이 동기적 접근 방식으로 임파워먼트를 파악하려는 이유

는 조직의 구조와 제도를 통해 하급자에 권한이 위임되고 자원이 공유되

더라도 하급자가 임파워먼트를 자동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

과 실제적인 권한위임이 없더라도 구성원이 주관적으로 임파워먼트를 경

험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한나영 외, 2011; Siegall and Gardner,

2000; Spreitzer, 1996). 이러한 관점에서 Spreitzer(1995)는 조직의 구조

와 제도 차원의 임파워먼트와 구분하는 개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과정

에 초점을 맞춘 동기적 접근의 임파워먼트를 심리적 임파워먼트라고 칭

하였다. 즉, 심리적 임파워먼트란, 부여된 업무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판단인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인지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신민정·문형구·고욱, 2016; Spreitzer, 1995).

Zimmerman and Rappaport(1988)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구성원이 자

신의 일이 의미가 있고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확신과 직무자율성을 바탕

으로 수행 직무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는 상태로 정의하

고, 구성원이 의사결정능력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직무에 몰입하

는 것을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나영 외(2011)에 의하면, 심리적 임파

워먼트란 자신이 가치 있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자율적

판단 하에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그 과업을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느끼는 동시에 과업수행의

결과 조직목표의 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한나영 외, 2011). 또한 오원경 외(2014)는 심리적 임파

워먼트는 자기 자신을 의미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고 여기며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기결정성을 갖추고 있고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오원경 외, 2014).

이를 종합해보면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개인이 자신의 일을 유능하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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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활동과 그 결과 실제로 그렇게 이루

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

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중시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채순화･배성현･김

정원, 2007).

Thomas and Velthouse(1990)는 인지적 동기이론에 근거하여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하위 구성요인으로 역량(competence), 의미성

(meaningfulness), 자기 결정성, 영향력(impact)을 정의함으로써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이론적 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조직의 구성원이

인지적 과정을 통해 이러한 구성요인을 인식하고, 충족감을 느낄 때 비

로소 심리적으로 임파워된다는 것이다(백혜옥·신진교, 2017). 이후,

Thomas and Velthouse(199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Spreitzer(1995)는 심

리적 임파워먼트를 평가하기 위한 다차원적 도구를 최초로 개발하였는

데,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자신의 일과 연관된 통제 감각과 역할에 대한

능동적 경향을 반영하여 의미(meaning), 역량(competence), 자기 결정성

(self-determination) 그리고 영향(impact)의 4가지 인식으로 나타나는 내

적 과업 동기로 정의했다.

의미(meaning)는 자신의 직무 역할에 따르는 요구사항과 자신의 신념,

가치 및 행동 간의 적합성을 나타낸다(Brief and Nord, 1990; Hackman

and Oldham, 1980). 즉 자신이 맡고 있는 과업을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한나영 외, 2011). 개

인이 자신의 이상 또는 기준과 비교해 판단했을 때 과업의 목표 또는 목

적의 가치가 이와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의미하며, 과업 수행에 대한 동

기를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Spreitzer et al., 1997; Spreitzer, 1995;

Thomas and Velthouse, 1990).

역량(competence)은 자신의 능력 또는 일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나타

내며, 자신의 성공적인 과업수행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다(Gist and

Mitchell, 1992; Bandura, 1989; Lawler, 1973). 이러한 효능감도 직무동



- 21 -

기를 유발하는 데 중요한 메카니즘으로 작용하는데, 능력에 대한 자신감

이 없으면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느끼게 되고, 결국 임파워먼트를 경험하

지 못함으로써 동기부여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한나영 외,

2011).

자기 결정성(self-determination)은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고 독자적으

로 선택할 수 있는 감각으로(Deci et al., 1989), 구성원들이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서 과업수행 방법이나 일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

성 또는 통제권을 갖고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한나영 외, 2011). 직무에

있어 자신이 통제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은 자존감을 느끼고 직무동

기를 찾을 수 있지만, 직무를 단순히 상급자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수행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자율성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임파워먼트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Spreitzer et al., 1997; Spreitzer, 1995; Thomas

and Velthouse, 1990).

영향(impact)은 자신이 조직 내에서 전략적, 관리적 또는 운영 활동에

서의 의사결정 및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다(Spreitzer et

al., 1997; Ashforth, 1989; Abramson et al., 1978). 즉, 개인이 자신의

업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Batram et

al., 2014), 자신의 행동이 조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

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며, 결국 임파워

먼트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Spreitzer et al., 1997; Spreitzer, 1995;

Thomas and Velthouse, 1990).

이 후, 연구자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을

정의하였는데, Menon(2001)은 지각된 통제력(perceived control), 지각된

역량(perceived competence)과 목표내재화(goal internalization)를 제시하

였고, Bolger and Somech(2004)는 의사결정 참여, 존경받는 신분, 자아

효능감,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자율성, 영향력 등을 제시하였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구성원의 조직 환경에 대한 지각 측면에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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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기반 이론

Bartram et
al.(2014)

HPWS Quality patient care
psychological
empowerment,
social identity

social identity
theory

Seibert at
al.(2011)

HPWS,
Socio-Political

Support,
Leadership,
Work Design
Characteristics

Attitudinal(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Strain,
Turnover Intentions),

Behavioral(Task
performance, OCB,
Innovation), Team

performance

Psychological
empowerment,

Team
empowerment

　

Liu et al.(2011) Autonomy Voluntary Turnover
Psychological
Empowerment

신민정·문형구·
고욱(2016)

심리적
임파워먼트

혁신행동 조망수용

정서이론,
자기결정감이론,
동기적정보처

리이론

오원경·김민수·
김태열(2014)

리더의
감성지능

과업성과
LMX, 심리적
임파워먼트

　

구정모(2014) 심리적 선제적 행동 창의적 기업문화, 　

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서(권인수·최영근, 2011),

여러 연구자들은 여러 연구자들은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무수행과 관련

이 있으며 직무동기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임규혁 외, 2012; Gagne et al., 1997; Spreitzer, 1995; Thomas and

Velthouse, 1990). 선행 연구에 의하면,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

(Seibert et al., 2004; Menon, 2001; Spreitzer et al., 1997), 조직몰입(정

진철·최태희, 2010; 채순화 외, 2007; Logan and Ganster, 2007;

Bhatnagar, 2005; Menon 2001), 혁신행동(오종철·양태식, 2010;

Spreitzer, 1995), 업무성과(오원경 외, 2014; Seibert et al., 2011; Seibert

et al., 2004; Liden et al., 2000), 서비스 품질 증대(Ashness and

Lashley, 1995), 조직시민행동(권인수·최영근, 2011; 한나영 외, 2010; 최

충식·배성현·김정원, 2007; 최익봉·이재훈, 2006; Seibert et al., 2011), 창

의성(김정식·차동옥, 2013; 손무권·장영철, 2012; Deci et al., 1989;

Amabile, 1988) 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주요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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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기반 이론

임파워먼트 학습전이

김정식·차동옥
(2013)

참여적
의사결정

창의적 행동, 성과

심리적
임파워먼트,
직무몰입,

성장욕구강도

　

임규혁·이혜영·
한주희(2012)

팀수준
개인-조직

적합성, 팀수준
개인-직무
적합성

정서적 몰입
심리적

임파워먼트

ASA(attractio
n-selection-att

rition)

손무권·장영철
(2012)

변혁적 리더십 창의성
심리적

임파워먼트
　

권인수·최영근
(2011)

심리적
임파워먼트,

리더-부하교환
관계질

조직시민행동 조직지원인식 　

정진철·최태희
(2010)

고몰입
HR제도

조직몰입, 변화몰입
조직신뢰, 심리적

임파워먼트
　

한나영·김영조
(2010)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직시민행동 성취욕구 직무특성모형

오종철·양태식
(2010)

창조적 리더십 혁신행동
심리적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최충식·안종태·
김정원(2007)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조직시민행동 임파워먼트 　

채순화·배성현·
김정원(2007)

변혁적 리더십 조직몰입
심리적

임파워먼트
　

제4절 개인-조직 적합성

개인과 조직은 각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에게 더 유익한 상대를 선

택하기 위해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Kristof, 1996). 개인과

조직은 서로에 대한 선택의 기준을 매우 중요한 의미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준으로 구성원과 조직 간의 적합성, 구성원과 직무간의 적합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이인석･백종훈･전무경, 2010; Judge and Bretz,

1992). 적합성에 관한 연구는 개인-조직 적합성과 개인-직무 적합성의 두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최보인･장철희･권석균, 2011). 전통적인 적

합성 개념은 구성원의 지식, 기술, 능력을 직무요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점차 조직의 가치, 신념, 성격 특성 면에서 조직과 구성원을 일치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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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합성 연구와 이를 적용한 인사관리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Saks

and Ashforth, 1997; Kristof, 1996; O’Reilly et al., 1991; Chatman, 1991;

Rynes and Gerhart, 1990).

개인-조직 적합성(Person-Organization fit)은 개인이 중시하는 가치, 목

표, 성격특성 등이 조직이 갖고 있는 가치, 목표, 규범, 분위기 등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박지혜･윤동열･홍권표, 2019; Kristof,

1996,). 개인-조직 적합성 개념은 개인이 직장을 구할 때 자신과 유사한 특

성, 가치, 문화 등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을 선호한다는 Tom(1971)의 개인-

환경 적합성에서 시작되었다. Schneider(1987)는 이 개념을

ASA(attraction-selection-attrition)라는 직장 선택 과정의 체계로 정착시켰

다. ASA는 조직 또는 직무 특성에 매력(Attraction)을 느끼는 개인이 해당

조직 또는 직무에 참여할 것을 지원하고, 조직은 그 중에서 보다 더 적합한

사람을 선발(Selection)하며, 선발 이후 조직 또는 직무에 적응하지 못한 구

성원이 퇴출(Attrition)되는 과정을 의미한다(최보인 외, 2011; Cable and

Judge, 1996; Schneider et al., 1995). 이에 따르면, 개인-조직 적합성은 개

인의 목표와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에 있어서의 일치성이며, 이를 통해 조직

내 동질성은 증가하게 된다(Schineider et al, 1995).

개인-조직 적합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어 명확한 개념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Rynes and Gerhart, 1990). 연구자들의 개인-조직 적

합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Chatman(1989)은 적합성을 개인과 조직의

가치와 규범이 상호 적합한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Cable and Judge(1996)

은 개인의 선호와 조직 차원의 환경 공급 간의 유사성 정도로 정의하였다.

Kristof(1996)는 개인과 조직 사이의 적합성을 어느 한 쪽이 상대가 필요한

것을 제공하거나, 서로 유사한 기본 특성을 공유할 때 생겨나는 것으로 정

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개인-조직 적합성은 개인과 그들이

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과의 상응(compatibility)또는 적합(fit)의

정도로서 정의된다(Pervi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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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인-조직 적합성은 상호보완적인 적합성(complementary fit)과

상호일치적인 적합성(supplementary fit)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지혜 외,

2019; Kristof, 1996; Muchinsky and Monahan, 1987). 상호보완적인 적합성

은 개인과 조직이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상대가 제공하는 업무나

자원에 충분히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개인-조직 적

합성은 개인이 조직에 제공하는 지식, 능력, 시간 등과 조직이 개인에게 제

공하는 업무적 또는 개인적 성장기회, 물리적 자원, 심리적 자원 등을 통해

측정가능하다. 다음으로 상호일치적인 적합성은 개인과 조직이 가진 특성이

서로 비슷하거나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철학이 얼마나 일치되는가를 의

미한다(Bright, 2007; Kristof, 1996). 상호보완적 적합성은 조직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인의 특성이 보완하여 추가할 때 달성되는 반면, 상호일치적 적합

성은 개인이 조직의 다른 개인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즉 개인과

조직이 모두 유사한 경우에 달성된다(Kristof, 1996; Muchinsky and

Monahan, 1987).

Kristof(1996)는 개인-조직 적합의 다양한 개념들을 체계화하여 상호보완

적 적합성과 상호일치적 적합성 외에 요구-능력 적합(demand-ability fit)과

수요-공급 적합(need-supplies fit)으로 구분하였다. 수요-공급 적합은 개인

이 속한 조직이 개인의 니즈, 욕구, 선호를 충족시켜 주었을 때 발생하고

요구-능력 적합은 개인이 조직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일어난다

(Kristof, 1996). 개인의 요구와 조직의 제공에 초점을 둔 수요-공급 적합은

개인 입장에서 중요한 반면(Cable & DeRue, 2002), 조직의 요구와 개인의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는 요구-능력 적합은 일반적으로 조직 입장에서의

적합에 해당한다(Kristof-Brown, 2000). Kristof(1996)가 개인-조직 적합의

구분기준을 통합하여 제시한 후, 이 개념은 Muchinsky and Monahan(1987)

에 의해 확장되었는데 개인-조직 적합은 개인이 조직의 요구를 충족시켜주

거나 조직이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경우, 개인과 조직이 유사한 근

본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혹은 상기 두 경우가 모두 충족되는 경

우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Muchinsky and Monaha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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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정리하면, 개인-조직 적합성은 개인이 지닌 특성과 조직의 특

성 사이의 유사성 정도, 개인의 요구와 조직의 요구 사이의 상호 충족의 정

도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개인이 지닌 심리적 상태, 태도, 역량 등과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박지혜 외, 2019; 강영순, 2012; Riketta, 2005). 이에 따

라 개인-조직 적합성의 선행연구는 주로 조직 수준에서 효과적인 인센티브

등 동기부여 요인들과 함께 개인수준에서 구성원의 이직의도나 업무태도

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Werbel et al., 2001), 직무만족

과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 등 개인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조직 적합성이 개인의 태도 변수에 영향을

주어 개인-조직 적합성이 높은 경우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높아지고 이직

의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박원우･고수경, 2006; O’Reilly et

al., 1991; Chatman, 1991; Posner, 1992).

Lauver and Kristof–Brown(2001)에 의하면, 개인-조직 적합성이 조직몰

입의 수준을 높여주고, 또한 조직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Kristof(1996)와 Silverthrone(2004)도 개인-조직 적합성이 구성원의 조직몰

입 수준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Caldwell and O'Reilly(1990)의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능력이 직무와 일치할 때 종사원의 만족도와 성과에 정(+)의 영향

을 준다고 하였으며, 이처럼 개인과 조직의 가치가 융합하게 되면 직무만족

에 긍정적인 결과로서 작용하게 되는데(Kristof, 1996), 이는 개인과 조직의

가치가 일치할 때 비로소 구성원도 개인의 직무에 더욱 만족하게 되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Chatman, 1991)

개인-조직 적합성에 대한 국내 연구도 조직몰입, 직무만족 등의 변수와

함께 이루어져왔으며, 다수의 연구에 의해 개인-조직 적합성이 조직몰입,

직무만족 등 구성원의 태도 변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실증되었다. 성지

영 외(2008)는 개인-조직 적합성이 공정성 지각을 통해 조직시민행동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하였으며, 권정숙(2010)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인-조직 적합성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보인 외(2011)는 개인-조직 적합성에 영향을 받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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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기반 이론

Zhike Lv & Ting
Xu(2018)

PO fit
Employee

Engagement
PO fit, HPWS

Social
Exchange
Theory

Firfiray S. &
Mayo M.(2017)

HR benefits
provision

Recruitment
Outcomes

Perceived PO fit,
Generation

Wing L., Hou Y &
Chen Z.(2017)

PJ fit, PO fit

Service
Interaction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Deep Acting,
Surface Acting

Kilroy, Flood,
Bosak & Chenevert

(2016)

High Involvement
Work Practices

Exhaustion,
Depersonalizatio

n
PO fit

Mostafa A &
Gould-Williams

J.S.(2014)
HPWS

Employee
outcomes

PO fit
ASA

Framewor
k

Kim T.Y., Aryee
S., Loi R. & Kim

S.P(2013).
PO fit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performance,

OCBO

Organizational
social exchange,

LMX

ASA
Framewor
k, Social
Exchange
Theory

Greguras G.J &
Diefendorff

PE fit
Affective

Organization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Self-Deter
mination

과성 변수인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를 연구하여 개인

-조직 적합성이 높으면 조직에 대한 자발적 기여와 구성원 간의 능동적인

협동, 직무만족, 정서 몰입을 이끌어내며, 구성원의 이직의도를 낮춘다는 것

을 실증하였다. 이 외에도 다수의 국내연구에서 개인과 조직 간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의 수준은 높게, 이직의도의 정도는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박지혜 외, 2019; 신대훈 외, 2016; 고영심 외, 2015; 신유형,

2008; 박원우 외, 2006).

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조직이 충분히 보완해 줄 경우, 개인은 자신이 속

한 조직에 애착과 헌신을 나타낸다(Van Knippenberg and Sleebos, 2006;

Cropanzano and Mitchell, 2005). 이처럼 개인-조직 적합성은 개인의 낮은

이직의도와 조직의 소속감과 소유의식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수라

고 할 수 있다

<표 4> 개인-조직 적합성의 주요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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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기반 이론

J.K.(2009)
Commitment,

Job Performance
Theory

박지혜·윤동열·홍권
표(2019)

개인-직무 적합성,
개인-조직 적합성

이직의도 자기효능감 ASA이론

조윤형·최우재(2017)
개인-직무 적합성,
개인-조직 적합성

창의적 문제해결 조직기반 자긍심

신대훈·이지영·노명화
(2016)

셀프리더십
(행동중심적 전략,
자연적 보상 전략,
건설적 사고 전략)

주관적 안녕
개인-환경 적합성

(직무, 조직),
조직지원인식

고영심·강영순(2015)
개인-환경 적합성
(조직, 직무, 상사)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직무몰입,
상사몰입

김보경·김정식(2014) Goal Orientation
Innovative work

behavior
Person-Environm

ent fit

박준혁·최장호·정연
앙(2014)

개인-조직
가치부합

직무 성과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유동희·신유형(2014) 직무자율성 선제행동 개인-직무 적합성
직무요구-
자원 이론

임규혁·이혜영·한주희
(2012)

팀수준 개인-조직
적합성, 팀수준

개인-직무 적합성
정서적 몰입

심리적
임파워먼트

ASA이론

최보인·장철희·권석균
(2011)

코칭 및 카운슬링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
직무성과

개인-환경 적합성 ASA이론

권정숙(2010)
조직지원인식,
상사지원인식

직무만족 개인-조직 적합성

이인석·백종훈·전무경
(2010)

(조직, 직무)
개인-환경 적합성

조직유효성 자기효능감

신유형(2008)
(조직, 직무)

개인-환경 적합성
조직시민행동,
팀 효능감

-

성지영·박원우·윤석화
(2008)

(조직, 동료, 상사)
개인-환경 적합성

조직시민행동,
개인성과

공정성 지각
(분배적, 절차적)

박원우·고수정
(2006)

개인-조직 적합성
인지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

프로세스
갈등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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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도입된 것으로 확인된 국내의

공공기관 및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어떠한 매개효

과를 갖는지 규명하는데 있다. 또한 개인-조직 적합성이 심리적 임파워

먼트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매개하는 간접효과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영향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고성과 작업

시스템을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를 혁신행동으로 설정하여 고성과 작업시

스템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와 이러한

매개효과가 개인-조직 적합성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 밝히고자 다음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고성과 작업시스템

개인-조직 적합성

혁신행동

심리적 임파워먼트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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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설설정

2.1.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혁신행동의 관계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조직의 구성원에게 강화된 메시지를 보내는 내적

일관성을 갖춘 관행으로 구성된 강력한 시스템이라 간주된다(Messersmith

et al., 2011). Guest(1997)에 의하면,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기술과 능력의 개

발, 동기부여, 역량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

여한다.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채용 또는 훈련을 통해 직접적으로 구성원이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경쟁적인 보상을 통해 유능한 직원을 끌어올 수 있도

록 지원함으로써 구성원이 광범위하게 우수한 지식, 기술, 능력을 보이도록

설계되었다(Snape and Redman, 2010; Way, 2002). 또한 고성과 작업시스

템은 조직의 목표와 일치하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동기,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인적자원관리 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Jiang et

al., 2012).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관행들은 또한 직원들 사이에서 더 많은

노력이 더 많은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촉진한다(Jiang et al., 2012).

선행연구는 인적자원관리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였는데

(Petroni et al., 2012; Zhang and Bartol, 2010; Rice, 2006), 예를 들어, 인적

자원관리 시스템은 업무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수정하는데 참여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동기 부여 및 기회를 향상시킨다(Evans and

Davis, 2005). 또한, 채용, 개발, 직무 정의, 업무활동 구조의 재량, 경력개발,

고성과 정책 등과 같은 인적자원관리 제도가 혁신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Mumford, 2000). 선행연구에 의하면,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구성원 개

개인의 인적자본의 역량과 헌신, 자발적인 동기를 제고함과 동시에(Jiang et

al., 2012; Lepak et al., 2006), 구성원들 간에 협력이나 집단조정, 집단적 시

민행동 등의 사회적 자본을 제고하는 양면적인 특성이 있다(Gittell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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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Gong et al., 2010; Sun et al., 2007).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조직 내에 신뢰, 협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제고시

킴으로써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지식교환과 결합을 가능케 하는 효과가 있

다(Collins and Smith, 2006). 또한, 조직성과에 따른 보상, 다면평가 시스템,

폭넓은 교육훈련 등의 제도들은 구성원들에게 장기적이고 탐험적인 성과를

추구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기존의 제품이나 시장을 넘어서 새로운 사

업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옥지호, 2013).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혁신행동 간의 긍정적 영향을 실증한 연구는 다수

진행었다. 국내에서는 김동배(2012)의 제조업 연구 팀을 대상으로 한 인적

자원관리 연구에서 몰입형 인적자원관리가 연구개발 팀 내의 지식공유를

확장시켜 연구개발팀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Messersmith and Guthrie(2010)의 고성과 작업시스템 효과성

에 대한 연구에서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기업의 매출 및 혁신성과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밝혔다. 또한 Sanders et al.(2018)은 중국, 덴마크, 인

도네시아 등 10개 국가 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성과 기반 보상이 혁신행동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 관계에서 인사관리 강도가 혁신행동을 강화함

을 실증하였다.

이와 같은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는 AMO 모델을 통

해 설명할 수 있다. 선별적 고용, 추가 훈련과 사회화, 직무 순환 등, 구성

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적자원관리 관행은 높은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중간관리자가 혁신 행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

한다(Martez-del-R et al., 2012).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인적자원관리 관행

은 중간관리자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하고, 동료와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팀의 신뢰를 높이고 혁신 행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Allen et al., 2000). 그리고 팀 분위기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의사결

정에 참여시키는 등 기회를 부여하는 인적자원관리 관행은 중간관리자가

혁신 행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Martez-del-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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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예를 들어 의사결정 참여는 종종 강화된 직무 자율성 또는 임파워먼

트와 관련이 있으며(Chang et al., 2014), 고성과 작업시스템에서 중간관리

자는 높은 수준의 내재적 동기와 인지된 역량을 가질 수 있고, 이는 혁신행

동에 도움이 된다(Chen et al., 2018).

또한,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이론으로 사회적 교환이론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교환이론은 고성과 작업시

스템이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

는데, 구성원은 조직으로부터 호의를 받게 되면 임베디드되고 이에 보답하

기 위해 조직에 보다 이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Chen et al., 2018). 이러한

행동의 일환으로 고성과 작업시스템 하에서 구성원이 업무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실천할 것으로 추

론할 수 있다. 고성과 작업시스템에서는 협력적 분위기, 구성원 간의 신뢰,

자발적 조직시민행동 등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Gong et al., 2010; Gittell et al., 2010; Sun et al., 2007; Collins and

Smith, 2006) 혁신행동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구

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1 :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선별적 채용, 배치 그리고 광범위한 교육훈련을 제

공함으로써 조직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증가시키도록 설계된다

(Takeuchi et al., 2007). 또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성과기반의 보상 및

승진을 실시하여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중요한 의사결정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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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역할과 책임 범위 내에서 발휘할 수 있는 권한(empowerment)을 확대하

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직무에 대한 몰입과 조직에 대한 헌신을 증가시킨다

(Ehrnrooth and Bjorkman, 2012; Boxall et al., 2011).

연구자들은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인지 및 정서적 메커니즘을 통해 심리

적 임파워먼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시하였다(Liao et al., 2009; Combs et

al., 2006; Patterson et al., 2004).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심리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이유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업무 태도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형태의 업무 성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Spreitzer, 2008, 1995).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구성원이 지

닌 정보의 양과 업무 통제력을 늘리고 구성원이 보유한 업무 관련 지식, 기

술 및 능력의 수준을 높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원의 동기 수준

을 높이기 때문에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Seibert et al.,

2011).

Spreitzer(1996)와 다른 연구자들(Liao et al., 2009; Patterson et al., 2004)

에 의하면,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4가지 요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즉, 향상된 정보

와 통제력은 구성원이 자신의 일이 조직의 보다 큰 목표와 전략에 부합한

다고 여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하

고, 더 많은 정보는 또한 직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더 잘 판단

할 수 있게 하여 자기 결정감을 증가시킨다(Seibert et al., 2011). 더 나아

가, 고성과 작업시스템으로 인해 향상된 지식, 기술 및 능력은 직원의 업무

역할에서의 역량감에 반영되고,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관련된 더 높은 수준

의 투입과 통제는 구성원이 자신의 작업에 또는 조직에 더 큰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의미한다(Seibert et al., 2011).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다음과 같이 영

향을 줄 수 있다. 선택적 채용을 통해 관리자는 주도권을 행사하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위험을 수용하며 책임을 질 의지를 갖춘 구직자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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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in et al. 2007). 광범위한 교육은 구성원이 새로운 업무 방식을 시작

하고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임파워먼트에 있어 중요한 부분

이다(Pfeffer 1998). 또한 Axtell and Parker(2003)는 늘어난 업무 통제와 폭

넓은 훈련이 자기 효능감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고용안정성은 구성

원이 장기적인 관점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Pfeffer 1998) 낮은 고용안정성

은 구성원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Fried et al., 2003).

자율관리 팀과 분권화된 의사결정은 구성원의 임파워먼트로 이어진다.

Kirkman and Rosen(1999)은 관리자가 더 큰 책임을 위임하고 더 많은 직

원의 노력을 요구하고 팀원의 개인 통제 인식을 향상시킬 때 팀원은 더 큰

의미, 영향 및 자율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또한 생산 표준

및 일정을 설정하고 고객 피드백을 모니터링하며 품질 개선을 개발 및 훈

련하는 팀은 의미 및 자율성을 높이면 서비스 주인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Kirkman and Rosen, 1999).

정보 공유는 구성원 역량 강화의 핵심 요소로(Kanter, 1989), 구성원은 조

직의 사명과 목표에 관한 정보를 통해 이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Spreitzer, 1995). Kouzes and Posner(1987)는 개인이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감을 갖거나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구성원이 성과를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특히 수행하는 업무의 성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Bordin et al., 2007).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심리적 임파워먼트 간의 긍정적 관계는 선행연구로

도 확인할 수 있다. Aryee et al.(2011)는 은행 종사자의 서비스 성과에 대

한 연구에서 개인 수준의 경험된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서비스 성과 간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실증하였다. Massersmith et al.(2011)의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부서 성과 간의 연구에서도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직

무태도 변수로서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쳐 부서 성과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Liao et al.(2009)의 일본 은행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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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연구에서도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개인 수준

의 서비스 성과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성과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긍정적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며(Delery and Shaw, 2001;

Applebaum et al., 200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2: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혁신행동의 관계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자신의 삶에 대해 보다 많은 통제력을 갖도록 하여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력, 영향력을 지각함으

로써 내재적 과업동기를 증진시키는 심리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Drucker,

1999). 따라서 책임의 위임에 초점을 맞춘 관리적 방안의 임파워먼트와는

구별되며(Pieterse et al., 2009) 개인 내에 존재하는 심리적인 상태로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방향성을 투영하고 있다. 따라서 심리

적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능동적이고 지속적이며 변화지향적인 행동의 결과

로 혁신행동을 들 수 있다(Spreitzer, 1995). 심리적으로 임파워된 개인은 스

스로를 조직 내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서 유능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다고 여겨 보다 능동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한다(Spreitzer, 1995).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성원이 자신의 일이 의미 있다고 느낄 때,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를 계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가능성이 높다(Gilson and Shally, 2004). 역량은 상황에 따라 발생

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하며, 자기결정성과 영향도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데 영향을 미친다(Gilson and Shally,

2004). Amabile et al.(1996)에 의하면, 구성원이 많은 권한과 높은 자율성을



- 36 -

발휘할 때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심리적 임파워먼

트는 구성원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공유하여 실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선행연구들은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 등과 같이 직무동기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심리적 기제가 성과 외에도 혁신성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오종철·양태식, 2010). Spreitzer(1995)는 보상,

자아 존중감, 정보접근성 등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인해 인적자원 관리의 효과성과 구성원의 혁신행동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Drucker(1985)도 경쟁시대에 조직 구

성원이 자율성을 갖고 혁신을 주도하는데 있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임파

워먼트를 제시하였다. Amabile(1988)은 임파워된 조직구성원은 스스로 자율

성 및 직무에 대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믿기 때문에 과업 수행에 있어 제한

적인 행동이 아니라 보다 창조적으로 혁신행동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Thomas and Velthouse(1990)는 조직을 위한 구성원의 혁신행동은 구성원

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

한 심리적 기재가 약하게 작용하는 경우 성과향상 또는 혁신행동을 유도하

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임파워먼트의 주요 목표는 구성원이 업무 역할, 작업 단위 또는 조직을

긍정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굴하는 것이다(Randolph, 1995;

Block, 1987). 혁신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달려있

기 때문에(Janssen, 2000; Scott and Bruce, 1994) 혁신행동 내면에 있는 개

인수준의 인지적인, 그리고 동기가 있는 과정이 중요하다(Shih and

Susanto, 2017). 의미성, 자기결정감과 같은 내재적 동기 요인은 창의적이고

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Amabile, 1988), 역량감과 영향력은 구성원이 변

화에 대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켜서 조직에

서 더 큰 혁신을 가져옴으로써(Spreitzer, 1995; Kanter, 1983). 심리적 임파

워먼트가 혁신과 긍정적으로 관련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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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연구자들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선행요인으로 조직, 동료, 개인 특성, 환

경 등 다양한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Thomas and Velthouse(1990)는 직

무특성, 리더십, 권한 위임, 보상제도 등의 조직 환경을, Spreitzer(1995)는

개인의 성격 특성과 함께 정보 접근성, 보상구조 등의 업무 환경 특성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은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같은 인적자원관리

관행에 의해 조성될 수 있다.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은 조직 내 인적자원관

리 관행에 영향을 받으므로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맥락적 요소로서 구성원

이 강화된 자율성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여 높은 수준의 심리적 힘을 느끼

도록 동기를 부여한다(Liao et al., 2009). Aryee et al.(2002)과 Liao et

al.(2009)은 선행연구를 통해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구성원의 역할 내 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요인이 강하게 개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구성원들의 내재적 동기를 향상시키는데, Thomas

and Tymon(1994)은 구성원들의 자기 자신의 업무 수행 방식을 스스로 선

택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보다 나은 성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신민정 외, 2016). 조직의 구성원에게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업

무 책임과 통제의 범위를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이다(Hackman and Oldham, 1976). 또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구성원 개인

인에게 업무에 대한 심리적 권한을 제공하고, 자신이 높은 역량을 갖고 있

다고 믿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자발적인 역할 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최충식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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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 작업시스템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영향

력은 자기결정성 이론(Deci and Ryan, 1985, 2000)에 근거하여 유추할 수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인간의 본성과 동기부여에 관한 일련의 가정에 근

거를 두고 있는데(Deci and Ryan, 2000), 인간은 유능성(competence), 관계

성(relatedness), 자율성(autonomy)의 세 가지 핵심적인 심리적 욕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면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Stone et al., 2009). 따라서 조직이 이러한 핵심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면 구성원의 동기 부여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실현할 수 있

다(Stone et al., 2009)고 제시하고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본질적 활동은 사회적 맥락에 의해 촉

진되거나 저해될 수 있으므로(Deci et al., 1994), 조직 구성원은 업무를 수

행하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신인용·이기현, 2015). 고성

과 작업시스템은 참여적 의사결정, 교육, 평가 등을 상호 유기적으로 구성

한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통해 구성원이 높은 성과를 이루도록 자극하고, 이

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영향에 따라 성취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화하여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이정란·

이경국, 2006; 최익봉·이재훈, 2006; 윤만희·박정준, 2005; Bolger and

Somech, 2004; Wat and Shaffer, 2004)는 선행연구 결과는 정서이론을 반

영하고 있다. 정서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은 구성원들이 내재적으로 동기부여

가 되었을 때,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신민정, 2016). 긍정

적인 정서는 혁신적인 행동을 유발하는데, 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탐색 활

동, 다양한 아이디어를 투영할 수 있도록 주의력의 확장, 그리고 기존의 아

이디어들 패턴과 관계들을 규명할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Amabile et al., 2005). 또한, 내재적으로 동기부여가 된 구성원들은

학습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들이 고양되고, 그들의 인지적 유연성과 위험감

수 의지, 복잡함에 대한 열린 자세를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 구성원

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대안들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Ama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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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1996).

또한 Conger and Kanungo(1988)의 연구에서도 조직 내에서 변화를 유도

하는 임파워먼트가 혁신행동에 중요한 요인임을 실증하였으며, Ford and

Randolgph(1992)의 연구에서도 임파워먼트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긍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임파워먼트의 주요 요소인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정보공유, 개방적 의사소통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인간의 근본적인 통제시스템

을 자극하여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부여하며, 또한 직무로부터 높은

의미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다 혁신적인 사고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인 관리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오종철·양태식, 2010). 임파워된 구

성원은 스스로 몰입하고, 조직의 목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높은 심리

적 인식수준을 갖게 되므로(구정모, 2014) 혁신행동과 같이 일상 업무 수행

범위를 넘어서 자발성이 요구되는 행동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성과 작업시스템와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

트가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2.5. 개인-조직 적합성의 조절효과

혁신행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Scott &

Bruce, 1994)으로, 조직 내에서 혁신행동을 살펴보면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프로세스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이에 새로

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다(West and Farr, 1989). 이

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노력 차원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들과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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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조직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혁신행동을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인간행동의 상호주의 관점에서 혁신은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 간의 상

호작용에 영향을 받게 된다(Woodman et al., 1993).

개인-조직 적합성과 혁신행동 간의 부(-)적 관계를 주장하는 연구도 존

재하여 Schneider(1987)는 조직 내 구성원이 ASA과정을 통해 조직과 동화

될수록 조직의 환경 변화 적응력은 감소하여 혁신이 저해된다고 하였다(박

원우 외, 2006). 즉, 개인과 조직의 높은 동질성은 초기에는 협력과 조화를

증진시켜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창의성과 혁

신을 저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Scheneider et al., 1995). 그러나, 개인과 조

직의 가치가 부합하여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다양성이 저하되는 것

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박원우 외, 2006; Pfeffer

and O’Reilly, 1987). 개인이 조직의 핵심적인 가치를 강하게 공유할수록 조

직의 유효성이 증진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Powell, 1998).

개인-조직 적합성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는 사회적 교환이론에 근거하여

도 설명할 수 있다(조윤형 외, 2017; 강영순, 2012). 개인이 조직으로부터 좋

은 혜택과 우호적 처우를 받았을 때 개인이 이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기 위

해 노력하는 상호 호의적인 관계를 사회적 교환관계라 하는데

(Gould-Williams and Davies, 2005), 조직과 일치감이 높은 개인은 새로운

아이디어 도입 등 조직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또한 개인과 조직이 서로 목

표가 부합된다면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조직 가치와 문화의 공유가 이루

어지고 결과적으로 혁신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개인-조직 적합성의 관계에서 개인-조직 적합

성의 조절효과를 다룬 연구결과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임규

혁 외(2012)의 정서적 몰입 연구에서 개인-조직 적합성과 정서적 몰입의 관

계를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

용 이론에 의하면, 개인과 환경의 유기적인 조화에서 발생하는 상응인 개인

-환경 적합성을 통해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이 발생한다(Kristof-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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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5). 조직은 개인이 속한 환경으로서 조직의 가치는 구성원의 행동

과 목표설정의 기준을 제공한다. 조직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가 적합할 때

구성원은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긍정적인 업무태도 및 행동을 보임(정진철

외, 2008)으로써 조직의 효과성은 증가한다(임규혁 외, 2012). 임파워먼트는

조직 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이고, 혁신행동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향

상시킨다는 점에서 개인-조직 적합성은 두 변수 간에 영향력을 가질 것으

로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 변수로 개인-조직 적합성의 조절 역할

을 예측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 개인-조직 적합성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혁신행동을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혁신행동 간 관계는

높은 수준의 개인-조직 적합성 하에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

2.6.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조절된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을 도입한 조직의 구성원은 문제인식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행하여 확산함으로써 조직 성과 향상

에 기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보다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혁신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개인-조직 적합성은 개인과 조직이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

나는 개인과 조직 사이의 상응 정도이다(이인석 외, 2010). ASA이론은 조

직이 추구하는 것과 구성원이 얼마나 유사한지 강조하며(Schneider, 1987),

시간이 지날수록 구성원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조직과 유사한 모습을 나

타낸다고 설명한다(임규혁 외, 2012).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조직에서 기대되

고 보상되는 것을 신호함으로써 개인의 사회화 과정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Rousseau, 1995), 조직의 핵심가치와 행동을 구성원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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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Bowen and Ostroff, 2004). 조직의 가치와 닮아있는 개인을 선발하고

교육하며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개인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일련의 제도는 개인에게 일종의 사회화 프로세스로 작동하여 조

직의 가치에 부합하는 개인적 가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Kilroy et al., 2017; Edwards, 2008).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기업 성과에 대해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개인의 역량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 조직

성과에 기여하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긍정적 결과는 구성원의 내적 동기

에 영향을 주어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혁신행동에 관여하는 개인-조직 적합

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변수인 개인-조직 적합성과 매개변수

인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면, 개인-조직

적합성의 인식 수준에 따라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

개로 혁신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강화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 개인-조직 적합성이 높을수록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심리적 임

파워먼트를 통해 혁신행동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을 독립변수로 하고 혁신행동을 종속변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변수, 개인-조직 적합성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

다. 모든 변수는 리커트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사용해 작성된 설문을 통해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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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1.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는다.

2. 나는 내 직무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3. 직원들이 일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할 기회가 있다.

4. 회사 임원들은 직원들과 열린 소통을 한다.

<표 5> 고성과 작업시스템 측정 설문항목

3.1 고성과 작업시스템

본 연구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기업의 인적자본에 대한 장기적 투자라

는 인식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촉진, 능력 개발, 공정한 분배와

평가 등을 포함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조직

수준의 변수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구성원인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정

도를 파악하고자 조직 내 구성원이 지각한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정도로 측

정하고자 한다. 최근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연구는 개인이 인지한 인적자

원관리 시스템과 조직 및 구성원 성과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박종욱 외, 2017). 실행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과 구성원이

지각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제도가 인적

자본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양재완, 2016)

는 점에서 본 연구는 구성원이 지각한 고성과 작업시스템을 측정하여 진행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성과 작업시스템 구성요소를 의사결정 참여, 내부인사이

동, 교육, 선별적 채용, 직무에 대한 명확한 설명, 결과기반 평가, 고용안정,

성과기반 보상 등 8가지 항목으로 구분한 Patel et al.(2013)과 Sun et

al.(2007)의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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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이동성

5. 나는 상위 직책으로 올라 갈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6. 회사의 직원들은 이 조직에서 나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7. 회사에서 승진은 연공서열에 의거한다.

8. 나는 우리 조직의 경력경로가 명확하다고 생각 한다.

9. 회사에서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교육

10.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1.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2. 회사에는 신입사원에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기술을 가르치는
정형화된 교육훈련이 있다.

13. 회사에는 직원들의 승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정형화된 교육
훈련프로그램이 있다.

채용

14. 회사는 직원 채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5. 회사는 장기 근속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16. 회사는 인력에 대한 채용 및 배치 프로세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17. 회사는 직원 채용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직무
기술

18. 회사는 직무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19. 회사는 직무에 대한 설명이 최신화되어 있다.

20. 회사의 직무기술서는 개별 직원들이 수행하는 모든 임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평가

21. 회사의 성과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하다.

22. 회사의 성과평가는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한다.

23. 회사의 직원 평가는 장기적인 성과와 그룹기반 성과를 강조한다.

고용
안정

24. 회사는 직원들이 원하는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25. 회사는 직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한다.

보상
26. 회사는 조직의 이익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27. 회사는 개인 및 그룹 성과와 연계 또는 연동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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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창출

(idea

generation)

1. 나는 업무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2. 나는 업무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구, 방법 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3. 나는 업무와 관련된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 낸다.

아이디어

홍보

(idea

promotion)

4.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려고

노력한다.

5.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려고

노력한다.

6. 나는 회사의 핵심인물들을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열렬한 후원자로

만든다.

아이디어

실현

(idea

realization)

7.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잘 다듬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한다.

8. 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업무현장에 적용한다.

9.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실용적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본다.

<표 6> 혁신행동 측정 설문항목

3.2. 혁신행동

혁신행동(innovative work behavior)은 개인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써 자신

의 직무나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 도입, 실행하

는 행동을 의미한다(Janssen, 2000; Scott and Bruce, 1994; West and Farr,

1989; Kanter, 1988; Woodman et al., 1993). 본 연구에서 혁신행동은

Janssen(2000)이 개발하여 백유성 외(2011), 유영식(2009), 박오수·고동운

(2008)의 연구에서 검증된 조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3.3. 심리적 임파워먼트

본 연구는 심리적 임파워먼트(psychological empowerment)를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총체적인 인지로서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키고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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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meaning)

1. 내가 수행하는 업무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2. 내 업무활동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의미가 있다.

3. 내가 수행하는 업무는 나에게 가치가 있다.

역량

(competence)

4. 나는 나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자신이 있다.

5. 나는 나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다.

6. 나는 나의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있다.

자기결정성

(self-deter

mination)

7. 나는 나의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8. 나는 나의 업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9. 나는 나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영향

(impact)

10. 나는 내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11. 나는 내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상당히 통제할 수 있다.

12. 나는 내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표 7> 심리적 임파워먼트 측정 설문항목

부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동기부여 측면에서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직

무에 대한 의미, 자기결정성, 역량, 영향을 의미한다. 심리적 임파워먼트 측

정 도구는 Spreitzer(1995)가 개발한 의미 3개, 역량 3개, 자기결정성 3개,

영향 3개 등 총 1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3.4. 개인-조직 적합성

개인-조직 적합성(person-organization fit)은 개인과 조직의 근본적 특성

이 유사할 때, 한 쪽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바를 제공했을 때, 또는 이 모

두를 만족시켰을 때 생기는 사람과 조직 사이의 양립성이다(Lauver and

Kristof-Brown, 2001; Kristof, 1996). 즉, 개인-조직 적합성은 개인과 조

직이 서로가 원하는 가치와 보상을 얼마나 잘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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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인생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조직의 가치와 부합한다.

2. 나의 가치는 조직의 가치와 달라서 나를 조직에 걸맞지 않게 만든다(Reverse)

3. 내가 현재 직무를 수행하면서 받게 되는 물질적 보상(임금, 복리후생 등)은 내가 원

하는 보상과 부합한다.

4. 나의 현재 직무는 내가 받기를 원했던 심리적 보상(인정, 성취감, 학습과 성장 등)을

충분히 제공한다.

5. 나의 현재 직무는 내가 원했던 모든 보상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표 8> 개인-조직 적합성 측정 설문항목

(최보인 외, 2011)하며, 최보인 외(2011)의 개인-조직 적합성의 설문문항

을 참고하여 Cable and DeRue(2002), Lauver and Kristof-Brown(2001),

Cable and Judge(1996)가 개발한 항목을 번역하여 총 5개 문항을 사용

하였다.

3.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종사자가 지각하고 있는 고성과 작업

시스템(HPWS)이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개인-조직 적합성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혁신행

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통제요인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

령, 성별, 학력, 근속연수, 직무, 조직 내 직위, 관리자 여부, 인사·총무부서

근무 여부, 공공부문 기관 여부, 기관 규모, 근무지역을 통제변수로 설정하

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1, 여성은 2로 구분하였고, 연령대는 20세 미만은 1,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2,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3, 40세 이상 5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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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항수 출 처

고성과

작업시스템

참여 4

Patel et al.(2013)
Sun et al.(2007)

내부이동성 5

교육 4

채용 4

직무기술 3

평가 3

고용안정 2

보상 2

혁신행동

아이디어 창출 3

Janssen(2000)아이디어 홍보 3

아이디어 실현 3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미 3
Spreitzer(1995)

역량 3

<표 9> 설문지 구성

은 4, 50세 이상은 5로 설정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1, 전문대학 졸업

2, 대학교 졸업 3, 대학원졸업 이상을 4로 설정하였다. 직급은 사원급 1,

대리급 2, 과장급 3, 차장급 4, 부장급 5, 실·국장급 이상 6으로 구분하였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1, 1년 이상 3년 미만 2, 3년 이상 5년 미만 3, 5년 이

상 10년 미만 4, 10년 이상 20년 미만 5, 20년 이상을 6으로 설정하였다. 담

당 직무는 사무관리직 1, 영업직 2, 생산직 3, 기술직 4, 연구직 5로 설정하

였다. 인사·총무부서 근무 여부는 근무자 1, 비근무자는 2로 구분하였으며,

관리자 여부는 관리자가 1, 관리자 아닌 직원은 2로 구분하였다. 기관 유형

은 공공부문 기관(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1, 민간기업은 2로 설

정하였다. 기업규모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0인 미만 1, 50인 이상 100인

미만 2,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3,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4, 1000인

이상 5로 설정하였다. 근무지역은 수도권 1, 대전·충청·세종 2, 대구·경북 3,

부산·울산·경남 4, 광주·전남·전북 5, 강원·제주 6으로 설정하였다.

3.6. 설문지 구성



- 49 -

자기결정성 3

영향 3

개인-조직 적합성 5
Lauver and Kristof-Brown(2001),
Cable and DeRue(2002)
Cable and Judge(1996)

통제변수 11

합계 64

제4절 표본의 구성 및 분석방법

4.1. 표본의 구성

본 연구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활용하

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

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 All Public Information In-One)을 통해 확인된 기관

(2020년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 연맹과 울산지역본부 사무국에

의뢰하여 총 106개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 설문 링크를 배포하였다. 2020년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총 463

명이 응답하였으며, 기업별 응답자가 4인 미만인 응답과 불성실 응답을 제

외한 382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4.2.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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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AMOS 18과 SPSS 18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링

을 적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으며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문항을 제거함으로써 측정 문항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변수별로 설

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 간의 직

접효과, 매개효과,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Release 2.16.3)를 이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중 다른 변수엥 비해 설문 문항이 많은

변수는 척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항목묶음(item parceling)방식을 활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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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성 (N=382)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66 69.6

여성 116 30.4

<표 1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0>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266명

(69.6%), 여성이 116명(30.4%)로 나타났다. 연령은 20세 미만은 0명,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21명(5.5%), 30세 이상∼40세 미만이 99명(25.9%), 40세

이상∼50세 미만이 175명(45.8%), 50세 이상이 87명(22.8%)로 나타났다. 응

답자의 학력은 고졸이 66명(17.3%), 전문대졸이 88명(23.0%), 대졸이 169명

(44.2%), 대학원졸 이상이 59명(15.4%)로 나타났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

7명(1.8%), 1년 이상∼3년 미만이 28명(7.3%), 3년 이상∼5년 미만이 23명

(6.0%), 5년 이상∼10년 미만이 80명(20.9%), 10년 이상∼20년 미만이 134명

(35.1%), 20년 이상이 110명(28.8%)로 나타났다. 담당직무는 사무관리직이

147명(38.5%), 영업직 10명(2.6%), 생산직 79명(20.7%), 기술직 121명

(31.7%), 연구직 25명(6.5%)으로 나타났다. 인사·총무부서 근무자는 46명

(12.0%)이고 관리자는 57명(14.9%)로 나타났다. 직장 유형은 공공부문 종사

자가 144명(37.7%), 민간기업 종사자가 238명(62.3%)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기관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기업은 총 66개로, 이 중 공공

부문 기관은 24개(36.4%), 민간기업은 42개(63.6%)로 나타났다. 기관의 규모

는 50인 미만이 1개(1.5%), 50인 이상∼100인 미만이 5개(7.6%),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이 14개(21.2%), 300인 이상∼1,000인 미만이 17개(25.8%),

1,000인 이상 기관이 29개(43.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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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성 (N=382)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연령

20세 미만 - -

20세 이상∼30세 미만 21 5.5

30세 이상∼40세 미만 99 25.9

40세 이상∼50세 미만 175 45.8

50세 이상 87 22.8

학력

고졸 66 17.3

전문대졸 88 23.0

대졸 169 44.2

대학원졸 이상 59 15.4

근속연수

1년 미만 7 1.8

1년 이상~3년 미만 28 7.3

3년 이상~5년 미만 23 6.0

5년 이상~10년 미만 80 20.9

10년 이상~20년 미만 134 35.1

20년 이상 110 28.8

담당 직무

사무관리직 147 38.5

영업직 10 2.6

생산직 79 20.7

기술직 121 31.7

연구직 25 6.5

직위

사원 147 38.5

대리 74 19.4

과장 72 18.8

차장 55 14.4

부(팀)장 19 5.0

실·국장급 이상 15 3.9

근무부서
인사·총무부서 46 12.0

인사·총무 외 부서 336 88.0

관리자 여부
관리자 57 14.9

직원 325 85.1

직장 규모

50인 미만 5 1.3

50인 이상~100인 미만 31 8.1

100인 이상~300인 미만 92 24.1

300인 이상~1,000인 미만 88 23.0

1,000인 이상 166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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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성 (N=382)

구분 내용 빈도 비율(%)

근무지역

수도권 115 30.1

대전·충청·세종 22 5.8

대구·경북 46 12.0

부산·울산·경남 179 46.9

광주·전남·전북 15 3.9

강원·제주 5 1.3

기업특성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응답수(N=382) 기관수(N=66)

직장 유형
공공부문 144 (37.7) 24 (36.4)

민간기업 238 (62.3) 42 (63.6)

직장 규모

50인 미만 5 (1.3) 1 (1.5)

50인 이상~100인 미만 31 (8.1) 5 (7.6)

100인 이상~300인 미만 92 (24.1) 14 (21.2)

300인 이상~1,000인 미만 88 (23.0) 17 (25.8)

1,000인 이상 166 (43.5) 29 (43.9)

<표 11> 응답자의 기관 특성

제2절 자료처리 및 분석

2.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타당성은 측정하려는 변수가 설문 문항에 의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정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요인

적재치가 0.5 미만인 항목을 제거하였고, 그 결과는 <표 12>과 같이 확인

되었다. 측정모델의 적합도 결과는 χ2 = 1449.056 (χ2/df = 1.907, p <

0.001), RMSEA = .049, RMR = .058, GFI = .843, AGFI=.822, NFI=.869, IFI =



- 54 -

변수 측정문항
표준요인

적재치
S.E t

개념신뢰도

(CR)

평균분산추출

(AVE)

고성과

작업시스템

교육

HPWS10 .761 - -

.758

.962

.511

.599

HPWS12 .786 .075 14.751

HPWS13 .743 .068 13.962

채용

HPWS14 .837 - -

.850 .590
HPWS15 .638 .051 13.527

HPWS16 .786 .049 17.965

HPWS17 .916 .045 22.418

직무기술

HPWS18 .840 - -

.893 .736HPWS19 .904 .052 21.600

HPWS20 .834 .052 19.482

평가

HPWS21 .880 - -

.841 .642HPWS22 .851 .052 18.243

HPWS23 .673 .051 14.109

고용안정성
HPWS24 .782 - -

.707 .547
HPWS25 .805 .086 11.399

보상
HPWS26 .777 - -

.722 .566
HPWS27 .876 .093 11.598

혁신행동

아이디어

생성

IWB01 .800 - -

.883

.956

.716

.709

IWB02 .774 .060 15.499

IWB03 .786 .067 15.755

아이디어

촉진

IWB04 .825 - -

.865 .683IWB05 .835 .060 17.713

IWB06 .698 .067 14.294

아이디어

실현

IWB07 .836 - -

.890 .731IWB08 .838 .055 18.201

IWB09 .719 .056 15.068

<표 1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933, TLI = .927, CFI = .932로, RMSEA 값은 0.1이하, IFI, TLI, CFI 값이

0.9가 넘고, GFI, AGFI, NFI 값은 전반적으로 0.9에 근접하여 모형이 적합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체 구성개념에 대한 각각의 요인 적재치가

0.5 이상으로 집중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

출(AVE) 값은 각각 0.7과 0.5보다 높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

은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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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문항
표준요인

적재치
S.E t

개념신뢰도

(CR)

평균분산추출

(AVE)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미

PE01 .775 - -

.918

.975

.790

.767

PE02 .884 .069 19.039

PE03 .944 .064 19.882

역량감

PE04 .825 - -

.916 .786PE05 .919 .062 18.787

PE06 .740 .060 15.819

자기

결정성

PE07 .838 - -

.894 .739PE08 .886 .054 20.618

PE09 .845 .061 19.512

영향

PE10 .815 - -

.903 .756PE11 .910 .061 21.232

PE12 .903 .055 21.072

개인-조직 적합성

POF03 .739 - -

.866 .684POF04 .863 .070 16.377

POF05 .888 .072 16.662

측정모델 적합도

χ2 = 1449.056, χ2/df = 1.907, p<.001,

RMSEA = 0.049, RMR = 0.058, GFI = 0.843, AGFI =

.822, NFI = .869, IFI = .933, TLI = .927, CFI = .932

타당성 검증을 거쳐 측정문항을 확정한 후, 측정하려는 개념이 일관성 있

고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크론바흐 α값을 이용해 신뢰도

를 측정하였다. 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13>와 같이 나타났다. 신

뢰도 검증 결과,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0.924, 혁신행동은 0.911, 심리적 임파

워먼트는 0.893, 개인-조직 적합성은 0.867로 나타나 모든 변수의 크론바흐

α값이 0.7 이상으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변 수 항목 수 Cronbach’s α

고성과작업시스템 17 .924

혁신행동 9 .911

심리적 임파워먼트 12 .893

개인-조직 적합성 3 .867

<표 13> 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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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초통계와 상관관계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변수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표 14>와 같이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는 요인 분

석을 통해 확인한 고성과 작업시스템(교육, 채용, 직무기술, 평가, 고용안정

성, 보상), 혁신행동(아이디어의 창출, 촉진, 실현), 심리적 임파워먼트(의미,

역량, 자기결정성, 영향), 개인-조직 적합성 변수와 응답자의 개인특성을 반

영한 성별, 연령, 학력, 근속년수, 공공부문 근부 여부 등 통제변수 5개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 중 성별과 공공부문 여부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측정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 독립변수인 고성과 작업시스템 인식은 종속변수

혁신행동, 매개변수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절변수 개인-조직 적합성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종속변수인 혁신행동

은 매개변수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절변수 개인-조직 적합성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이고, 매개변수 심리적-임파워먼트는 조절변수 개

인-조직 적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임이 확인되었다.

통제변수와 각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력은 본 연구의 4개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공공부문 근무 여부는 지각된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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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 SD 1 2 3 4 5 6 7 8 9

1.성별 0.70 0.460 1 　 　 　 　 　 　 　 　

2.연령 3.86 0.830 .231*** 1 　 　 　 　 　 　 　

3.학력 2.58 0.949 -.210*** -.232*** 1 　 　 　 　 　 　

4.근속연수 4.66 1.258 .214*** .658*** -.209*** 1 　 　 　 　 　

5.공공/민간 .38 .485 -.179*** -.069 .374*** -.102* 1 　 　 　 　

6.고성과작업시스템 3.04 .752 -.018 .012 .277*** -.054 .258*** 1

7.혁신행동 3.41 .633 .043 .114* .190*** .133** .045 .245*** 1

8.심리적임파워먼트 3.72 .639 .047 .192*** .149** .166** .058 .413*** .440*** 1

9.개인-조직적합성 2.98 .907 .133** .181*** .157** .120* .058 .573*** .272*** .501*** 1

주1) N=382, *p<0.05, **p<0.01(양측). ***p<0.001(양측) 

주2) 1.성별 :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연령 : 20대 미만(1), 20대(2), 30대(3), 40대(4), 50대 이상(5), 3.학력 : 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 재학 이상(4), 4.근속

연수 : 1년미만(1), 1∼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5.공공부문/민간 : 더미변수 민간과 기타(0), 공공(1), 

<표 14> 변수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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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관유형 N 평균(M) 표준편차(SD)

고성과 작업시스템
공공부문 144 3.286 .560

민간기업 238 2.887 .812

t(p) 5.678***

주) N=382, *p<0.05, **p<0.01(양측). ***p<0.001(양측) 

<표 15> 기관유형과 고성과 작업시스템 지각 간의 차이

구 분 기관유형 N 평균(M) 표준편차(SD)

고성과 작업시스템
(교육)

공공부문 144 3.201 .861

민간기업 238 2.755 1.020

t(p) 4.576*

고성과 작업시스템
(채용)

공공부문 144 3.297 .786

민간기업 238 2.808 .999

t(p) 5.309***

<표 16> 기관유형과 고성과 작업시스템 하위 요인 지각 간의 차이

2.3. 독립표본 t-검정

상관관계 분석에서 공공부문 근무 여부와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정(+)

의 값을 나타냄에 따라 공공부문 종사자와 민간기업 종사자 간에 지각된

고성과 작업시스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집단 간 독립표본 t-검

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5>와 같이 t=5.678(p<.001)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성과 작업시스

템을 인식하는 정도가 민간기업 종사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고성과 작업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별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

였는데, <표 16>과 같이 하위요인 중 교육, 채용, 고용안정, 보상 항목에

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 공공부문 근무 여부가 혁신행동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

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아, 공공부문 종사자와 민간기업 종사

자 간에 혁신행동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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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관유형 N 평균(M) 표준편차(SD)

고성과 작업시스템
(고용안정)

공공부문 144 4.243 .800

민간기업 238 3.380 1.085

t(p) 8.906***

고성과 작업시스템
(보상)

공공부문 144 3.180 1.020

민간기업 238 2.672 1.232

t(p) 4.359***

주) N=382, *p<0.05, **p<0.01(양측). ***p<0.001(양측) 

제3절 가설 검증

3.1. 주 효과와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주 효과와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

과를 검증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설을 검증하였다. 먼저 주 효과와

매개효과를 함께 검증하고자 Baron and Kenny(1986)의 분석방법을 활

용하였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β값을 통해 가설 채택 여부를 확인하

였다. 가설 1은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다. 가설 2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고, 가설 3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혁신행동이 정(+)의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

였다. 그리고 가설 4는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

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예상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1, 가설 2, 가설 3 그리고 가설 4의 검증 결과는 <표 17>과 같다.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쳐 검증하였다. 우선, 가설 1과 같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

리고 가설 2처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가설 3과 가설 4와 같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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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투입하여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혁신행동을 종속변수로 두고 통제변수

를 투입한 모델 1에서 학력(β=.253, p<.001)이 혁신행동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혁신행동이 크게 나타났다. 가

설 1의 주 효과 확인을 위해 모델 2에서 독립변수를 고성과 작업시스템

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고성과 작업시스템(β=.212, p<.001)는 혁신행

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독립변

수와 매개변수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델 3에서 고성과 작업시

스템(β=.402, p<.001)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써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모델 4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하였으며 심리적 임파

워먼트(β=.375, p<.001)는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

인하여, 가설 3이 지지되었다. 또한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β값이 모델 3

에서 .402(p<.001)이었던 것이 모델 4에서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

트가 개입되면서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혁신행동에 대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오직 심리적 임파워먼

트를 통해서만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어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이것으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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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델1
(혁신행동)

모델2
(혁신행동)

모델3
(심리적임파워먼트)

모델4
(혁신행동)

β
t

β
t

β
t

β
t

성별 .047 .902 .036 .701 .011 .240 .032 .658

연령
.082 1.220 .057 .869 .130 2.108* .009 .138

학력
.253 4.572*** .204 3.671*** .120 2.306* .159 3.031**

근속연수
.119 1.797† .135 2.074* .118 1.945† .091 1.477

공공/민간근무
-.024 -.438 -.062 -1.155 -0.67 -1.341 -.037 -.728

고성과 작업시스템 .212 4.105*** .402 8.319*** .061 1.164

심리적 임파워먼트 .375 7.239***

R2/R2adj .075/.062 .114/.100 .225/.213 .223/.208

F 통계량 6.026*** 8.041*** 18.154*** 15.323***

Durbin-Watson 1.809 1.766 1.849

주1) N=382, †p<0.1, *p<0.05, **p<0.01(양측). ***p<0.001(양측) VIF: 2 이하

주2) 1.성별 :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연령 : 20대 미만(1), 20대(2), 30대(3), 40대(4), 50대 이상(5), 3.

학력 : 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 재학 이상(4), 4.근속연수 : 1년미만(1), 1∼3년미만

(2), 3∼5년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5.공공/민간 : 더미변수 민간과

기타(0), 공공(1), 

<표 17> 고성과 작업시스템-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3.2. 조절효과 검증

가설 5와 6은 개인-조직 적합성의 조절효과 검증과 조절된 매개효과

가설의 검증이다. 가설 5는 개인-조직 적합성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혁

신행동을 조절하여, 높은 수준의 개인-조직 적합성 하에서 심리적 임파

워먼트와 혁신행동 간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을 예상하였다. 가설 5의

검증결과는 <표 18>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검증절차의 4단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개인-조직 적합성의 상

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β=.103, p<.05)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

리적 임파워먼트와 혁신행동 사이에서 개인-조직 적합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가설 5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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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β
t

β
t

β
t

β
t

성별 .047 .902 0.34 .710 0.29 .595 .021 .439

연령
.082 1.220 .011 .184 .006 .103 .011 .183

학력
.253 4.572*** .168 3.241** .162 3.101** .154 2.959**

근속연수
.119 1.797† .084 1.374 .085 1.394 .077 1.258

공공/민간근무
-.024 -.438 -.026 -.520 -0.26 -.527 -.017 -.337

심리적 임파워먼트 .398 8.375*** .379 7.064*** .386 7.226***

개인-조직 적합성 .043 .799 .057 1.060

심리적임파워먼트×개인-조직적합성 .103 2.225*

R2/R2adj .074/.062 .220/.208 .221/.207 .232/.215

F 통계량 6.026*** 17.635*** 15.192*** 14.052***

Durbin-Watson 1.843

주1) N=382, †p<0.1, *p<0.05, **p<0.01(양측). ***p<0.001(양측) 

주2) 1.성별 :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연령 : 20대 미만(1), 20대(2), 30대(3), 40대(4), 50대 이상(5), 3.

학력 : 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 재학 이상(4), 4.근속연수 : 1년미만(1), 1∼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5.공공/민간 : 더미변수 민간과 기타

(0), 공공(1), 

<표 18> 심리적 임파워먼트-혁신행동 관계에서 개인-조직 적합성의 조절효과

조절효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그래프를 그려 확인하였다. 먼저 개인-조직 적합성을 높게 인식하

는 집단의 경우,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낮을 경우 혁신행동은 개인-조직

적합성이 낮은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높아짐에

따라 혁신행동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개인-조직 적합성

인식이 높은 집단이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높아짐에 따라 그 영향이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 개인-조직 적합성 인식이 낮은 집단

의 경우,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낮았을 때는 개인-조직 적합성 인식이 높

은 집단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커질수록 혁신행동

도 커지기는 하지만 그 영향이 개인-조직 적합성 인식이 높은 집단보다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 63 -

[그림 2] 혁신행동에 대한 개인-조직 적합성의 조절효과

3.3.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가설 6에서는 개인-조직 적합성이 높을수록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심리

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종속변수인 혁신행동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SPSS

Release 2.16.3) model 14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표 19>에서 조절변

수인 개인-조직 적합성의 평균을 중심으로 ±1 SD 값에서 각 집단의 하

한값(boot LLCI)과 상한값(boot ULCI)사이에 ‘0’을 포함하는지 검증하였

다. 개인-조직 적합성이 M+1 SD인 집단과 M-1 SD인 집단이 하한 값

(boot LLCI)과 상한 값(boot ULCI)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

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개인-조직 적합성이 높은(M+1 SD) 집단과 낮은

(M-1 SD) 집단 모두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혁신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써 가설 6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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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조직 적합성
혁신행동

Boo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 SD (-0.9073) .1019 .0308 .0422 .1627

M .1396 .0264 .0926 .1961

+1 SD (0.9073) .1772 .0322 .1201 .2480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Index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심리적 임파워먼트 .0415 .0188 .0056 .0796

Note. boot L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 U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strap sample size=10,000

<표 19> SPSS Process 조절매개효과 검증

제4절 가설 검증결과 요약

다음 <표 20>은 본 연구에서 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구분 가설의 내용 결과

가설1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5

개인-조직 적합성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혁신행동을 조절할 것

이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혁신행동 간 관계는 높은

수준의 개인-조직 적합성 하에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채택

가설6
개인-조직 적합성이 높을수록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심리적 임파워

먼트를 통해 혁신행동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채택

<표 20>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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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고성과 작업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상호보완적인 인적자원관리 관행으

로 구성된 전략적 인사관리 시스템이 기업의 운영 성과 및 재무적 성과

와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데 기여해왔다(Jiang et al., 2014; Combs

et al., 2006).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이직의도 증가 등 종업원에게 부정적

영향에 미친다는 연구(Jensen et al., 2013)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연구는

강력한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

로 유도하여 성과향상에 기여한다는 낙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Van De Voorde et al., 2015; Boxwell and Purcell, 2011; Bowen and

Ostroff, 2004). 즉, 조직은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을 통해 구

성원의 지식,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구성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동기

를 자극하여 생산성 및 조직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Combs et al.,

2006; Zacharatos et al., 2005).

그러나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어떠한 경로와 요인으로 개인의 행동 변

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박종욱

외, 2016; 박지성, 2015; Wright and Gardner, 2003; Guest, 2002). 따라

서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

향을 미치며 조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관계를 밝히

는 것은 경쟁적 환경에서 생존을 희망하는 조직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성과의 선행변수로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설정하고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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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작업시스템이 개인의 심리적 요인 및 행동 간에 미치는 영향과 변

수 간의 관계를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통해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개인-조직 적합성 변수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이

를 위해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

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 기초한 측정문항을 활용해 설문지를 구성하였

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확보된 자료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0년 3월 31일

부터 4월 28일까지 4주 간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463부의 응답을 회수

하였으며, 이 중 382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18.0와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고,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구성원이 지각한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성원이 채용, 교육, 보상, 고용안정성,

평가 등으로 구성된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지각하는 경우 업무 개선에 적

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혁신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조직이 보유한 인적자본 형성에 기

여하고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

(김동배, 2012; Chen et al, 2018; Sanders et al., 2018; Agarwal et al.,

2017; Massersmith and Guthrie, 2010; Wright and Snell, 2001; Barney

et al., 1998)와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집단 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와 민간 기

업 종사자 간의 고성과 작업시스템 지각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즉, 공공부문 종사자는 조직이 실시하는 교육, 채용, 고용안정, 보

상에 대한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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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성과작업시스템이 개인의 동

기부여를 강화하여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요인인 의미, 역량, 자기결정성,

영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Aryee et al., 2010; Massersmith and

Guthrie, 2010; Liao et al., 2009; Patterson et al., 2004)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조직 효능감, 조직몰입 등과 같은

조직구성원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Jiang et al., 2014; Delery

and Doty, 1996; Seibert et al., 2011; Huselid, 1995; Arthur, 1994)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구성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과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자기효능감

을 형성하는 인지적 과정(Spreitzer, 1995)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을 촉진한다는 기

존 연구결과(신민정 외, 2016; Seibert et al., 2011)와 일치하고 있어 조

직구성원의 내재적 동기가 혁신행동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넷째,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심리적 임

파워먼트를 매개변수로 추가로 투입한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인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종속변수인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것은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심리

적 임파워먼트를 통해서만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구성원에게 역량에 대한 믿음, 영향력, 자율권

을 부여하는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구성원의 혁신행동

이 촉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혁신행동과의 관계에서 개인-조직 적합

성의 조절효과를 통하여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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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조

직 적합성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더욱 향상되었다. 조직과의

일치성이 조직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혁신행동을 저해하기보다는 조직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인식하는 구성원 집단이 보다 적극적인 혁신행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구성원의 개인-조직 적합성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조적으로 잘 설계된 고성과 작업시스템 하에서 개인-조직 적

합성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더 강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느끼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혁신행동으로 이어졌다. 반면 개인-조직 적합성이 낮은

경우에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

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절 시사점

2.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는 지각된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였으며, 이들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 매개효과와 개인-조직 적합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이것을 통해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고 혁신행동을 촉진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개인-조직 적합성에 대

한 인식이 높을수록 이러한 영향은 더욱 강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이끌어

내는 선행요인으로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사회교

환이론에 근거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이다.

사회교환이론은 구성원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널리 적용되는

패러다임으로(Cropanzano and Mitchell, 2005), 조직과 구성원이 서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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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외재적, 내재적 보상을 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교환이론에 기

반하여 조직의 성과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된 고성과 작업시스템

이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행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구성원의 심리에 기초한 내재적 동기

를 유발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성과

작업시스템 하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신념을 강화시켜 혁신행동처럼 과업 수행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

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성장하고 성취하려는 내재적 동기를 갖고 있으므로 과업의 의미와 가치

를 이해하면 과업에 전적으로 몰두하게 된다(Stone et al., 2009). 심리적

으로 임파워된 구성원은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추구하는 인적자원관리의 목

표를 보다 강하게 인지하여 능동적으로 과업에 몰두할 수 있음을 연구결과

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조직 적합성은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조직 적합성이 높은

구성원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로 인해 혁신행동이 증가하였으나, 개인-조

직 적합성을 낮게 느끼는 구성원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로 인해 증가하는

혁신행동이 보다 낮은 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조직과의 일치감이 높은

구성원이 보다 높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인식하고 조직 내에서 변화와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구성원과 조

직과의 일치감이 조직의 변화와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일부 연구 결과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교환관계 하

에서 구성원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화되었을 때 보다 조직의 유효

성을 증가시키는 행동을 통해 성과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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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지각된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으로 연결되

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구성원이 인식하는 조직과의 적함성에 따른 변

화를 검증함으로써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도입한 조직에게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최근 많은 연구가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활용이 역동적

인 경영환경에서 조직의 생존을 지속시키는 순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이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고성과

작업시스템 하에서 내재적 동기 향상을 통해 구성원의 역할 내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은 구성원에게 폭넓은 자율성과 심리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

사제도를 운영하고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력, 직급, 근속연수, 기업유형 등 통제변수에 따라 고

성과 작업시스템과 혁신행동 간의 영향관계가 다를 것으로 예상하였으

나, 학력만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와 개인-조직 적합성의 조절

효과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학력이 높은 개인은 조직 내에서 자

신의 역량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갖고 주도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조직

과의 일치감이 높은 집단이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그 영향이 증

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학력 이외에 근속연수, 인사부서 근무

여부, 공공부문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이것은

기업 유형이나 개인의 근무부서의 차이보다는 조직 전체에 고성과 작업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구성원의 긍정

적 행동을 이끌어내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조직 적합성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이러한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활용과 함께 조직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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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유하고 구성원과 조직과의 일치감을 높이는 조직의 노력도 병행되

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3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고성과 작업시스템 지각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중심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개인 적합성 변수 간의 관계

를 사회교환이론(Blau, 1964), 자기결정성 이론(Deci and Ryan, 1985,

2000) 등 변수별 이론적 토대 위에서 성실히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

고 변수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고성과 작업시스템이 조직의 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에 있어 몇 가

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먼저,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조직 수준의 변수로 연구대상 역시 개인이

아닌 조직 수준으로 설정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이

인사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구성원이 인지하는 수

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고성과 작업시

스템과 구성원이 인지하는 고성과 작업시스템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직 수준의 변수와 개인 수준의 변수를 함께 분석하기 보다는 개

인 수준에서 수집된 자료를 자료 합산(data aggregation) 방식으로 검증

하고 이를 분석하여 조직 수준의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혁신행동 간의 관

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 응답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고성과 작업시스템과 혁신행동의 경우에도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정도로 측정하였는데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추후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의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부서

를 통해 고성과 작업시스템의 도입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측정하는 변수는 자기보고와 동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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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리자 보고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측정 대상을 달리하여 분석함으

로써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를 최소

화 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한계점을 통제함으로써 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심도 깊게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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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High-Performance Work

System on innovative behavior:

Role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person-organization fit

Jinah, K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high-performance work system on the innovative work behavior of

employee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erson-organization fit in these relationships.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effect of high-performance

work system on employees’ innovative behavior and the path to

improving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It was estimated that high-performance work system would have

an effect positively on innovative work behavior because it would

enhance the ability as well as the motivation of employees and

promote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the employees. In

addition,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was intended to be a

mediator variable that could affect the process of influencing

innovative work behavior. Also, the person-organization fit was

verified as a moderating variable between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innovative work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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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verify hypotheses, the questionnaire was collected by online

from a total of 463 employees of pubic sector as well as enterprises

in Sough Korea and 382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e test of the hypotheses are as follows. First,

high-performance work system has a positive impact on employee’s

innovative work behavior. Second, high-performance work system has

a positive impact on psychological empowerment. Third, psychological

empowerment has the mediation effect complete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performance work system and innovative work

behavior. Fourth, person-organization fit strengthens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innovative work behavior.

Fifth, in a group with high person-organization fit, psychological

empowerment has increased the effect on innovative work behavior,

but which is not significant in a group with low person-organization

fi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it empirically

identifies the effect of high-performance work system on employees’

innovative work behaviors. By introducing and utilizing

high-performance work systems, companies can induce innovation

behavior of employees, which can be further strengthened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practice, it

suggests that companies should operate HR practices such as

recruitment, education, evaluation, and compensation and create an

organizational culture so that employees can take a leading role in

innovation by empowering employees with autonomy and

psychological powers. Second, it identifies the impact of

person-organization f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innovative work behavior. The 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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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empowerment by person-organization fit mediates

High-Performance work system and innovative work behavior. In

practice, it suggests that efforts to share the core values of the

organization with employees should continue with the use of

High-Performance work system.

Keywords : High-Performance work system(HPWS), innovative

work behavior, psychological empowerment,

person-organization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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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설문지는 고성과작업시스템(HPWS)을 분석하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작성 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각 질문들은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설문지 예제

아래의 예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항예제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구는 둥글다. ① ② ③ ④ ⑤

위의 문항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①에, 완전히 동의하면 ⑤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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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직무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직원들이 일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할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회사 임원들은 직원들과 열린 소통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상위 직책으로 올라 갈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회사의 직원들은 이 조직에서 나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회사에서 승진은 연공서열에 의거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우리 조직의 경력경로가 명확하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회사에서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회사에는 신입사원에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기술을 가르치는 정형화된 교육훈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회사에는 직원들의 승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정형화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회사는 직원 채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회사는 장기 근속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회사는 인력에 대한 채용 및 배치 프로세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회사는 직원 채용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Ⅰ. 다음 문항은 귀하와 귀하의 조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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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업무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구, 방법 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와 관련된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 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회사의 핵심인물들을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열렬한 후원자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잘 다듬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회사는 직무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회사는 직무에 대한 설명이 최신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회사의 직무기술서는 개별 직원들이 수행하는 

모든 임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회사의 성과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회사의 성과평가는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회사의 직원 평가는 장기적인 성과와 그룹기반 

성과를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회사는 직원들이 원하는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회사는 직원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회사는 조직의 이익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회사는 개인 및 그룹 성과와 연계 또는 연동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
① ② ③ ④ ⑤

Ⅱ. 아래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나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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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하는 일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업무활동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의 업무수행 역량에 대해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이 숙달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업무 수행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의 업무 처리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독립성과 

재량권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부서(팀)에 대한 나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우리부서(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우리부서(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업무현장에 적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실용적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본다.
① ② ③ ④ ⑤

Ⅲ. 아래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나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Ⅳ. 아래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나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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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내가 인생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조직의 가치와 부합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가치는 조직의 가치와 달라서 나를 조직에 

걸맞지 않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현재 직무를 수행하면서 받게 되는 물질적 

보상(임금, 복리후생 등)은 내가 원하는 보상과 

부합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현재 직무는 내가 받기를 원했던 심리적 

보상(인정, 성취감, 학습과 성장 등)을 충분히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현재 직무는 내가 원했던 모든 보상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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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다음 문항은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설 문 항 목 구    분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20세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세 이상

3. 결혼 여부 ① 결혼      ② 미혼

4. 학력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12

5. 근속연수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미만

⑤ 10~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6. 담당 직무 ① 사무관리직   ② 영업직    ③ 생산직   ④ 기술직   ⑤ 연구직

7. 직위
① 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팀)장

⑥ 실・국장급 이상

8. 인사/총무부서

근무여부?
① 예   ② 아니요

9. 관리자 여부 ① 직원   ② 관리자(부서장/팀장)

10. 직장의 유형 ①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② 민간기업

11. 직장 규모
① 50인 미만   ② 50인 이상~100인 미만   ③ 100인 이상~300인 미만 

④ 300인 이상~1,000인 미만   ⑤ 1,000명 이상

12. 직장 소재지
① 수도권    ② 대전·충청·세종    ③ 대구·경북

④ 부산·울산·경남    ⑤ 광주·전남·전북   ⑥ 강원·제주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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