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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 구성원의 개인-직무 적합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

향과 이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와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를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직무 적합성이 혁신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 및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혁

신행동을 높이기 위한 개인-직무 적합성과 심리적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서 적합성 이론 확장의 뒷받침과 함께 공공조직에서

혁신을 위한 행동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예상한다.

이를 위해 A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320명에게 설문자료를 배포하여 275부

의 설문을 활용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직무 적합

성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개인-직무 적합성이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였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개인-직무 적합성이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개

인-직무 적합성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에 의해 조절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 이직의도 같은 몇몇 변인들

과의 관계와 제한적으로 연관되어 연구가 진행된 개인-환경 적합성의 하위

요소 중 개인-직무 적합성 변인과 혁신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 심

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및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변수로 하여 실증

함으로써 향후 개인-직무 적합성 연구범위를 확장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개인-직무 적합성, 혁신행동, 심리적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목 차

<국문초록>

제1장 서 론 ··············································································································1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개인-직무 적합성 ·······················································································5

제2절 혁신행동 ··········································································································8

제3절 심리적 임파워먼트 ····················································································13

제4절 자기효능감 ··································································································16

제3장 연구방법 ···································································································· 20

제1절 연구모형 ···································································································· 20

제2절 가설 설정 ·································································································· 21

1. 개인-직무 적합성과 혁신행동의 관계 ·················································· 21

2. 개인-직무 적합성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 ································ 22

3.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혁신행동의 관계 ················································· 24

4.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25

5.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26

6.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28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 30

1. 개인-직무적합성 ························································································ 30

2. 혁신행동 ······································································································· 31



3. 심리적 임파워먼트 ·······················································································32

4. 자기효능감 ·····································································································33

5. 통제변수 ······································································································· 33

6. 설문지 구성 ································································································· 34

제4절 표본의 구성 및 분석방법 ······································································ 35

제4장 연구결과 ···································································································· 36

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36

제2절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 38

1. 신뢰도 검증 ································································································· 38

2. 타당성 검증 ································································································· 38

제3절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 40

1. 기술통계 ······································································································· 40

2. 상관관계분석 ······························································································· 41

제4절 가설 검증 ·································································································· 43

1. 개인-직무 적합성과 혁신행동의 관계 ·················································· 43

2. 개인-직무 적합성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 ································ 44

3.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혁신행동의 관계 ················································· 45

4.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47

5.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48

6.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50

제5절 가설 검증결과 요약 ················································································ 51

제5장 결론 ············································································································ 52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52

제2절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54

1. 이론적 시사점 ····························································································· 54

2. 실무적 시사점 ····························································································· 55

제3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56

참고문헌 ···················································································································58

Abstract ····················································································································70

설문지 ·······················································································································72

변수별 측정 설문항목 ····························································································77



표 목 차

<표 1> 개인-직무 적합성에 대한 선행연구 ·····················································7

<표 2> 혁신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11

<표 3>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선행연구 ··················································15

<표 4>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 ··································································19

<표 5> 개인-직무 적합성의 측정 설문항목 ···················································30

<표 6> 혁신행동의 측정 설문항목 ····································································31

<표 7>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측정 설문항목 ··················································32

<표 8> 자기효능감의 측정 설문항목 ································································33

<표 9> 설문지 구성 ······························································································34

<표 1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7

<표 11> 신뢰도 검증 결과 ···················································································38

<표 1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9

<표 13>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41

<표 14>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42

<표 15> 개인-직무 적합성과 혁신행동의 회귀분석 결과(가설 1) ··············44

<표 16> 개인-직무 적합성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회귀분석 결과(가설 2) ······ 45

<표 17>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혁신행동의 회귀분석 결과(가설 3) ············ 46

<표 18>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회귀분석 결과(가설 4) ················47

<표 19>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가설 5) ·····························49

<표 20>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Process 분석 결과(가설 6) ·······51

<표 21> 가설 검증결과 요약 ················································································51



<표 22> 개인-직무 적합성의 측정 설문문항 ··················································77

<표 23> 혁신행동의 측정 설문문항 ··································································77

<표 24>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측정 설문문항 ·················································78

<표 25> 자기효능감의 측정 설문문항 ······························································78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20

<그림 2>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분석 그래프 ················································50



- 1 -

제1장 서 론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경영환경에서 경쟁우위

확보와 조직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직구성원의 태도 및 행동 등 인적자

원역량이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홍권표·윤동열, 2013). 이에, 조직입장에

서는 복잡한 직무내용에 적응하기 위해서 직무특성에 부합한 사람들을 채용

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으며(Hopskin et al., 2001; 김미희 외, 2012; 이인석

외, 2010), 조직에서 요구되는 직무의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의 능력, 적성,

성격은 경력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직에서는 이를 통해 객관적

인 업무성과와 주관적 만족도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다(김성남·이규남,

2012).

최근에는 자신의 업무를 통해 자아성취나 가치를 실현하려는 세대들이 증

가함에 따라 조직구성원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박희동·박민생, 2012), 특히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사회적·문화적 특

성 등에 따라 업무성과의 격차가 발생됨에 따라(이인석 외, 2012), 조직은

성공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과 직무 간의 적합성 정도를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이병철, 2015).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적재적소 인력 배치, 직무재교육, 지원자의 취업준비

비용 및 조기퇴사율 감소를 통한 채용 비용 등의 절감을 위해 NCS기반 채

용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단순 지식보다는 직무가 요구되는 자질을 중시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직무에 부합하는 구성원의

자질 보유 여부는 개인-직무 적합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A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조직에 대한

몰입도와 만족도 및 업무에 대한 열정도 달라지게 된다.

조직이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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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변화에 달려 있을 것이다(신황용·이희선, 2013). 개인과 환경 간 적합성

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과 직무 간의 적합성이 조직구성원의 직무 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직무특성과 서로 부합될 때 개인의 직무성과가 향상된다고 한다

(Schneider et al., 1995; 김미희 외, 2012).

오늘날 유수 기업들의 성공요인에는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고 그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한 조직구성원이 있고, 개인 수준의 업무수행능력을 측정하

는데 혁신행동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강영순, 2012), 혁신

행동은 기업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의

극대화를 통해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신제품 생산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정기영 외, 2015). 공공기관의 경

우 민간기업에 비해 비교적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으나, 4차 산업혁

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구성원도

혁신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선행요인 연구가 매

우 중요함에 따라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관리방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송정수·양필석, 2008).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조직구성

원 스스로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기결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파워먼트가 주목받고 있으며(양태식·오종철, 2010), Spreitzer(1995)는 권한

을 위임하는 임파워먼트에 개인의 심리적 경험 외에 ‘역량, 자기결정권, 의

미, 영향력’으로 구성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제안하였다. 심리적 임파워먼

트를 느낀 구성원은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조직에 더

몰입하게 될 것이며(Thomas & Velthous, 1990), 궁극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이 높아지면 조직의 성과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Mowday et al., 1979). 동기부여적 관점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경영의

효과성에 도움이 되는 높은 몰입, 도전적 상황, 높은 목표치 등에 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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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혁신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Spreitzer, 1995).

또한 조직구성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해와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일체감을 형성해

야 한다고 하였으며(이강옥 외, 2010), Choi(2004)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창

의적 행동, 혁신 간에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

으며, 시대에 맞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조직을 통제하기 보

다는 조직구성원 개인에게 업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증대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

기존 공공기관의 일반적 특성인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한 의사결정의 자율

성 부족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이었으나(김주하·

윤동열, 2019),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

을 위해 조직구성원들이 주도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분권

화·수평화된 조직변화로의 움직임이 불고 있다. 이러한 현장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은 구성원에게 스스로 자기효능감을 갖고 업무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임파워먼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Conger & Kanungo, 1988).

민간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인-환경(상사, 직무, 조직) 적합성이 혁신

행동 및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기존 선행연구들은

많았지만(임규혁 외, 2012; 이유안 외, 2015; 홍아정·정연화, 2015; 이지율·김

명옥, 2016; 조윤형·최우재, 2017),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직무

적합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자기효능감을 조

절로 하여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직무

적합성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와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가 혁신행동을 높이기 위한 개인-직무 적합성과 심리적 임파워먼트, 자기효



- 4 -

능감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서 적합성 이론 확장의 뒷받침과 함께 공공조직

에서 혁신을 위한 행동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기대한

다. 제2장에서는 주요변수로 활용한 개인-직무 적합성, 혁신행동, 심리적 임

파워먼트,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의와 선행연구 등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제3장에서는 연구모형, 가설설정, 측정도구, 분석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제4장

에서는 가설을 토대로 검증한 연구결과와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 요약, 시사

점 및 한계점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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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개인-직무 적합성

적합성 연구는 개인의 요구사항과 주변 환경이 제공하는 요인들 간의 적

합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성지영 외, 2008), 이는 특정 조직이나 직무

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지원하게 되고, 조직은 그 중 더욱 적합성이 높은

사람들을 선발하게 되며, 선발 이후에 조직 및 직무 적응에 실패하여 적합

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퇴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최보인 외, 2011).

적합성은 조직 적합성과 직무 적합성의 두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

으며, 그 외에도 개인과 상사간 적합성과 같이 대인간 적합성에 관한 연구

도 있으나 대인간 적합성 보다는 조직 혹은 직무와의 적합성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조직이 구성원의 채용이나 배치 결정, 개인이

직업을 선택 또는 이직 시에도 조직 및 직무와의 적합성이 큰 영향을 끼치

기 때문이다(주효진, 2012).

  조직행동연구 분야의 많은 연구들이 개인과 직무간의 조화를 특정 결과변

수의 예측인자로서 연구해왔다(Edwards, 1991). 예를 들면 직무요구사항과

조직구성원의 능력 간의 조화 혹은 적합도는 조직구성원 개인이 조직의 성

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하기 위한 요인으로서 연구되었다

(Edwards, 1991; Spokane, 1985). 그러므로 조직행동분야에서 개인-직무 적

합 정도는 적합성과 관련하여 주요변수로 볼 수 있다(French et al., 1982;

McGrath, 1976).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무수행 시 그 필요조건이 조직의 특

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환경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어 개인-조직

적합성과 혼용되기도 하나, 개인의 관점에서 스스로가 조직에 부합하는 정

도를 판단하는 것과 직무에 부합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상기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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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직 적합성과 직무 적합성은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다(Kristof-Brown,

2000).

개인-직무 적합성은 개인이 직무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를 의미하는 것

으로 주로 조직구성원의 지식과 기능 및 능력과 수행하는 직무가 요구하는

특성들의 일치 여부를 의미한다(Caldwell & O’Reilly, 1990; O’Reilly et al.,

1991; Edwards, 1991). 즉, 직무가 요구하는 것을 개인이 충족시켜야 하며

직무수행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Krisof-Brown,

2000). 개인-직무 적합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요구-

능력 적합성은 개인의 지식, 숙련, 능력이 그의 직무 요구나 요건에 부합하

는 정도이며, 요구-공급 적합성은 개인의 욕구, 가치, 열망 등이 직무의 특

성에 의해 충족되는 정도를 의미한다(Edward, 1991; 김미희 외, 2012).

또한 개인-직무 적합성은 측정 방식에 따라 사실적 적합성과 인지된 적

합성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사실적 적합성은 개인 및 직무특성을 독립적으

로 측정한 후 그 일치 여부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며 인지된 적

합성은 개인이 직무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물어 적합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Kristof, 1996). 사실적 적합성이 개인과 환경의 독립된

효과를 가늠하고 객관적으로 적합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 인지된 적합성이 자신의 인식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우월한 측정방식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미희 외, 2012).

개인-직무 적합성은 조직의 인재채용 과정에 관한 연구들에서 주로 고려

되는 두 유형 중 하나이며, 개인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직

무를 선택하게 되지만, 이들을 채용하는 조직입장에서는 조직에 적합한 능

력을 보유한 잠재적인 조직구성원들을 유인하고 이들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기에 개인-직무 적합성은 채용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Anderson & Ostroff, 1997; Werbel & Gilillands, 1999). 과거와 다르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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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종속변수 매개변수/조절변수 주 효과

(독립→종속)

Lauver &

Kristof-Brown

(2001)

-employees perceptions(job

satisfaction, intent to quit)
- 정(+)

Afsar et al.

(2015)
-innovative work behavior -innovation trust(매) 정(+)

Maria et al.

(2016)
-job crafting - 정(+)

Gary &

Cypress(2017)
-turnover intention

-leader-member exchange(매)

-employee work engagement(조)
부(-)

Huang et al.

(2019)
-innovative behavior

-job involvement(매)

-career commitment(조)
정(+)

성지영 외

(2008)
-조직시민행동성과 -공정성 지각(매) 정(+)

재는 조직에 일방적으로 맞추기 보다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선택하는 과정

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갖추는 데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조직은 특정 직무

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여 개인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배치가 요구된다(이

지율·김명옥, 2016).

개인과 직무의 적합은 직무수행에서 맡은 바 역할의 수행정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과 직무의 적합 정도는 태도, 조직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Lauver & Kristof-Brown, 2001), 개인과 직무 간의 일

치에 대한 분석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조직에서도 전략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적합성 중 개인-직무 적합성을 선택·집중하여 그 적합

성의 적합·부적합 여부에 따라 공공기관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 1> 개인-직무 적합성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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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종속변수 매개변수/조절변수 주 효과

(독립→종속)

신유형

(2008)

-팀수준조직

-시민행동

-팀효능감

- 정(+)

이인석 외

(2010)
-조직유효성 -자기효능감(조)

조직몰입,직무만족은

정(+), 이직의도는부(-)

임규혁 외

(2012)
-정서적 몰입 -심리적 임파워먼트(매) 정(+)

김미희 외

(2012)

-과업 성과

-맥락 성과
-과업중요성,자율성(조) 정(+)

이유안 외

(2015)

-심리적 주인의식

-지식공유행동

-혁신행동

-변혁적 리더십(조) 혁신행동은 정(+)

정연화·홍아정

(2015)
-혁신적 업무행동 -심리적 임파워먼트(매) 정(+)

이지율·김명옥

(2016)

-혁신행동

-조직시민행동
- 혁신행동은 정(+)

류성민

(2016)
-서비스행동

-조직과의사회적교환관계(매)

-조직몰입(매)
정(+)

조윤형·최우재

(2017)
-창의적 문제해결 -조직기반자긍심(매) 정(+)

정상원·송은지

(2017)
-혁신행동 - 정(+)

제2절 혁신행동

지속적인 혁신은 기업이 경쟁기업보다 더 나은 성과유지를 하고 사회발전

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등 여러 학문분야

의 주요 관심사이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Pearson, 1988; 최만기·이지우,

1999).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게 조직을 획기

적으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혁신은 이에 부응하려는 노

력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혁신은 분석수준에 따라 조직수준과 개인수준으로

구분하여 연구되고 있으며(Scott & Bruce, 1994; 김일천 외, 2004), 조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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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혁신은 기업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실행하여 경영혁신, 기

술혁신을 가져 오는 것을 의미하고(Janssen, 2000), 개인수준의 혁신은 종업

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효과적인 업무프로세스를 창출하

여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Amabile, 1988). 그러나 조직수준의 혁

신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서 촉발되는 것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

현하고 실행하는 주체도 바로 구성원 개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개인수준

의 혁신에 대한 연구의 진행이 더 중요하다(Scott & Bruce, 1994; 윤대혁·

정순태, 2006). 구체적으로 개인수준에서 조직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은 자신의

과업이나 소속집단 또는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

어를 계획하여 창조, 도입,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며(West & Farr,

1989; Jannsen, 2000), 혁신적 업무행동의 구성요소는 아이디어의 생성, 촉진

및 실현으로 이루어진다(Janssen, 2000).

혁신의 성공 여부는 팀에게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구성원들이 발

휘하는 효과적인 팀워크에 달려 있는 만큼(Dumaine, 1994; Ilgen et al.,

2005), 어떤 요인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팀 프로세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Marks et al., 2001). 계획행동

이론에 따르면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의도는 개인의 의지와 동기에 달

려있기 때문에, 특정 행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시도하고 계획

하는가를 반영한다(Hausenblas et al., 1997). 이러한 관점에서 행동적 속성을

의미하는 혁신행동은 개인 차원에서 개인의지 및 동기수준과 관련이 높다.

따라서 최근까지의 혁신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조직 및 산업 등의 광대한 범위

였으나, 이를 수행하는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유발시키는 개인적 수준의

혁신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개인수준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혁신행동은 자신의 과업 역할이나 조직의 성과향상에 도

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도적으로 도입, 적용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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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과업행동이라는 개념으로 여겨지고(Scott & Bruce, 1994), 조직구

성원이 조직의 문제 및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변화지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이문선·강영순, 2003). 즉, 혁신행동은 개인에 의해 자발

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조직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바꾸고자 행동하

는 것을 의미한다(지성호·강영순, 2012). Amabile(1988)은 창의성을 “독특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특이한 방법으로 연계

시키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창의적 역량은 영역관련지식, 창의적 사

고기술, 내재적 직무동기에 의해 표출된다”고 한 반면, 혁신은 “창의적 아이

디어를 선택하고 이를 유용한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으로 전환시키는 과

정”이라고 구분하였다. 또한 조직적 측면에서 창의성의 성과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창의성은 개인수준에서 산출된 유용한 제품, 아이디어, 공정으로 정

의하고, 혁신은 창의적 결과물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 하였다

(이문선·강영순, 2003).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혁신은 창의성을 포괄하

는 개념으로 사회적 속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대내외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과 이런 혁신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발굴하는 노력도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그동안

의 선행연구에서 혁신행동의 하위요인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자

기업무 추진과정에서 변화 필요성에 대한 지각, 변화를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각 및 자기효능감, 변화효용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각, 새롭고 유

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이라는 5개의 하위요인을 사용하여 혁신행동

을 측정하기도 하였고(Farr & Ford, 1990), 혁신행동을 혁신에 대한 인식과

실행으로(Scott & Bruce, 1994), 개인의 아이디어 창출(idea generation), 아

이디어 홍보(idea promotion), 아이디어 자각(idea realization)이라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확인하기도 하였다(Janssen, 2000).

혁신행동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구성원의 의사소통 및 조직문

화와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조직내부 및 외부와 커뮤니케이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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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주 효과

(독립→

종속)

Kim & Kim
(2014)

-goal
orientations

-innovative work

behavior

-effects of
person-environment
fit(조) 정(+)

Afsar et al.

(2015)

-person-job fit

-person-organiza

tion fit

-innovative work

behavior
-innovation trust(매) 정(+)

Ren & Zhang
(2015)

-organizational
innovation
climate

-innovative work
behavior

-job stressors(조)
정(+)

  

많을수록 팀 구성원의 혁신성과는 향상되었고, 구성원 사이에 개방적 의사

소통, 지원, 원만한 대인관계형성 등의 관계의 질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일

수록 혁신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박경환·한인수, 1999; 이인석,

1999).

혁신이 기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기업성

과 및 기업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개인단위

혁신이 조직혁신의 시작이기 때문에 혁신행동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부문에 대한 혁신이 강조됨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공공기관의 조직구성원을 혁신의 주체로 보고, 혁신행동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표 2> 혁신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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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주 효과

(독립→

종속)

Alexander et al.

(2018)

-employees'
creative
self-efficacy

-innovative work

behavior

-entrepreneurial

leadership(매)
정(+)

Huang et al.

(2019)
-person-job fit

-innovative

behavior

-job involvement(매)

-career commitment(조)
정(+)

고수일(2011)
-변혁적리더십
-조건적보상

-혁신행동
-학습목표(매)
-성과접근목표(매)

정(+)

김형진‧심덕섭
(2013) -심리적자본 -혁신행동

-인적자본개발노력(매)
-사회적자본개발노력(매) 정(+)

홍계훈·이수정
(2013)

-카리스마적리더십 -팀 혁신행동
-주관적 팀 성과

-팀긍정정서(매)
-팀 효능감(매)

정(+)

김종관 외
(2013)

-인사공정성
-혁신행동
-조직시민행동

-최고경영자신뢰(매)
-조직신뢰(매)

정(+)

정연화·홍아정

(2015)
-개인-환경적합성 -혁신적 업무행동

-심리적

임파워먼트(매)
정(+)

김현숙 외
(2015) -하향온정행동

-팀 만족
-팀 혁신행동 -정서적만족(매) 정(+)

김성용 외
(2016)

-자기주도직무설계
(Job Crafting)

-혁신행동 -직무열의(매)
정(+)

신민정 외
(2016)

-심리적임파워먼트 -혁신행동 -조망수용(조)
정(+)

정기영 외
(2016)

-변혁적 리더십 -혁신행동 -심리적 주인의식(매)
정(+)

제갈란·김학수
(2017)

-지원적 조직환경 -혁신행동 -정서적 몰입(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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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심리적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는 조직구성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역량증대, 권한이

전, 능동경영 등의 다양한 용어로 해석할 수 있고, 적용분야나 상황에 따라

의미도 다양하며(김미좌·박계홍, 2012), 관계구조적 측면과 동기부여적 측면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관계구조적 임파워먼트는 조직구성원에게 활력

을 주기 위해 조직 내 일정한 권한을 조직구성원에게 적절히 배분하여 조직

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동기부여적 임파워먼트는 ‘할 수 있다’는

믿음, 자기효능감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라고도 하며, 권한

을 부여하는 관계구조적 임파워먼트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았다

(Congre & Kanugo, 1988). 따라서 임파워먼트에 대한 후속연구들(Conger

& Kanungo, 1988; Thomas & Velthouse, 1990; Spreitzer, 1995)은 조직 구

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심리적 수단으로 임파워먼트가 활용되어

진다고 주장하며, 동기부여적 관점으로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김종훈 외, 2014).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구성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 조직이 요구하는 역할에 대한 내재적인 동기와 능력을 바탕으

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관적 심리상태로 정의되며

(Spreitzer et al., 1997), 상황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개인에 대

한 지속적 특성이 아닌, 직무환경에 의해 형성된 일체의 조건으로 여겨진다

(Spreitzer, 1997).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목적은 조직구성원 자신이 조직의

성공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사명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며, 맡은 직무에

스스로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감을 높여, 무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기부여를 통하여 구성원에게 커다란 성취감을 주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Stewart,

1994).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특징으로 개인은 자긍심 증가, 생각의 변화, 역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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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이루어지며, 개인의 임파워먼트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조

직구성원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이 과정 속에서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진다.

또한 집단의 임파워먼트는 궁극적으로 조직 전체로 확대되며, 제도와 구조

의 변화를 통한 행동이 정착되어 조직의 임파워먼트가 확립된다(장세준,

2011). 임파워된 조직의 특징으로 책임감과 상호 공유하는 가치에 대해 흔

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과 협동정신이 높

아지고, 상호 존중을 통한 부하와 리더간의 믿음이 증진한다고 보았다(석기

현, 2003).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부여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지변화로 내재적

업무 동기부여를 증가시키며, 임파워먼트는 단일 개념이 아닌 다각적인 개

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부하직원의 권한 부여를 위한 기반으로서 영

향력(impact), 자신감(competence), 의미성(meaningfulness), 선택(choice) 등

4개의 하위요소를 제시하였고(Thomas & Velthouse, 1990), 가장 널리 사용

되고 있는 임파워먼트의 4개 하위차원인 의미성(meaning), 역량성

(comptence), 자율성(self-determination), 영향력(impact)에 대해 명확한 정

의를 하기도 하였다(Spreitzer, 1995).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4개 하위차원 중 첫째, 의미성이란 개인의 이상이나

기준과 관련하여 판단되는 업무 목표 또는 목적의 가치를 의미하고

(Thomas & Velthouse, 1990), 업무 역할의 요구 사항과 개인의 신념, 가치

및 행동 사이의 적합성을 의미한다(Spreitzer, 1996; Brief & Nord, 1990;

Hackman & Oldham, 1980). 둘째, 역량성은 Conger & Kanungo(1988)가

제시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동일한 개념으로, 숙련된 업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Spreitzer, 1996; Gist, 1987). 셋째,

자율성은 행동을 시작하고 규제하는 데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감각으

로(Spreitzer, 1995; Deci et al., 1989), 업무 행동과 프로세스의 시작과 지속

에 대한 자율성이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영향력은 개인이 직장에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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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주요내용

Kirkman &
Rosen
(1990)

- 임파워먼트

- 고객지향성

- 직무만족

- 조직몰입

-

임파워먼트는 고객지향성,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정(+)의 관계

Avolio et al.
(2004)

-변혁적 리더십 -조직몰입

-심리적

임파워먼트(매)

-리더와 구성원간

구조적 거리(조)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몰

입에 정(+)의 관계

Chen et al.
(2007)

-개인수준

임파워먼트

- 직무성과

- 조직시민행동

- 혁신

-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성과, 조식시민행동,

혁신에 정(+)의 관계

Siebert et al.
(2011) -심리적임파워먼트

-직무만족

-직무몰입

-긴장

-이직의도

-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 직무몰입에

정(+)의 관계

긴장, 이직의도에부(-)의관계

관리 또는 운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이다(Spreitzer, 1995;

Ashforth, 1989).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급변하고 있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은 생존

전략으로 혁신 및 변화 등을 꾀하고 있으며 기업 구성원의 변화를 위해 ‘자

율성’이 중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해결책

으로 ‘임파워먼트’를 제시하였으며(허갑수·변상우, 2007), 역할의 모호성이

임파워먼트에 가장 큰 부적 상관관계를, 이 외 권한의 확장과 정보의 접근

성, 사회정치적 지원, 업무환경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preitzer, 1996). 또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몰입, 직무만족, 스트레스,

조직시민행동, 역할행동,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제시되어

왔다(유영식 외, 2009; Bisop & Scott, 2000; Spreitzer et al., 1997).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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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주요내용

송정수·양필석
(2008)

-조직(분배,절차,상

호작용)공정성
-혁신행동 -심리적임파워먼트(매)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혁

신행동과 조직공정성에

정(+)의 관계

유영식 외
(2009)

-변혁적 리더십

-역할행동,조직

시민행동

-혁신행동

-심리적임파워먼트(매)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변혁적 리더십을 부분
매개하여 혁신행동 등
에 정(+)의 관계

오종철·양태식
(2010)

-창의적 리더십

-심리적임파워먼트

-직무만족,

혁신행동

-

창의적 리더십은 심리
적 임파워먼트에, 심리
적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과 혁신행동에
정(+)의 관계

김성남·이규만
(2011)

-조직상황특성

-심리적임파워먼트

-조직몰입,

혁신행동
-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몰입, 혁신행동과
같은 구성원의 태도에
정(+)의 관계

곽종우·김병조
(2012) -임파워먼트 -혁신행동 -심리적주인의식(매)

심리적주인의식은 임파
워먼트를 부분 매개하
여 혁신행동 등에 정
(+)의 관계

전종석
(2014)

-셀프리더십 -혁신행동 -심리적임파워먼트(매)

셀프리더십은 심리적 임

파워먼트와 혁신행동에

정(+)의 관계

신민정 외
(2016)

-심리적임파워먼트 -혁신행동 -조망수용(조)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망수용은 혁신행동에

정(+)의 관계

주정희
(2017) -진성리더십 -직무열의,혁신행동

-심리적임파워먼트(매)

-구조적임파워먼트(조)

진성리더십은 직무열의

와 혁신행동에 정(+)의

관계

제4절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Bandura(1997)에 의해 최초로 제안된 개념으

로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

대와 신념을 말한다(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이란 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특정 상황에서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동기를 발생

시키는 인지적 작용으로 행동을 통해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역량과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고(Bandura,

1977), Shunk & Pajares(2009)는 자기효능감을 일정 수준의 행동을 학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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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최근에는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역량을 실제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

는가를 의미하고 각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한 기대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Bandura, 1997).

또한 자기효능감이 개인이 특정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인지된 능력이고 동기부여와 관련된 요인이며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

문에 새롭게 겪는 경험과 정보에 의하여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Gist

& Mitchell, 1992), 성공경험(mastery experience),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생리적 상태(emotional and

physiological states) 4개의 하위요소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의 첫 번쨰 원천인 성취 경험은 자기효능감을 발생시킬 수 있

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과업에서의 성공은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굳

건한 신뢰를 형성하고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역경을 견딜 수 있고 좌

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Bandura, 1995). 두 번째 원천인 대리적 경험은

자신과 유사한 사회구성원의 성공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

도록 한다. 세 번째 원천은 사회적 확산으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의 약

점과 부정에 함몰되기 보다는 자신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극복하기 쉽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능한지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 정

도를 조절하여 자기효능감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반면, 자신의 능력이

도전적 상황을 극복하기에 부족하다고 사회적으로 설득된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경우 도전적 활동을 쉽게 포기하고 행동영역을 제약한다. 네 번째

자기효능감의 원천은 신체 및 감정적 상태로 체력이나 힘과 관련되는 업무

영역에서 피곤함, 고통 등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긴장을 낮은 성과에 대

한 표시 즉, 신체적 부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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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도 자기효능감의 판단기준이 되는데, 긍정적 감정은 인식된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고, 부정적 감정은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킨다(Kavanagh & Bower,

1985; Bandura, 1995).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은 자신의 경험속에서 스스로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Bandura, 1995).

자기효능감이 조직의 성과와 긍정적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에서는 조직

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조직구성원이 낮은 조직구성원보다 본인의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업무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Bandura & Locke, 2003), 조직 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문제

에 직면했을 때 실패보다는 성공의 가능성을 더 크게 인지하고 시간과 노력

을 투자하기 때문에 향상된 능력을 토대로 더 높은 수준의 직무성과를 달성

하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본인 능력으로는 목표달성이 힘들다고 인

지하기 때문에 해결이 용이한 문제라도 문제를 회피하고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Schmidt & Deshon, 2010).

자기효능감과 업무 성과 간의 관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자기

효능감은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tajkovic & Luthans, 1998). 또한 Bandura(1997, 2000)는

업무현장의 경험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을 쉽게 높이고 개발할 수 있다고 주

장한 것처럼 자기효능감이 높은 구성원은 도전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성

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개인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

은 지속적인 업무달성 행동에 대한 욕구를 유발하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문

제해결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업무 수행 시 자

기효능감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낮은 구성원보다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Stajkovic & Luthans, 1998; Luthans et al.,

2004; Luthans et al., 2007; 유지원 외 2004).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 19 -

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주요내용

Runhaar &

Sanders

(2016)

-직업적

자기효눙감
-지식 공유

-고몰입 인적자원

관리(조)

자기효능감(직업적)은 지식

공유에 정(+)의 관계

Kim & Beehr

(2017)
-임파워링 리더십

-역할 내 성과

-일탈 행동

-자기효능감

-심리적 주인의식

자기효능감은 역할 내 성과

에 정(+), 일탈행동에 부

(-)의 관계

Çetin &

Askun(2018)

-직업적

자기효눙감
-업무성과 -내재적 동기

자기효능감(직업적)은 업무

성과에 정(+)의 관계

윤동열

(2012)

-글로벌리더

역량
-지식전이

-자기효능감(조)

-개방성(조)

자기효능감은 글로벌리더십

역량과 지식전이 관계 조절

김성진

(2013)
-감성리더십 -혁신행동 -자기효능감(매)

자기효능감은 감성리더십

과 혁신행동을 매개

윤백열·박계홍

(2013)

-신뢰 및 자기

효능감
-조직유효성 -공유가치(조)

자기효능감은직무만족, 조직몰입,

혁신행동에 정(+)의 관계

최우재·송하동

(2014)
-진성리더십 -군조직 효과성

-자기효능감(매)

-LMX(조)

자기효능감은 진성리더십과

개인수준 효과성을 매개

김영곤·김주경

(2016)
-일중독 -혁신및협력행동 -자기효능감(조)

자기효능감은일중독과혁신및

협력행동 관계 조절

전지영·곽원준

(2016)
-지식공유 -업무품질

-임파워링리더십(조)

-자기효능감(조)

자기효능감은 지식공유와

업무품질 관계 조절

정대용·채연희

(2016)
-고용가능성 -창업의도

-셀프리더십(매)

-자기효능감(매)

자기효능감은 고용가능성과

창업의도를 매개

조준

(2016)
-무형식학습 -조직몰입 -자기효능감(매)

자기효능감은 무형식학습

과 조직몰입을 매개

남승하·정종원

(2017)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성과 -혁신행동(매)

자기효능감은 직무성과와

혁신행동에 정(+)의 관계

김대호·신지선

(2018)
-조직적합성 -변화지지 행동

-규범적변화몰입(매)

-자기효능감(조)

자기효능감은 조직적합성과

규범적 변화몰입 관계 조절

설지수·정원호

(2018)
-임파워링리더십 -혁신행동

-직무열의(매)

-자기효능감(조)

자기효능감은 임파워링리더

십과 혁신행동 관계 조절

<표 4>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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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직무 적합성

(person-job fit)이 혁신행동(innovative work behavior)에 미치는 영향과 심

리적 임파워먼트(psychological empowerment)의 매개효과,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의 조절효과, 자기효능감에 의해 조절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개인-직무 적

합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혁신행동을 종속변수로 하며,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변수로 하고 자기효능감을 조절변수로 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

을 설정하였다.

개인-직무 적합성 혁신행동

심리적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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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설 설정

1. 개인-직무 적합성과 혁신행동의 관계

직무요구조건이 어떤 목적 달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할 때, 조직구성원은

직무와의 적합성을 인식하게 된다(Lin et al., 2014).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

은 구성원들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책임감 및 주인의식을 가

지므로 직무수행에 대한 동기 및 열의가 높아지게 되고(Kristof, 1996), 호의

적인 직무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과업성과와 맥락성과가 향상된다(김미희

외, 2012). 사회적 교환이론에 따르면 종업원들은 조직의 지원에 대해 보답

해야 할 의무를 느끼고 그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Wayne et al., 1997). 개인이 맡고 있

는 직무가 적합하다고 느낄 경우 해당 조직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할 가

능성이 높아지고, 조직에서 더 오랫동안 근무하려고 할 것이다(이명주·오계

택, 2017).

구성원들의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으면 직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지식, 기술,

능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고 직무의 특성이 개인들을 동기부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업무행동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류성민, 2016). 또한, 직무적합성은

조직이 개인의 특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할 때, 조직구성원은

자신이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높게 지각하며 직무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강영순, 2012).

따라서 구성원들은 조직이 그들의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고 느낄수록 직무에 다양한 변화

를 시도하고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조, 도입,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직무자율성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직무자율성이 혁신행동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인지적 요소인 직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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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이 직무만족이라는 태도를 형성하고 직무만족이 궁극적으로 혁신 행동

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한 결과를 통해 혁신행동이 발생하는 심리적 메카

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득영·유태용, 2012).

혁신행동은 과업행동, 조직시민행동과 더불어 직무수행을 측정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이며 직무특성과 개인특성의 유사 및 상호보완에 대한 지각은

혁신행동의 발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강영순, 2012), 혁신적

업무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는 사회적 교환관계, 조직지원

인식, 개인-환경(직무, 상사) 적합성, 개인-직무 적합성 등이 있다(이지율·김

명옥, 2015). 직무특성과 창의성 및 혁신행동간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밝힌

다양한 선행연구와(고득영·유태용, 2012; 김미희 외, 2012; 송병식, 2005) 직

무특성과 혁신행동, 직무특성과 개인-직무 적합성이 모두에 유의미한 변수

임이 밝혀진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강영순, 2012; 김보경·김정식, 2014; 유

동희·신유형, 2014; 남주성 외, 2015) 개인-직무 적합성이 혁신행동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개인-직무 적합성이 혁신적 업

무행동에 미치는 연구는 대부분 민간조직을 대상으로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

으며,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공공기관 근로자의 개인-직무 적합성이 혁

신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며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개인-직무 적합성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개인-직무 적합성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단순한 권한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 및 인지

과정에 중점을 두는 개념으로 자기효능감의 증진을 통해 과업 성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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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Conger & Kanungo, 1988). 심리적 임

파워먼트의 네가지 하위차원 중 하나인 자기결정력(self-determination)은

직무 또는 과업을 수행 하는데 있어서의 자율성, 그리고 개인이 세세한 관

리를 받지 않아도 직무와 관련한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Spreitzer, 1995, 1996) 직무특성이론에서는

다양한 직무들에서 개인-직무 적합성이 더 좋은 직무 결과를 초래하기 위

해서는 직무의 과업 중요성과 자율성이 높아야 하고 과업 중요성과 자율성

같은 직무특성들이 개인의 동기와 심리적인 만족감을 초래하여 개인의 직무

성과로 이어진다고 한다(김미희 외, 2012). 이는, 개인-직무 적합성에 따라

신입사원을 채용하거나 직무 재설계 시 조직원이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

기 위해 자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시사한다(홍아

정·정연화, 2015).

구성원이 자신의 특성과 소속된 팀의 직무특성이 적합하다고 지각할 경

우, 개인은 직무에 대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경험할 수 있고 개인이 자신

의 팀과 조직의 가치가 적합하다고 인지할 때, 그들의 과업에 대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향상될 수 있게 된다(임규혁 외, 2012).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개인과 조직 간의 부합성보다 직무 간

의 적합성이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영향력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able & DeRue, 2002). 개인-직무 적합성이 직무에 대한 지식,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팀원 전체가 팀의 개인-직무 적합

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한다면 조직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역할 증대 등을 통

하여 임파워된 경험을 할 것이다(임규혁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

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위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개인-직무 적합성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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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혁신행동의 관계

조직 구성원의 혁신 행동은 이들이 지니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하였고(Thomas & Velthouse, 1990), 심리적 임파워먼트

는 조직의 효과성과 혁신행동을 가져오는데, 임파워먼트된 구성원은 자신이

권한을 위임받고 자기주도 의사결정능력과 영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규

정에 얽매이지 않고 혁신적이다(Spreizer, 1995). 높은 수준의 임파워먼트 지

각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기효능감 혹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주어진 업무를 솔선수범해서 수행하는 등 적극적, 긍정적 태도 및

행동을 보인다(Kirkman & Rosen, 1999). 주어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

도성을 지니고 재량을 발휘하여 스스로가 업무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발적으로 과업수행 방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데 이러한 구성원의 내적동기를 유발하는 동인으로서 임파워먼트 지각은 구

성원들로 하여금 적극적, 진취적, 긍정적 행동의 결과로서 혁신행동을 하도

록 만들게 된다(김병조·곽종우, 2012).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혁신행동을 유발시키는 심리적 메커니즘은 크게 3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넓은 범위의 인지적인 정보탐색활동, 다양한 아

이디어를 투영할 수 있도록 주의력의 확장, 그리고 기존의 아이디어들 패턴

과 관계들을 규명할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Amabile et al., 2004). 둘째, 내재적으로 동기부여가 된 구성원들은 학습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들이 고양되고, 그들의 인지적 유연성과 위험감수 의지,

복잡함에 대한 열린 자세를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 구성원들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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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정서이론과 자기결정감 이론들은 내재적 동기가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인내심을 갖는데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Amabile, 1996).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혁신행동을 기대한다면, 조직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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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개개인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지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전략

적 수단들을 실행에 옮기는 등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혁신행동의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조직구성

원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행동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적 임

파워먼트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성과평가 시스템이나 의사결정체계, 업

무지원체계 구축과 우리사주제도 보완 등 구체적, 전략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성일·이희승, 2013; 홍아정·정연화, 2015).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인 의미성, 역량성

및 자율성, 영향력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유영식 외, 2009; 유향자, 2006),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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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

스와 혁신행동 사이의 관계를 임파워먼트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러한 결과는 구성원이 직무관련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할수록 혁신행동이

저해되고 그 관계에서 임파워먼트가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김영

진, 2005). 개인-직무 적합성과 재참여의도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가 매

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박주호, 2008), 상사신뢰와 혁신행동과의 관

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작용 검증결과, 혁신행동은 상사신뢰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정수·양필석, 2009). 셀프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개인수준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연구에서는 심리적 임파워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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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 주도적 셀프리

더십을 행사하는 구성원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며 심리적 임파워먼트 여건이 구비될 때, 시너지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전종석, 2014). 이러한 기존연구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조직

현장에서 임파워된 팀제를 시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인-직무 적합

성과 혁신행동 사이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볼 수 있다

(Kirkman et al., 2004).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개인-직

무 적합성과 혁신적 업무행동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개인-직무 적합성이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각한 결과이므로

직무에 대해 느끼는 가치의 정도,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 등과 직결된

결과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선행변인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하다(홍아정·정

연화, 2015).

앞서 논의한 가설에서 개인-직무 적합성은 혁신행동에 정(+)의 관계가 있

을 것으로 예측한 것을 토대로 변수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혁신행동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5.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믿음은 목표를 추구할 때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개인

의 능력을 증가시켜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은 역량에 대한 감정과 자기 자신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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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의 신념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상황

에 대해 가지고 있는 통제 또는 감각을 증가시킴으로써 더 나은 수행을 하

도록 동기를 부여한다(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업

무와 과제에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높은 성취수준을 보이고,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자기평가로 자신감이 결여되어 성취지향적

인 행동이 위축될 수 있다(홍계훈·김문주, 2017).

개인-직무 적합성과 자기효능감은 각각 태도와 능력으로 개념화될 수 있

으며 태도와 능력은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창출한

다(김현정, 2018). 개인-직무 적합성이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 등 성

과의 대리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들도 일정 부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입증하고 있으며(김우진,

2013; 이인석 외, 2010), 조직 구성원 개인의 욕구와 직무특성 간의 적합성

또는 개인의 지식, 기술, 능력과 직무요건 상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구성원의

자기효능감은 개인-직무 적합성에 중요한 조절역할을 한다고 하였다(김우

진, 2013).

자기효능감과 혁신행동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하여

증명되고 있는데 자기효능감이 혁신행동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항상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싶게 포기 하지 않

으며 업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독창적

인 방법을 고안해 내는 등의 혁신행동을 잘한다(Bandura, 1999). 자기효능감

이 높은 직원일수록 자신의 업무에 대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

고, 자신이 혁신행동에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Parker et al, 2006). 결국 직원들의 혁신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직원

들의 할 수 있다는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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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는 교사의 임파워먼트가 교사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했으며(남인수·최성

규, 2010), 외국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심리적 임파워먼

트와 자기효능감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이정윤 외,

2010), 관련 선행연구들은 모두 심리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과업에 대한 높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종훈 외,

2014).

여러 선행연구들에 따라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은 업무환경 하에서는 조

직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혁신행동

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 자기효능감은 개인-직무 적합성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조절할

것이다.

6.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아 직무만족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직무활동에 보

다 긍정적으로 접근하며,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호의적이며, 외부에 자신

이 속한 조직을 홍보하며, 조직 내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김상진·

한진수, 2006; 송정수·양필석, 2008). 조직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은 그들이 수

행하는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토대로 형성되는 성과개념으로 자신의 직무에

대해 긍정적 감정 상태를 가진 사람은 기존의 직무수행 규칙이나 절차에 얽

매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해결에 적합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Amabile et al., 1996). 그러므로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

은 조직구성원은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한 성취감이 높을수록 직무환경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에 따라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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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조직의 성과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상황에서 바라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적된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통

해 형성되며 특정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얼마나 잘 조직하

고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관계를 맺는다(김기병 외, 2015). 조직

구성원들이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질수록 더욱 어려운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

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인내하면서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Bandura,

1994), 자기효능감은 조직 내에서 동기부여, 성과, 스트레스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조절변수나 선행변수로서 연구되어 왔다(Jex & Bliese, 1999;

Saks, 1995; Stajkovic & Luthans, 1998).

하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개인-직무 적합성과 구

성원들의 혁신행동 등에 대해 매개효과 또는 조절효과를 각각 살펴보는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가설들을 통해 매개효

과와 조절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는데, 이것은 개별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두 가지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가설을

토대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가설 6 :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개인-직무 적합성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혁신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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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변수 설 문 항 목

개인-직무

적합성

1. 나의 지식, 기술, 능력은 직무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2. 나의 직무는 내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3. 나의 직무는 나와 잘 맞는다.

4. 나의 직무는 내가 원했던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개인-직무 적합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혁신행동을 종속변

수로 하였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변수로, 자기효능감을 조절변수로 설

정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모든 변수들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은 A공공기

관에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 개인-직무 적합성

개인-직무 적합성은 직무환경에 대한 개인의 요구와 직무 특성간의 적합

성 또는 개인의 욕구, 역량, 능력과 직무수행 여건 간의 적합의 정도를 의미

한다(Edwards, 1991). 개인이 가진 지식, 기술, 성격이 해당 직무와 얼마나 부

합되는지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aks & Ashforth(1997)가 개발한 개

인-직무 적합성 관련 4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표 5> 개인-직무 적합성의 측정 설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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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행동

혁신행동(innovative work behavior)은 구성원이 자신의 과업 또는 소속

집단이나 조직의 성과향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도

입하여 적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Janssen, 2000, 2005; West & Farr,

1989). 본 연구에서 혁신행동 조사도구는 Janssen(2000)에 의해 개발되어 박

오수와 고동운(2008), 유영식(2009), 백유성 외(2011)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설문항목을 활용하였다.

<표 6> 혁신행동의 측정 설문항목

하위변수 설 문 항 목

아이디어

창출
(idea

generation)

1. 나는 업무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

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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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내

려고 노력한다.

5.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

려고 노력한다.

6. 나는 회사의 핵심인물들을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열렬한 후원자로

만든다.

아이디어

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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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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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적 임파워먼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포함하여 개인이 부

여받은 직무권한에 대한 심리적 지각상태를 의미하고(Amenumey &

Lockwood, 2008), 부여된 업무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판

단, 즉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Spreitzer, 1995). 본 연구

에서는 심리적 임파워먼트 측정을 위해 의미성(meaning), 역량성

(competence), 자율성(self-determination), 영향력(impact) 등 4가지를 구성

요소로 들고(Spreitzer, 1995), 측정 문항을 표와 같이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즉,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하위변수는 의미성, 역량성, 자율성, 영향력으로 구

분되어 각 3개 문항씩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7>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측정 설문항목

하위변수 설 문 항 목

의미성

1. 내가 하는 업무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나의 직무활동들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3. 내가 하는 업무는 나에게 가치가 있다.

역량성

4. 나는 직무에서 필요한 기술에 숙련되어 있다.

5. 나는 나의 직무수행 능력에 자신이 있다.

6. 나는 나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 업무능력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자율성

7. 나는 나의 직무수행 방법을 결정하는데 자율성을 갖고 있다.

8. 나는내업무를어떻게할것인가스스로결정할수있다.

9. 나는 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다.

영향력

10. 내가 우리부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크다.

11. 나는 나의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이 있다.

12. 나는 우리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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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조직구성원이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

한 행동을 조직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으로

정의한다(Bandura, 1977). 본 연구에서는 Chen, Gully, & Eden(2001)이 사

용한 측정도구 8개 설문문항을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표 8> 자기효능감의 측정 설문항목

하위변수 설 문 항 목

자기효능감

1. 나는 내 자신이 설정한 목표들의 대부분을 달성 할 수 있다.

2. 어려운 업무에 봉착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완수할 수 있다.

3. 나는 내 자신이 마음속으로 다짐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4. 나는 수많은 도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나는 주어진 업무를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잘 해낼 수 있다.

6. 일반적으로 나는 나에게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나는 많은 다양한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8. 나는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꽤 잘해낼 수 있다.

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직무 적합성이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는 통제요인으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성

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등 4개를 활용하였다. 성별은 더미변수를 설정하여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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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항수 출 처

계 40

개인-직무 적합성 4
Saks & Ashforth

(1997)

혁신행동

아이디어 창출 3

Janssen(2000)아이디어 홍보 3

아이디어 자각 3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미성 3

Spreitzer

(1995)

역량성 3

자율성 3

영향력 3

자기효능감 8
Chen et al.

(2001)

통제변수 7 연구자 구성

연령은 1 = 30세 미만, 2 = 30세 이상～40세 미만, 3 = 40세 이상～50세

미만, 4 = 50세 이상～60세 미만, 5 =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학력은 1

= 고교 졸업 이하, 2 = 전문대 졸업, 3 = 대학교 졸업, 4 = 대학원 졸업이상

으로 설정하였다. 근속연수는 1 = 2년 미만, 2 = 2년 이상～3년 미만, 3 = 3

년 이상～5년 미만, 4 = 5년 이상～10년 미만, 5 = 10년 이상～20년 미만, 6

= 20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6. 설문지 구성

<표 9> 설문지 구성



- 35 -

제4절 표본의 구성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A공공기관의 구성원

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부서별 직접 방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으

며, A공공기관에 근무하는 320명의 구성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리

고 300부(회수율 93.8%)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5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275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 AMO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였고, 각 변수별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활용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 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직위(직급), 직렬, 근속연수, 업무유형 등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각 설문 항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변

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각각의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변수 간에 직접효과,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SPSS Process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조절된 매

개효과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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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결과

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A공공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가

설을 검증하였다. 설문을 통해 수집된 총 275부의 응답을 개인-직무 적합성

과 혁신행동의 관계에 있어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와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해 보면, <표 10>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163명(59.3%), 여성이 112명(40.7%)로 나타났다. 연령은 30세 미만이 68명

(24.7%), 30세 이상～40세 미만이 137명(49.8%), 40세 이상～50세 미만이 60

명(21.8%), 50세 이상～60세 미만 10명(3.6%)으로 분포되어 있어 30대와 40

대가 71.6%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7명(2.5%), 전문대졸이 1명

(0.4%), 대학교졸이 211명(76.7%), 대학원졸이 56명(20.4%)으로 대부분 대학

교 이상 학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위(직급)는 사원/주임급 75명(27.3%), 대리급 53명(19.3%), 과장급

96명(34.9%), 차장급 45명(16.4%), 부장급이 6명(2.2%)으로 나타났다. 직렬의 경

우 일반직 246명(89.5%), 출제연구직 26명(9.5%), 기타 3명(1.1%)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장의 근속연수는 2년 미만 48명(17.5%), 2년 이상～3년 미만 30명

(10.9%), 3년 이상～5년 미만 56명(20.4%), 5년 이상～10년 미만 70명(25.5%),

10년 이상～20년 미만 62명(22.5%), 20년 이상 9명(3.3%)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근무부서는 기획운영(감사포함) 10명(3.6%), 능력개발(숙련기술

포함) 88명(32.0%), 능력평가(NCS포함) 104명(37.8%), 국제인력 66명

(24.0%), 기타 7명(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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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성(N=275)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63 59.3

여성 112 40.7

연령

30세 미만 68 24.7

30세 이상～40세 미만 137 49.8

40세 이상～50세 미만 60 21.8

50세 이상～60세 미만 10 3.6

60세 이상 0 0

학력

고졸 7 2.5

전문대졸 1 0.4

대학교졸 211 76.7

대학원졸 이상 56 20.4

직위(직급)

사원/주임(6급) 75 27.3

대리(5급) 53 19.3

과장/연구원(4급) 96 34.9

차장/선임연구원(3급) 45 16.4

부장/책임연구원(2급) 6 2.2

직렬

일반직 246 89.5

출제연구직 26 9.5

기타 3 1.1

근속연수

2년 미만 48 17.5

2년 이상～3년 미만 30 10.9

3년 이상～5년 미만 56 20.4

5년 이상～10년 미만 70 25.5

10년 이상～20년 미만 62 22.5

20년 이상 9 3.3

업무유형

기획운영(감사포함) 10 3.6

능력개발(숙련기술포함) 88 32.0

능력평가(NCS포함) 104 37.8

국제인력 66 24.0

기 타 7 2.5

<표 1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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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1. 신뢰도 검증

신뢰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며 Cronbach’s α값을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값이 0.7 이상이면 높은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

수의 신뢰도 분석 결과, 개인-직무 적합성은 0.979, 혁신행동는 0.980, 심리

적 임파워먼트는 0.976, 자기효능감은 0.978로 Cronbach’s α값이 기준이 되

는 0.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각 변수의 신뢰도 검

증 결과는 <표 11>과 같이 도출되었다.

변 수 분석 항목 수 Cronbach’s α 계수값

개인-직무 적합성 4개 0.979

혁신행동 9개 0.980

심리적 임파워먼트 12개 0.976

자기효능감 8개 0.978

<표 11> 신뢰도 검증 결과

2. 타당성 검증

타당성이란 변수가 측정문항들에 의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AMOS 18.0을 사용하여 확인적요인분석(CFA)를 실시하였다. 모든 변수들의

단일 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모델의 요인적재치가 낮거나 요인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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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항목

요인

표준화된

요인적재치

표준오차

(S.E)

개념신뢰도

(CR)

평균분산추출

(AVE)

개인-직무

적합성

PJF1 .722 .213

0.932 0.776
PJF2 .877 .165

PJF3 .843 .203

PJF4 .852 .208

혁신행동

IWBG1 .839 .169

0.972 0.793

IWBG2 .746 .198

IWBG3 .824 .188

IWBP4 .826 .210

IWBP5 .860 .143

IWBP6 .817 .256

IWBR7 .876 .139

IWBR8 .900 .116

IWBR9 .799 .210

심리적

임파워먼트

PEM1 .906 .120

0.982 0.824
PEM2 .934 .090

<표 1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합도를 저해하는 일부 항목 등의 제외를 통해 정리한 결과는 <표 12>와 같

다. 최종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χ2 = 786.006(df = 459, p<.001), χ2/df =

1.712, RMSEA = .048, NFI = .907, IFI = .959, TLI = .950, CFI = .959이

다. χ2과 자유도의 비는 3.0 이하, NFI, IFI, TLI, CFI는 .90이상, RMSEA는

.08이하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측정항목

에 대한 표준요인 적재치가 0.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중타당성을 확인

할 수 있고,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AVE) 계산 결과 0.7과 0.5 이

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은 각각의 개념에 대해 대표성

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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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항목

요인

표준화된

요인적재치

표준오차

(S.E)

개념신뢰도

(CR)

평균분산추출

(AVE)

PEM3 .889 .157

PEC4 .778 .281

PEC5 .901 .115

PEC6 .912 .108

PES7 .846 .187

PES8 .853 .156

PES9 .842 .196

PEI10 .833 .221

PEI11 .900 .164

PEI12 .894 .166

자기효능감

SES1 .738 .193

0.966 0.780

SES2 .839 .147

SES3 .792 .206

SES4 .818 .182

SES5 .817 .229

SES6 .804 .180

SES7 .833 .166

SES8 .828 .173

측정모델 적합도

χ2 = 786.006, df = 459, p<.001,

χ2/df = 1.712, IFI = .959, TLI = .950, CFI = .959,

RMSEA = .048

제3절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1. 기술통계

주요 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을 기초로

구성원들의 개인-직무 적합성과 혁신행동, 심리적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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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문항수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개인-직무 적합성 4 1-5 .00 5.00 3.1315 1.27386

혁신행동 9 1-5 .00 5.00 3.0768 1.22509

- 아이디어창출 3 1-5 .00 5.00 3.1266 1.24207

- 아이디어홍보 3 1-5 .00 5.00 3.0271 1.25257

- 아이디어자각 3 1-5 .00 5.00 3.0768 1.25656

심리적 임파워먼트 12 1-5 .00 5.00 3.1182 1.24340

- 의미성 3 1-5 .00 5.00 3.2067 1.34126

- 역량성 3 1-5 .00 5.00 3.1818 1.30457

- 자율성 3 1-5 .00 5.00 3.1818 1.29594

- 영향력 3 1-5 .00 5.00 2.9026 1.27274

자기효능감 8 1-5 .00 5.00 3.2808 1.27757

<표 13>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등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여 <표 13>에 정리하였다. 모든 변수들의 하위개념

평균값이 4미만으로 좋게 나타났다.

2.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각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에는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

성을 반영하여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등 통제변수 4개와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된 4개 변수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

변수 중 성별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개인-직무 적합성과 종속변수인 혁신행동,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 모두가 변수 간 상관관계가 정(+)의 관

계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측정변수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14>에 제시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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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1. 성별 .59 .492 - 　 　 　 　 　 　 　

2. 연령 2.04 .782 .217*** - 　 　 　 　 　 　

3. 학력 3.15 .537 .051 .359*** - 　 　 　 　 　

4. 근속연수 3.35 1.465 .029 .665*** .152* - 　 　 　 　

5. 개인-직무 적합성 3.13 1.274 .161** .077 .026 -.031 - 　 　 　

6. 혁신행동 3.08 1.225 .177** .183** .046 .127** .930*** - 　 　

7. 심리적 임파워먼트 3.12 1.243 .112 .169** .016 .087 .939*** .943*** - 　

8. 자기효능감 3.28 1.277 .067 .098 .068 .013 .936*** .927*** .953*** -

주1) N=275, *p<.05, **p<.01, ***p<.001

주2) 1. 성별 :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 연령 : 30세미만(1), 30대(2), 40대(3), 50대(4), 60대(5), 3. 학력 : 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졸

(4), 4. 근속연수 : 2년미만(1), 2∼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미만(4), 10∼20년미만(5), 20년이상(6)

<표 14>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 43 -

제4절 가설 검증

1. 개인-직무 적합성과 혁신행동의 관계

개인-직무 적합성과 혁신행동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 1은 개인-직무 적합성이 혁신행동과의 관계

에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표 15>에서 제시한 회귀

모형을 보면, 분석 1단계의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로 사용한 성별, 연령, 학

력, 근속연수 등 4개를 먼저 투입하였다. 2단계 모형 2에서는 4개의 통제변

수와 독립변수인 개인-직무 적합성을 투입하였다. 회귀모형을 해석할 때 모

형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F 통계량과 Durbin-Watson값을

확인하여야 한다. F 통계량 값은 유의수준도 함께 확인해 보아야 하고,

Durbin-Watson 값의 경우에는 2를 기준으로 오차항들이 독립임을 판단해

야 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는 모형 2의 경우 F 통계량 값은

306.837, p<.001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값은 1.894로 회귀모형이 적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모형 2에서 독립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설명력인 R2값을 살펴보면 55.8%(수정된 R2은 55.0%)로 나타났다. 모형 2의

결과를 보면, 개인-직무 적합성(β=.723, p<.001)은 혁신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상관관계분

석을 통해 확인된 개인-직무 적합성과 혁신행동의 정(+)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을수록 구성원들의 혁신행동

도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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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혁신행동

모형 1 모형 2

β t β t

성별 .148 2.413 .050 1.165

연령 .130 1.481 .035 .579

학력 -.014 -.225 -.007 -.170

근속연수 .038 .473 .126 2.255

개인-직무 적합성 .723*** 17.517

R2/R2
adj .054/.040 .558/.550

F 통계량 3.867 306.837***

Durbin-Watson 1.894

주1) N=275, *p<.05, **p<.01, ***p<.001

<표 15> 개인-직무 적합성과 혁신행동의 회귀분석 결과(가설 1)

2. 개인-직무 적합성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

본 연구에서 가설 2는 개인-직무 적합성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와의 관계에

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표 16>에서 제시한 회귀모

형을 보면, 모형 1에서는 4개의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모형 2에서는 4개의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개인-직무 적합성을 투입하였다. 독립변수와 결과변

수의 관계를 보는 모형 2의 경우 F 통계량 값은 382.117, p<.001로 나타났

으며 Durbin-Watson 값은 1.797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형 2에서 독립변인에 의한 결과변인의 설명력인 R2값은 60.2%(수정

된 R2은 59.5%)로 나타났다. 모형 2의 결과를 보면, 개인-직무 적합성(β

=.765, p<.001)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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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심리적 임파워먼트

모형 1 모형 2

β t β t

성별 .073 1.178 .073 1.178

연령 .198 2.238 .198 2.238

학력 -.052 -.813 -.052 -.813

근속연수 -.039 -.477 -.039 -.477

개인-직무 적합성 .765*** 19.548

R2/R2
adj .037/.023 .602/.595

F 통계량 2.628 382.117***

Durbin-Watson 1.797

주1) N=275, *p<.05, **p<.01, ***p<.001

<표 16> 개인-직무 적합성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회귀분석 결과(가설 2)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확인된 개인-직

무 적합성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와의 정(+)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

한 결과는 구성원들의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임파워먼트도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3.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혁신행동의 관계

본 연구에서 가설 3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혁신행동의 관계

에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표 17>에 제시한 회귀모

형을 보면, 모형 1에서는 4개의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모형 2에서는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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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혁신행동

모형 1 모형 2

β t β t

성별 .148 2.413 .094 2.317

연령 .130 1.481 -.019 -.319

학력 -.014 -.225 .025 .593

근속연수 .038 .473 .068 1.272

심리적 임파워먼트 .750*** 18.951

R2/R2
adj .054/.040 .595/.587

F 통계량 3.867 359.156***

Durbin-Watson 1.793

주1) N=275, *p<.05, **p<.01, ***p<.001

<표 17>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혁신행동의 회귀분석 결과(가설 3)

통제변수와 심리적 임파워먼트 변수를 투입하였다. 모형 2의 경우 F 통계량

값은 359.156, p<.001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값은 1.793로 회귀모형

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형 2에서 각 변인 간 설명력인 R2값

은 59.5%(수정된 R2은 58.7%)로 나타났다. 모형 2의 결과를 보면 심리적 임

파워먼트(β=.750, p<.001)는 혁신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확인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혁신행동

과의 정(+)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혁신행동을 높이는 정(+)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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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혁신행동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성별 .148 2.413 .050 1.165 .064 1.692

연령 .130 1.481 .035 .579 -.011 -.205

학력 -.014 -.225 -.007 -.170 .014 .352

근속연수 .038 .473 .126 2.255 .100 2.008

개인-직무 적합성 .723*** 17.517 .361*** 6.283

심리적 임파워먼트 .473*** 8.210

R2/R2
adj .054/.040 .558/.550 .647/.639

F 통계량 3.867 306.837*** 67.407***

Durbin-Watson 1.843

주1) N=275, *p<.05, **p<.01, ***p<.001

<표 18> 심리적 임파원먼트의 매개효과 회귀분석 결과(가설 4)

4.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가설 4는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혁신행동

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표 18>에서 제시한 회귀모형을

보면, 모형 1에서는 4개의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모형 2에서는 4개의 통제변

수와 독립변수인 개인-직무 적합성을 투입하였고, 모형 3에서는 통제변수,

독립변수 개인-직무 적합성과 매개변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투입하였다.

모형 3에서 모형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통계값을 살펴보면, F 통계량

값은 67.407(p<.001)로 유의하고 Durbin-Watson 값은 1.843로 확인되어 모

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변인 간에 설명력인 R2값은

64.7%(수정된 R2은 63.9%)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 독립변수의 β값이 모형 2보다 절대값이 작아지는지 여부와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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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유의한지 여부를 통해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모형

3과 모형 2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개인-직무 적합성의 β값이 .723(p<.001)

에서 .361(p<.001)로 작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

먼트 또한 β=.473(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

고 모형 3에서 독립변수인 개인-직무 적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남에 따라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개인-직무 적합성과 혁신행동과의 관계에

서 부분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5.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 가설 5는 조직구성원의 자기효능감은 독립변수인 개인-직무

적합성과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정(+)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조절효과의 가설 검증을 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표준화하여 각각 상호작용항을 만들

었다. <표 19>에서 제시한 회귀모형을 보면, 모형 1에서는 4개의 통제변수

를 투입하고, 모형 2에서는 4개의 통제변수와 개인-직무 적합성을 투입하고,

모형 3에서는 4개의 통제변수와 개인-직무 적합성, 자기효능감을 투입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4개의 통제변수, 개인-직무 적합성, 자기효능감과 개인

-직무 적합성×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모형 4의 F 통계량

값은 10.300(p<.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Durbin-Watson 값은 1.936으

로 모형 타당성 값이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변인

간의 설명력인 R2 값을 살펴보면 61.3%(수정된 R2은 60.3%)로 나타났다. 모

형 4를 보면, 개인-직무 적합성과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β=.124)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인-직무 적합성과 심

리적 임파워먼트 관계에 자기효능감이 정(+)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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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혁신행동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β t β t β t β t

성별 .148 2.413 .050 1.165 .068 1.674 .055 1.376

연령 .130 1.481 .035 .579 .024 .422 .033 .580

학력 -.014 -.225 -.007 -.170 -.018 -.435 -.012 -.288

근속연수 .038 .473 .126 2.255 .123 2.312 .113 2.159

개인-직무 적합성 .723*** 17.517 .499 8.484 .512 8.830

자기효능감 .299*** 5.134 .303 5.297

개인-직무 적합성
×자기효능감

.124** 3.209

R2/R2
adj .054/.040 .558/.550 .598/.589 .613/.603

F 통계량 3.867** 306.837*** 26.353*** 10.300**

Durbin-Watson 1.936

주1) N=275, *p<.05, **p<.01, ***p<.001

<표 19>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가설 5)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시각적

으로 도식화한 <그림 2>를 보면,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아질수록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정(+)의 관계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효능

감이 낮은 집단이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보다 개인-직무 적합성의 영향에

의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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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분석 그래프(가설 5)

6.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가설 6은 조직구성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개인-직무 적

합성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혁신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앞에서는 SPSS 회귀분석을 통하여 매개효과와 조

절효과를 각각 검증하여 확인하였으나 이후 분석은 SPSS Process를 사용하

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20>은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여 간접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개인-직무 적합성과 심리적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인 자기효

능감은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 값(Boot LLCI=.0106)과 상한 값(Boot

ULCI=.1007)의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6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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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

혁신행동

Boo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 SD(-0.5609) .2059 .0388 .1371 .2884

M .2355 .0386 .1673 .3170

+1 SD(0.5609) .2651 .0426 .1893 .3556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경로(조절변수 : 자기효능감) Index SE(Boot)
Boot

LLCI

Boot

ULCI

개인-직무 적합성 → 심리적

임파워먼트

→ 혁신행동

.0528 .0230 .01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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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 value, bootstrap sample size=5,000

<표 20>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Process 분석 결과(가설 6)

제5절 가설 검증결과 요약

앞에서 제시한 가설 검증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21>와 같다.

구분 가설 내용 결과

가설 1 개인-직무 적합성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개인-직무 적합성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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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4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혁신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 5
자기효능감은 개인-직무 적합성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가설 6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개인-직무 적합성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혁신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채택

<표 21> 가설 검증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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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직무 적합성과 혁신행동 간

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개인-직무 적합성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

과 및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

여 A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는 대상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8월 19일부터 9월 7일

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A공공기관에 근무하는 320명의 구성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리고 300부(회수율 93.8%)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5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275부의 설문지를 분석

에 활용하였다. 통계프로그램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고,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SPSS Process 매크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직무 적합성은 혁신행동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구

성원이 본인의 직무에 대한 이해가 높고 자신의 기술, 능력, 적성과 잘 맞는

다고 느끼면 직무를 통한 자신감과 만족감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업무수

행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적용하는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이지율·김명옥(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은

조직구성원들은 직무열의와 경력성공의 가능성이 높고 주어진 직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혁신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한다(

Kristof, 1996; 심윤희·유태용, 2009; 김성남·이규만, 2012; 유동희·신유형,

2014). 이러한 결과는 공공조직이 구성원들에게 개인의 특성 및 능력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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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직무를 부여한다면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아져 조직구성원들의 혁

신행동이 커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개인-직무 적합성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구성원이 자신과 직무특성이

적합하다고 지각할 경우, 개인은 직무에 대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경험하

여 그들의 과업에 대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향상될 수 있게 되고, 조직구

성원 전체가 조직의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한다면 조직구성

원의 입장에서는 역할 증대 등을 통하여 임파워된 경험을 할 것이라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임규혁 외, 2012). 이러한 결과는 공공조직 구성원들의

개인-직무 적합성이 높아질수록 조직 내에서의 영향력, 자율성 등 심리적

임파워먼트도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혁신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

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

하는 것으로(오종철·양태식, 2009; 김성남·이규만, 2012; 구정모, 2014; 정연

화·홍아정, 2015), 현재 공공기관도 고객지향,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 조직구성원의 긍정적

인 업무자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등이 요구되는데 여기

에 도움을 주는 것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심

리적 임파워먼트가 공공조직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

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독립변수인 개인-직무 적합성과

종속변수인 혁신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개인-직무 적합성이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어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직무 적합성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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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높이는 영향력으로 혁신행동이 높아지는 간

접효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개인-직무 적합성과 혁신행동 간에 심리적 임

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기존의 선행연구와(정연화·홍아정, 2015) 일

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다섯째, 개인-직무 적합성과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이 p<.01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인-직무 적합성과 심리적 임파워

먼트 관계에 자기효능감이 정(+)의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확인하였

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구성원들은 높은 구성원들에 비해 개인-직무 적합성

이 높아질수록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은 개인-직무 적합성과

심리적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이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 값(Boot LLCI=.0106)과 상한 값(Boot ULCI=.1007)의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제2절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이론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혁신행동과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을 대

상으로 실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기존에는 개인-환경

적합성과 혁신행동에 관한 연구는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

분이었으나 공공기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특히, 개인-환경 적합성의 여러 하위요인 중 개인-직무 적합성에 초점을 맞

추어 연구함으로써 공공기관 조직원의 성격, 전공, 적성 등을 고려한 직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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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조직 및 직무 만족도가 향상됨에 따라 혁신적 업

무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수직적 조직문화와 관료적 성격이 강한 공공기관에서도 일반 사기

업에서 발현되는 개인-직무 적합성과 혁신행동 간의 연관성이 공공기관에

서도 동일하게 발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간 충분한 연구가 이루

어지지 않았던 공공기관 조직원을 대상으로 한 적합성 연구에 대해 이론적

뒷받침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셋째, 그간 연구가 미비했던 개인-직무 적합성, 심리적 임파워먼트 그리고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개인-직무 적합성이 혁신행동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매개요인으로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혁신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

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큰 시사점을 가진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조직성과를 위한 공공기관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조

직 내에서 구성원 개인별 직무특성의 부합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직무 적합

성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조직구성원에게 직무와의 적

합정도는 조직구성원들의 태도,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과

직무간의 일치에 대한 분석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전략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연구대상인 A공공기관의 경우 최근 5년 전부터 NCS기반 채용방식

을 통해 매년 신입사원을 100명 이상 채용함에 따라 조직문화가 경직·수직

적에서 유동·수평적으로 변화됨 점을 고려하여 젊은 조직구성원의 개인-직

무 적합성을 잘 활용한다면 직무재배치 등 조직 시스템 변화를 통해 A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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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조직성과는 크게 향상될 것이다.

셋째, 최근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업무권한 및 자기결정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원들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부여를 증진하고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구성원들의 직무만족 및 조

직몰입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등 자발적인 혁신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내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공공기관도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혁

신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3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가 공공기관 조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직무 적합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및 자기효능감의 조절

효과를 연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체 공공조

직 중 A공공기관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공공기관에 대

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에 부분적인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여 보다 일반화된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A공공기관 본부에 근무하는 구성원

중 320명을 대상으로 편의층화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설문을 진행하였기 때문

에 표본의 편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부뿐만 아니라 업무성

격이 다양한 지부·지사에 근무하는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좀 더 많은 표

본을 확보하여 연구를 실시한다면 보다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설문지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자기보고식 설문응답으로, 측정된 독

립변수인 개인-직무 적합성과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조절변수

인 자기효능감 그리고 종속변수인 혁신행동들이 동시에 보고되어 변수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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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를 편향시킬 수 있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variance)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일방법편의란 동일한 방식에 의해 두 개의 변

수를 측정할 경우 그 상관관계가 실제 상관관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이

다(Billings & Wroten, 1978).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시점을 기준으로

한 횡단적인 자료를 이용한 연구이므로 조사 시점에서의 설문대상인 공공기

관의 경영환경요인, 조직문화, 구성원 개인 특성 등의 요인을 완벽하게 고려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시점을 기준으로 한 횡단적

인 자료를 이용한 연구이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수 간에 영향의 변화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한 표본에게 적절한 흐름에 따라 각 변수를 측정하는 종단

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직무만족이나 조직

몰입, 이직의도 같은 몇몇 변인들과의 관계와 제한적으로 연관되어 연구가

진행된 개인-환경 적합성 하위요인 중 개인-직무 적합성 변인과 혁신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변수로 하여 실

증함으로써 향후 개인-직무 적합성 연구범위를 확장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인사·교육담당자들에게 조직구성

원의 혁신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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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Public Institution Member’s

Person-Job Fit on Innovative Work Behavior: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Woong-Chul, Shin

Abstract

This study looked at the effect of public institution member’s

person-job fit on the innovative work behavior and the medial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the adjustment effect of self-efficacy in

this relationship. It also validated the regulated intermediaries that

considered both the process and the circumstances in which person-job

fit led to the act of innov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changes in behavior for innovation in public

institution, along with support for expansion of conformity theory, by

revea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job fit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self-efficacy to enhance innovation work behavior.

To this end, the survey data were distributed to 320 people working at

A public authority to utilize part 275 of the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e hypothesis test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shown that

person-job fi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novative work behavi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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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stitution members. Second, psychological empowerment mediated

the influence of public institution member’s person-job fit on the

innovative work behavior. Third, self-efficacy adjusted the influence of

individual-occupancy on psychological empowerment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Lastly,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controlled by self-efficacy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job fit and innovation behavior.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has expanded the scope of

individual-obligation studies in the future by recogn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obligation variables and innovative work behaviors

that have been researched in this country in relation to their relationship

with several witnesses such a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immersion,

and turnover, and demonstrating the effect of the parameters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Keywords : Person-Job Fit, Innovative Work Behavior, Psychological

Empowerment,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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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구는 

둥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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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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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지식, 기술, 능력은 직무의 요구사항을 충

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직무는 내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직무는 나와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직무는 내가 원했던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Ⅰ. 다음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Ⅱ. 다음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업무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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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안

해 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

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

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회사의 핵심인물들을 혁신적 아이디어

에 대한 열렬한 후원자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잘 다듬어 유용하게 쓰

일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업

무현장에 적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실용적 가치를 꼼꼼하

게 따져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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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하는 업무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직무활동들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큰 의미

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하는 업무는 나에게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직무에서 필요한 기술에 숙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의 직무수행 능력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 업무능

력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직무수행 방법을 결정하는데 자

율성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결정할

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독립

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우리부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크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우리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영향력

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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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문내용 응 답 내 용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30세미만 ② 30세이상~40세미만 ③ 40세이상~50세미만

④ 50세 이상~60세 미만 ⑤ 60세 이상

3 학력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4 근속연수
① 2년 미만 ② 2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10년 미만 ⑤ 10년 이상~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5
업무

유형

① 기획운영(감사포함) ② 능력개발(숙련기술포함)

③ 능력평가(NCS포함) ④ 국제인력 ⑤ 기 타

6 직렬 ① 일반직 ② 출제연구직 ③ 기타

Ⅳ. 다음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자신이 설정한 목표들의 대부분을

달성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려운 업무에 봉착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완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자신이 마음속으로 다짐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수많은 도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

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주어진 업무를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잘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일반적으로 나는 나에게 중요한 결과를 얻

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많은 다양한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꽤 잘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Ⅴ. 다음 문항들은 연구 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항목들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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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문내용 응 답 내 용

7 직위
① 사원/주임(6급) ② 대리(5급) ③ 과장/연구원(4급)

④ 차장/선임연구원(3급) ⑤ 부장/책임연구원(2급 이상)

귀한 시간 내시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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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하위항목 설 문 문 항

1

Person-Job

Fit

(개인-직무

적합성)

Do your knowledge, skills, and abilities match the

requirements of the job?

2 Does the job fulfill your needs?

3 Is the job a good match for you?

4
Does the job enable you to do the kind of work you

want to do?

번호 하위항목 설 문 문 항

1

Idea

generation

(아이디어창출)

Creating new ideas for diffcult issues

2
Searching out new working methods, techniques, or

instruments

3 Generating original solutions for problems

4

Idea

promotion

(아이디어홍보)

Mobilizing support for innovative ideas

5 Acquiring approval for innovative ideas

6
Making important organizational members enthusiastic

for innovative ideas

7

Idea

realization

(아이디어자각)

Transforming innovative ideas into useful applications

8
Introducing innovative ideas into the work environment

in a systematic way

9 Evaluating the utility of innovative ideas

변수별 측정 설문항목

<표 22> 개인-직무 적합성의 측정 설문문항

<표 23> 혁신행동의 측정 설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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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하위항목 설 문 문 항

1
meaning

(의미성)

The work I do is very important to me

2 My job activities are personally meaningful to me

3 The work I do is very meaningful to me

4

competence

(역량성)

I have mastered the skills necessary for my job

5 I am confident about my ability to do my job

6
I am self-assured about my capabilities to perform my

work activities

7
self-deter

mination

(자율성)

I have a significant autonomy in determining how I do

my job

8
I can decide on my own how to go about doing my

work

9
I have considerable opportunity for independence and

freedom in how I do my job

10

impact

(영향력)

My impact on what happens in my department is large

11
I have a great deal of control over what happens in my

department

12
I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ver what happens in my

department

번호 하위항목 설 문 문 항

1

Self-

Efficacy

(자기효능감)

I will be able to achieve most of the goals that I have

set for myself

2
When facing difficult tasks, I am certain that I will

accomplish them

3
I believe I can succeed at most any endeavor to which

I set my mind

4 I will be able to successfully overcome many challenges

5 Compared to other people, I can do most tasks very well

6
In general, I think that I can obtain outcomes that are

important to me

7
I am confident that I can perform effectively on many

different tasks

8 Even when things are tough, I can perform quite well

<표 24>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측정 설문문항

<표 25> 자기효능감의 측정 설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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