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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많은 기업들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팀 중심의 과업수행이 늘어나고 있다. 팀 중심의

조직운영이 확산됨에 따라 팀 리더십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에 팀 리더십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공유리더십이 공공기관에서도 발휘가 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공유

리더십이 팀 성과향상을 위한 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팀 신뢰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팀제를 운영하는 A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유효한 207부를 통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알아냈다. 첫째, 공유리더십은 팀 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아냈다. 둘째, 팀 신뢰는 팀 혁신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냈다. 셋째, 공유리더십은 팀 혁신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냈다. 넷째, 공유리더십이 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서 팀 신뢰가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알아냈다.

본 연구결과 공유리더십이 수직적 조직문화가 강한 공공기관에서도 발휘된

다는 것으로 규명하였으며, 공유리더십에 의해 팀원들의 팀 신뢰가 팀 혁신

행동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매개요인임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공공조직에

서는 구성원들이 공유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

고, 팀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고 팀 혁신행동

을 장려하도록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강화하다면 공공기관에서도 혁신적 조

직문화 구현과 고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 공유리더십, 팀 신뢰, 팀 혁신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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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무인자동차, 3D프린팅, 바이오 등의 첨단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기술의 출현으로 인하여 경영

환경의 변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예측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속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경영환경에

맞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조직들은 도태되거나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조직의 경영환경은 변화속도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매우 빠르고

불명확하다(Brown & Gioia, 2002).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는 기업의 생존과

경쟁우위 달성에 효과적인 조직구조로 변화하도록 촉진하여 전통적인 위계

조직구조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평적인

조직구조인 팀 중심의 조직구조로 개편을 도모해 왔다.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환경도 일반조직과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과 정부로부터 고품질 공공서비스 제공, 높은 청렴도

와 윤리성, 고성과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기대와

요구를 받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지방이전, 민영화, 임금피크제도 도입,

직무급제 임금체계 개편 요구 등 정부정책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만 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통적인 위계조직 구조에서 팀

중심의 조직구조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많은 조직들과 공공기관 일부에서는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IT기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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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팀 중심의 과업

수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팀 중심 조직운영이 확산됨에 따라 공식적인

리더에게 초점을 두었던 전통적인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팀 리더십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경영환경에 빠르게 대처하여 조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수행을 촉진하고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팀 리더십이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리더십 연구는 주로 공식적 리더 한 명으로부터 발현되는 수직적

리더십(vertical leadership)에 집중되어 왔으며 리더 개인의 리더십에 초점

을 맞춰 리더의 자질, 행동 그리고 특징을 강조해 왔다(Bass, 1990). 이러한

리더 중심적 관점의 연구는 조직의 성과와 리더십 관계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여 왔으나, 오늘날과 같이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조직 내

지식과 기술의 교환이 필요하며(Pearce & Sims, 2002), 업무의 복잡성 증가는

구성원 개인이 업무에 전문가가 될 확률이 낮아지며(Pearce, 2004),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한 개인의 리더십만 의존할 수

없다(Pearce & Conger, 2003). 또한 자율적인 팀에서는 공식적인 리더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공식적인 리더가 존재하더라도 팀의 상황과

과업특성에 따라 비공식적 리더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양동민, 노현재,

심덕섭, 2012).

아울러, 오늘날 조직 구성원들은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수준으로 과거보다

직무역량을 빠른 속도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에 대한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방호진, 2014). 이런 조직에서는 공식적으로 임명된 한 사람의 리더가

조직전체를 이끌어 가는 전통적 리더십으로는 성과창출이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 개인에게 집중된 수직적 리더십인 전통적 리더십 보다는 조직



- 3 -

구성원들에 의해 리더십 기능이 분산된 집단적 리더십인 공유리더십(shared

leadership)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공유리더십은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팀 구성원 각자가 서로에게 리더십을 행사하는 집단적 리더십이다(Pearce

& Conger, 2003).

공유리더십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공유리더십은 팀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Bergman, Rentsch, Small, Davenport, & Bergman, 2012),

팀에 대한 몰입을 높이고(양동민·노현재·심덕섭, 2012), 팀의 성과를 증진시

키는 등(Ensley, Hmieleski, & Pearce, 2006) 다양한 정적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공유리더십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인 지식을 제공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여 왔지만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공유리더십의 선행연구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팀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 또는 일반 기업조직의 팀을 주로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공유리더십이 영향을 끼치는 조직유효성 변수에

대한 연구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아직 연구가 필요한 변수가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들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와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흡한

조직유효성 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이 공공기관에서도 발휘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구성원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가 전혀 없거나, 다소 미흡한 조직유효성 변수인

팀 혁신행동과 팀 신뢰를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리더

십과 팀 혁신행동의 관계에 있어 팀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공유

리더십이 팀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다. 이로써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시사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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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A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공유리더십이 팀 신뢰와 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고 공유리더십이 팀 혁신행동에 있어서 팀 신뢰의

매개역할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자료 연구와 실증연구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먼저 문헌자료에 대한 연구는 공유리더십, 팀

신뢰, 팀 혁신행동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파악하였으며, 학술논문 등의 기존

문헌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는 실증연구를 위하여 문헌연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공공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해 수집된 실증자료들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23.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초분석으로는 빈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설문응답자에 대한

특성을 정리하였고, Cronbach Alpha 계수를 활용하는 내적일관성 검증방법

기법으로 각 변수들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요인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각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기법과 다중회귀분석 기법을 활용

하였으며, 3단계 매개회귀분석(3-step medicated regression analysis)기법을

활용하여 공유리더십과 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팀 신뢰의 매개효과를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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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공유리더십(Shared leadership)

2.1.1 공유리더십의 개념

리더십(leadership)은 조직 구성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하여야 효과적인

지를 이해하고 동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면서 공유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조직과 개인의 노력을 촉진하는 과정이다(Yukl, 2002). 리더십

이론은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의 특성

때문에 조직이론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리더십 이론도 발전되고 변천되어 왔다. 이러한 리더십 이론은

1980년대를 기준으로 전통적 리더십과 현대적 리더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 리더십은 리더의 개인적인 성향에 중점을 둔 특성이론과 리더의 행동

에 중점을 맞춘 행동이론, 리더의 리더십과 환경과의 관계에 중점을 둔 상황

이론으로 구분하며, 현대적 리더십은 전통적 리더십 이론들을 고려하면서

변혁적 리더십, 슈퍼 리더십, 봉사적 리더십, 진정성 리더십, 셀프 리더십, 공유

리더십 등 다양한 유형의 리더십 이론들이 연구되고 있다(정기산, 2002).

현대사회는 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하여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구조는

경직된 중앙집권적인 구조에서 보다 더 빠른 정보처리 속도, 신속한 의사결정

과 유연한 실행이 가능한 조직 또는 팀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리더십 학자들에게 팀 조직에서 팀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요인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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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데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고, 리더십은 팀 조직의 성공요인 중 중요한

핵심요소로 언급되었다(Barling et al., 2011).

지금까지의 리더십 연구는 주로 수직적 리더십과 공식적 리더, 즉 개인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 공식적 리더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강조하여 왔다

(Yukl, 2010). 거대하고 복잡한 업무환경에서는 한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필요로 한다(Day et al.,

2004). 업무환경과 상황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한 명의 리더가 수행할

수 있는 리더십의 범위 또한 제한적인 상황이다(Jackson, Hitt, & DeNisi,

2003). 이러한 상황들은 조직의 공식적인 리더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도 더

많은 지식과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공유리더십(Seared leadership)이란 개념은 Gibb(1954)가 구성원들 사이에

서도 리더십이 공유될 수 있다는 팀 수준의 개념으로 처음으로 소개된 이래

학자들의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개념이 상이하며 정의 또한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공유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 각자가 다른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팀(team)이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어 공동

의 리더십(co-leadership)이라 할 수 있다(Bales, 1954). 또한 리더십이 공식

적인 리더에 의해 발휘되지만 팀 내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공유리더십을 분산된 리더십(distributed leadership)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이끌려는 조직

내 역동적이고 상호 대응적인 영향력 절차라고 공유리더십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Pearce & Conger(2003).

공유리더십이란 개념은 1인의 공식적인 리더가 아닌 조직 내부에 나타나는

수평적인 리더십(lateral leadership)이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

면서 발전된 개념이다. 기존의 전통적 리더십 이론과 구별되는 공유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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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적 개념을 집합적 리더십(collective leadership)관점과 분산된 영향력

(distributed influence)관점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자는 공유리더십의 결과의

관점에서, 후자는 공유리더십이 발생하는 과정과 상태의 관점에서 보았다

(Sander, 2006). 분산된 영향력 관점에서 본 학자들은 공유리더십은 공식적

으로 지정된 1인의 리더 만이 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팀 구성원 모두가 사안에 따라서 리더가 되어 팀에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

음을 의미하므로 팀 내에서 발현되는 분산된 영향력(Pearce, 2004), 공식적

또는 자연스럽게 발현된 다수의 리더들이 존재하는 공유되고 분산된 팀 현상

(Mehra et al., 2006), 팀 내 구성원들 간 리더십영향력이 분산됨으로서 발현

되는 팀 특성(Carson et al., 2007)이라고 하였다. 집합적 리더십 관점에서 본

학자들은 공유리더십 개념 자체가 개개 인간 1:1 중심의 상호 영양 관계에 초점

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 내부의 상호 리더십 관계가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Carson et al., 2007).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공유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연구흐름을 바탕으로

공유리더십 정의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검색을 위해 울산대학교 도서관(www.riss.co.kr)의 검색서비스를 활용

하였으며 검색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설정하였고, 논문명의 키워드는

공유리더십으로 설정하여 검색한 결과 총 2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중

주제어와 단어가 일치하지만 공유리더십과 관련성 떨어지는 논문 4편 변혁

적 리더십, 대안적 리더십, 현대적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과, 인적자원개

발 분야 논문이 아닌 3편(학교장, 교사, 도서관사서)과, 공유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없는 논문 10편을 배제하고, 최종 9편 논문을 문헌분석에 사용하였

다. 총 9편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공유리더십의 정의 및 특성을 정리한 내

용은 <표 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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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선행연구에서 공유리더십의 정의 및 특성

연구자 공유리더십의 정의 참고 문헌

김종관
(2017)

�팀 내 분산화 된 영향력으로 공식적 리더 역할
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팀을 이끌어 
가는 팀원들의 상호작용을 의미

Hiller et al.(2006)

한주랑
(2016)

�집단 또는 조직의 목표 성취를 위해 상호 간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내 구성원 간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영향력 과정을 의미

Pearce & 
Conger(2003)

방호진
차동욱
이정훈
(2016)

�공식적인 부서 리더가 아닌 팀 동료들 간의 수

평적인 상호 리더십 영향 발휘 상태 Pearce et al.(2008)

김문주
홍계훈
(2016)

�팀원들이 서로에게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새로

운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도록 자극하며 개인

적인 감정에도 관심을 갖는 변혁적 리더십   
-

김문주
정예지
(2016)

�여러가지 리더십 중 변혁적 리더십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팀 내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변혁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리더십이며 팀 구성원들 서

로가 서로를 믿고 따르며 목적의식과 비전으로 

서로를 고무시킴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

문은진
홍아정
(2014)

�집단 내부에서 구성원들 간 상호적인 리더십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
Carson et al.(2007)

정예지
김문주
(2014)

�팀 내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서로에게 변혁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리더십으로서 팀 구성원들 

서로가 그들의 능력과 판단을 믿고 따르며 목

적의식과 비전으로 서로를 고무시킴으로써 영

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

방호진
(2014)

�공식적인 리더가 아닌 팀 동료들간의 수평적인 

상호리더십 영향 발휘 상태 
Pearce et al.(2008)

이광희
김진호
노명화
손승연
(2013)

�팀 또는 조직의 목표 성취를 위해 상호간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팀 내에서의 개인간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영향력 과정

Pearce & 
Conger(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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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공유리더십의 구성요소

선행연구에서 공유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서 공통점은 팀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리더십을 구성하는 하위요소 역시

중시하는 흐름으로 구체화되어 왔다(이윤수·정희원·조대연, 2016). 공유리더

십의 구성요소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공유리더십의 특성 중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요인들을 분석하여 6가지 핵심요소 즉 구성원의 성장, 구성원들

의 존중, 리더십 제공, 리더십 공유, 공동체의 형성, 확실성을 구성요소 제시

할 수 있으며, 수직적 리더십 행동유형에 따라 지시적 공유리더십, 거래적

공유리더십, 변혁적 공유리더십, 임파워링 공유리더십으로 나누어 구성할 수

있다(Avoilo et al., 1996).

또한, Pearce와 Sims(2002)의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을 강압적 공유리더십,

지시적 공유리더십, 거래적 공유리더십, 변형적 공유리더십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수직적 리더십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강압적 공유리더십과

지시적 공유리더십은 효과가 없었으나 수평적 리더십의 형태로 볼 수 있는

변형적 공유리더십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음을 제시하였다.

Hiller et al.(2006)는 1인의 리더가 아닌 팀 구성원들 전체가 공통적으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론적 근거 두고 4가지의 역할 즉 계획과 조직화,

문제해결, 지원과 배려, 개발과 멘토링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팀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연구에서 많은 학자들이 활용한 Hiller et al.(2006)의

구성요소를 따르고자 한다. (1) 계획과 조직화란 팀의 업무를 완수하기 위한

의사결정 및 팀원들과 함께 목표를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Hiller et al., 2006). 또한 업무 중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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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포함한다(신정현, 2014). (2) 문제해결이란 업무와 관련된 당면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팀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개발하여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Hiller et al., 2006). 또한

문제해결은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문제를 탐구하고 주어진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활동을 포함한다(Hiller et al., 2006). (3) 지원과 배려란

팀 구성원들을 지지하며, 도와주려고 마음 쓰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내심

있게 대하는 것은 물론 응집력 있는 팀 분위기를 조성하고, 팀 구성원들의 의

견에 귀 기울이고 격려해 주는 것을 포함한다(Hiller et al., 2006). (4) 개발

과 멘토링이란 경력에 대한 상호 조언하거나 교환하고, 팀 구성원들에게 상호

보완적인 역할 모델을 제공하고 동료 간 업무 및 기술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Hiller et al., 2006).

앞 절에서 검색한 국내 학술지 논문 총 25편중에서 공유리더십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로 설명하고 있는 논문 10편을 문헌분석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선행연구에서 공유리더십의 구성요소

연구자(연도) 구성요소 출 처

박종관(2017), 

홍아정·조윤성(2017), 

한주랑(2016),

이윤수·정희원·조대연(2016),

서재교·홍아정(2015),

문은진·홍아정(2014),

이상봉·우종범(2014),

계획과 조직화, 
문제해결, 

지원과 배려, 
개발과 멘토링

Hiller et al.(2006)

김진욱·장영철·정병헌(2016),

김진욱·장영철·김영헌(2016),

이광희·김진호·노명화·손승연 

(2013),

지시적 공유리더십,

거래적 공유리더십, 

변혁적 공유리더십, 

임파워링 공유리더십

Ensley et al.(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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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공유리더십의 선행연구

공유리더십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전통적 리더십과의 유효성 비교와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다루어 졌다. 해외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

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팀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는 점이 검증되었다. 공유리더십에 대한 팀이 인식하는 수준이 높은 경우

팀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으며(Avoido,

1996), Sivasubramaniam et al.(2002)의 경영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공유리더십의 인식수준이 팀의 성과와 팀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

력을 주고 있음이 실증되었다. Pearce와 Sims(2002)는 71개 자동차 회사의

변화관리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유리더십은 팀 효과성에 정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팀 효과성에 대한 예측력이 수직적 리더십 보다

공유리더십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Ensley et al.(2006)은 신생

벤처기업 대상으로 수직적 리더십과 공유리더십을 비교 연구한 결과 기업조직의

성장에는 수직적 리더십 보다 공유리더십이 기여하는 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Carson et al.(2007)도 공유리더십은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과정에서 공유리더십의 발현 수

준에 따라 팀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Bergman et

al.(2012)은 공유리더십이 발현되는 조직이 공유리더십이 발현되지 않는 조

직보다 관계갈등과 과업갈등이 적어진다는 것과 그 조직에 대한 높은 신뢰

와 단결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인 것이 사실이지만 공유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유리더십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물 살펴

보고자 앞 절에서 검색한 학술지 논문 총 25편 중 주제어와 단어가 일치하

지만 공유리더십과 관계가 없는 논문 3편(변혁적 리더십 등)과 인적자원개

발 분야의 논문 아닌 2편(유아 등)과 공유리더십을 독립변수가 아닌 조절변

수 또는 매개변수로 활용한 논문 4편 제외하고 최종 16편의 논문을 문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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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사용하였다. 총 16편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정리한 공유리더십의 조직유

효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표 3> 와 같다.

<표 3> 최근 공유리더십의 조직유효성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연구자
독립

변수
종속변수

조절 또는 

매개변수
연구결과

김종관
(2017)

공유

리더십

인지된 

팀 성과

팀 
혁신행동

경쟁지향

문화

(조절)

�공유리더십은 인지된 팀 성과와 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침

�공유리더십과 인지된 팀 성과 간 관계
에서 경쟁지향문화의 조절효과 없음.

�공유리더십과 팀 혁신행동 간 관계
에서 경쟁지향의 조절효과 있음.

홍아정
조윤성
(2017)

진성

리더십

공유

리더십

개인-환경 
적합성

조직사회화

(매개)

�진성리더십과 공유리더십은 개인-
환경 적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침

�조직사회화는 진성리더십, 공유리
더십과 개인-환경 적합성 간의 관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음. 

한주랑
(2016)

공유

리더십
팀 성과

팀 몰입

팀 신뢰

(매개)

�공유리더십은 팀 성과와 팀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팀 신뢰는 공유리더십과 팀 몰입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고 있음

김진욱
장영철
정병헌
(2016)

공유

리더십 조직신뢰
자기효능감

(조절)

�공유리더십의 하위요인 모두 조직
신뢰에 정(+)의 영향

�자기효능감은 지시적 공유리더십과 조
직신뢰 간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음

-거래적·변혁적·위임형 공유리더십과 조
직신뢰 간 관계에서 조절효과는 없음

방호진
차동욱
이정훈
(2016)

공유

리더십
집단역량

과업상호

의존성

리더십의존성

(조절)

�공유리더십 수준은 팀의 집단역량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리더십의존성은 공유리더십과 집단
역량 간 관계에서 조절효과 있음

- 과업 상호의존성은 조절효과 없음

김진욱
장영철
김영헌
(2016)

공유

리더십
조직웰빙 -

�공유리더십(지시적, 변혁적)은 조직 
내 인간관계에 정(+)의 영향

�공유리더십(변혁적, 거래적, 위임형)
은 직무보람에 정(+)의 영향

�공유리더십(변혁적, 위임형)은 조직
분위기에 정(+)의 영향

�공유리더십(변혁적)은 삶의 충일감, 
삶의 여유에 정(+)의 영향

이윤수
정희원
조대연
(2016)

공유

리더십

팀 몰입

팀 만족
-

�구성원의 공유리더십은 리더의 팀 
몰입과 팀 만족을 향상시킴

�리더의 공유리더십은 구성원의 팀 
몰입과 팀 만족에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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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독립

변수
종속변수

조절 또는 

매개변수
연구결과

서재교
홍아정
(2015)

공유

리더십 혁신행동

무형식학습

직무배태성

(매개)

�공유리더십은 혁신행동, 무형식학
습, 직무배타성에 긍정적인 영향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
에서 무형식학습과 직무배태성은 
부분 매개역할을 함

정예지
김문주
(2014)

공유

리더십

팀 효능감

팀 

혁신성향

-

�팀 내 공유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
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팀 효능감, 
팀 혁신성향에 긍정적인 영향

�팀 효능감은 공유리더십과 팀 혁신  
성향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이상봉
우종범
(2014)

공유

리더십 팀 성과
가치일치

(조절)

�공유리더십이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침

�가치일치는 공유리더십과 팀 성과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음

양동민
심덕섭
(2014)

수직적

리더십

공유

리더십

팀 몰입

팀 성과
-

�수직적리더십과 공유리더십은 팀 몰
입과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침

- 수직적 리더십 보다 공유리더십이 
더 큰 영향을 미침

김미성
한태영
최수일
(2014)

변혁적

리더십

공유

리더십

팀 효과성

팀 역능감

대인관계

(매개)

�변혁적 리더십과 공유리더십은 팀 
효과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줌

�팀 역능감과 대인관계는 공유리더
십과 팀 효과성 간의 관계를 부문
매개 효과를 가짐

이광희
김진호
노명화
손승연
(2013)

공유

리더십 팀 성과
팀 학습

(매개)

�공유리더십은 팀 성과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침

�팀 학습은 공유리더십과 팀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효과를 가짐

김진욱
장영철
안치용
(2013)

공유

리더십

종업원

인게이지

먼트

회복탄력성

(조절)

�공유리더십(거래적, 변혁적, 위임형)
은 직무몰입, 조직몰입에 영향을 줌

�회복탄력성은 공유리더십과 종업원 
인게이지먼트 간 관계에서 조절  
효과 없음.

양동민
노현재
심덕섭
(2012)

공유

리더십

팀 효능감

팀 몰입

업무분담

과업조정

(매개)

�공유리더십은 팀 효능감과 팀 몰입
에 유의한 영향을 줌

�업무분담 및 과업조정은 공유리더
십과 팀 효능감, 팀 몰입 간의 관
계를 부문매개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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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팀 신뢰(Team Trust)

2.2.1. 팀 신뢰의 개념

팀 신뢰(Team Trust)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팀(Team)과 신뢰(Trust)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팀(team)이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이며, 특히 달성해야 할 목표, 이를 위한 접근 방식을 공유

하고 연대책임을 지며 보완적인 기술을 갖춘 소규모 집합체라는 것이 통상

적인 개념이다(출처: 워키 백과사전). 조직분야에서는 주로 집단(group) 또는

작업집단(work group)이란 용어가 사용되어 왔으며 1990년 중반 이후에 팀

(team)이란 용어가 보편화되어 사용되어 왔다. 팀은 조직에 대한 특정 결과

에 대해 책임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이 정보, 자원, 기술측면에서 상호의존적

이고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결집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 할 수

있다(Thompson, 2003). 나아가 팀을 결정짓는 5가지 특성으로는 (1) 공유목

표가 있어야 하고, (2) 팀 구성원들이 상호의존적 이어야 하며, (3) 팀에는

경계가 있고, 팀은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이어야 하고, (4) 팀원들은 팀 내

과정과 팀원 자신의 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고, (5) 팀은 사

회시스템 맥락에서 작동해야 한다(Thompson, 2003). 또한 팀은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공동의 목표와 책임을 지닌 사람들의 집합체이면서 일정시간 동

안 안정적인 경계를 가지는 조직 내에 배태된 사회적 실체라 정의할 수 있

다(안성익, 2011).

다음은 신뢰(trust)의 개념이다. 신뢰는 주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믿음을

나타난다, 일반적 의미에서 신뢰란 일이 맞을 수 있게 성취 될 것이라고 기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긍정적인 기대를 포함하는 의미

이면서, 상대방이 피해를 끼쳐도 받아 줄 수 있고, 그 피해조차도 감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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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의지를 말한다(Mayer, Davis & Schoorman, 1995). 신뢰는 1990년대

이전까지는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 각각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관계 즉 사회와 개인 간, 조직 간, 조직과

타 조직의 개인 간, 조직 내 다양한 개인 간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신뢰의

폭넓은 설명력은 단일변수로서 조직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팀 신뢰(team trust)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팀에 소속된 팀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팀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둘째, 특정 신뢰객체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팀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김기조, 2013).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의미의 팀 신뢰를 사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신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신뢰주체와 신뢰객체가 있어야 한다.

팀 신뢰 측면에서의 신뢰주체는 팀원이고, 팀원을 포함한 팀 조직이 신뢰의

객체라고 할 수 있다(박원우․안성익, 2010). 따라서 팀 신뢰는 다른 팀원의

능력, 본성 등에 대해 다른 팀원이 인지하는 것이며, 팀원이라는 팀의 인적

요소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비인적 요소인 팀 내 구조 및 제도, 팀의 조직 내

역할 및 명성 등을 통해 증진된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팀에 대한 취약성을

받아들이려는 의향이라 정의할 수 있다(안성익, 2011).

또한 팀 신뢰성은 다양한 차원으로 제시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능력

(ability), 배려성(benevolence), 성실성(integrity), 예측가능성 등 4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능력은 특정 영역에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 역량, 특성을 의미하고, 배려성은 신뢰주체가 이윤추구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객체에게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고,

성실성은 신뢰객체가 납득할 수 있는 건전한 원칙을 신뢰주체가 잘 지킬 것

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Mayer et al., 1995). 예측가능성은 제도 혹은 집단

의 속성을 통해 줄어든 불확실성에 기반 한 신뢰를 의미한다(안성익,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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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팀 신뢰의 선행연구

팀 신뢰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다수 많은 연구들이 팀 전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실제 내용면으로 보면 팀원 전체라는 의미로 연구하였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팀 신뢰의 기존 연구들은 인적신뢰에 국한되고 수평적

관계가 주가 되는 합의의 팀 신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팀 신뢰의 선행요인으로 팀 구성원의 평균값으로 신뢰성향과 팀 신뢰성

(Aubert & Kelsey, 2003)은 팀 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팀 구성원의 차이 값

으로 특정 팀원 개인의 특성과 다른 모든 팀원의 특성과의 차이 합(관계적

인구통계 차이, relational demography), 팀 내 다양성(diversity) 등이 팀 신

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리더십으로는 부하가 상사의 배려, 공정성, 카리

스마 리더십을 높게 인식할수록 팀에서 상사를 더 많이 신뢰하는 것으로 연

구되었으며, 팀 훈련과 보상유형(경쟁적보상과 협력적 보상)이 팀 신뢰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박원우․안성익, 2010)

또한, 팀 과정은 이행과정(transittion process), 행동과정(action phase), 대인

과정(interpersonal process)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팀 신뢰 연구에서는

팀 과정을 엄격하게 구분한 연구는 없으며, 팀 신뢰는 팀 과정에 주로 선행

요인으로 작용하고, 대인과정 중 갈등은 팀 신뢰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박원우․안성익, 2010)

아울러, 팀 결과요인은 성과요인과 정서적 반응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팀 성과의 정의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팀 결과요인을 태도

및 만족, 행동, 실제성과, 기타 결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태도 및 만족에 대한 팀 신뢰의 효과는 일관되게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팀 신뢰가 높을수록 팀 만족(Zand, 1972), 팀 몰입(Porter & Lilly,

1996), 집단에 대한 매력(Klimoski & Karol, 1976), 소속감(Zand, 1972)은 높아

지고 이직 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에 대한 팀 신뢰의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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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게 확인되었는데, 인지된 노력(Klimoski & Karol, 1976), 조직시민행

동 등 도움행위(Choi, 2006)등이 해당된다. 또한 실제성과에 대한 팀 신뢰의

효과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단순한 과업의 성과

혹은 인지된 성과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지지되지만, 복잡한 과업의 성과나

실제 성과에 대해서는 일관된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박원우․안성익,

2010), 팀 신뢰는 선행요인과 과정요인 간, 선행요인과 결과요인 간의 관계

에서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주였다(김기조, 2013)

최근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조직의 유효변수 간의 팀 신뢰의 매개효과를 밝

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4 > 최근 팀 신뢰를 매개변수로 하는 국내 선행연구

연구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연구결과

김학수·
박대훈·
이준호
(2015)

임파워링
리더십 협력행동

팀 신뢰
(매개)

팀 냉소주의
(조절)

�팀 신뢰는 임파워링 리더십과 
협력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매
개 함.

�팀 냉소주의는 임파워링 리더
십과 팀 신뢰 간의 관계를 부
적인 조절효과가 있음.

한주랑
(2016)

공유리더십 팀 성과
팀 몰입

팀 신뢰
(매개)

�공유리더십은 팀 성과와 팀 몰
입에 정(+)의 영향을 미침

�팀 신뢰는 공유리더십과 팀 몰
입과의 관계를 부분매개 함.

고유미·
김지영·
정명호
(2013)

팀 네트워크 
특성

(밀도, 집중도, 
경계관리)

지식경영

(지식창출, 
지식공유, 
지식활용)

팀 신뢰
(매개)

�밀도와 경계관리는 지식경영에 
정(+)의 영향을 미침

�팀 신뢰는 밀도와 지식경영 간
의 관계를 매개역할을 함

�팀 신뢰는 경계관리와 지식경영
간의 관계를 매개역할을 함

김기조
(2013)

팀 특성

(팀 감성지능, 
임파워링 리더십, 
공정성 풍토)

팀 유효성

(팀 몰입, 
팀 성과)

팀 신뢰
(매개)

팀 효능감
(조절)

�팀 특성은 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침

�팀 신뢰는 팀 유효성에 정(+) 
영향을 미침

�팀 신뢰는 팀 특성과 팀 유효
성에 매개효과 있음.

�팀 효능감은 팀 신뢰와 팀 유
효성에 조절효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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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팀 혁신행동(team innovative behavior)

2.3.1. 팀 혁신행동의 개념

팀 혁신행동(team innovation behavior)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혁신

(innovation)과 혁신행동(innovation behavior)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혁신(革新)이란 사전적 의미는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새롭게 하

는 것이다. 혁신의 개념은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학자들마다 정의가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혁신의 개념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조합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개발하고

실행하여 결과물을 얻어가는 과정이며, 또한 개인, 집단, 조직, 사회전반에

유익하고 경영관리 전반이나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프로세스 등을 의도적으로 개발 또는 도입하여 적용하는 행위이다(Waet &

Farr, 1989). 이러한 혁신은 8가지 유형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1) 파괴적

혁신이란 새로운 산업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2) 응용혁신이란

현재의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

는 것을 말한다. (3) 제품혁신이란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기존 시장에 제공

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프로세스 혁신이란 현재시장에 제공되는 프로세스

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5) 경험혁신이란 고객

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품이나 프로세스에 피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6) 마케팅 혁신이란 고객 접점 프로세스를 개선하

는 것을 뜻한다. (7) 비즈니즈 모델 혁신이란 가치사슬 안에서 고객에게 형

성된 인식을 바꾸거나 기업의 역할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8) 구조혁신이

란 산업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하여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다(Moore, 2004).

또한, 혁신은 분석수준에 따라 조직수준 혁신과 개인수준 혁신으로 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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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조직수준 혁신(Organizational level innovation)은 새로운 아이디어,

서비스, 제품, 프로그램, 제도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실용화하거나, 이미

활용하고 있는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등을 새로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며, 개인수준 혁신(Individual level innovation)은 조직 구성원이

담당하고 있는 과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King, 1990).

다음은 혁신행동(Innovation behavior)의 개념이다. 혁신행동이란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후원자를 찾아 자신의 아이디어를 완성

하여 상품화시키는 것이며(kanter, 1988), 조직구성원 본인의 업무역할 또는

소속 조직의 성과향상에 유용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도적으로 창조하거나

도입하고 업무에 적용하는 행동이다(Scott & Bruce, 1994). 또한 혁신행동

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Tanssen, 2000). 이와 같이 혁신행동의

개념은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지만 이를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혁신행동은 개인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아이디어를 구현해 가는

전 프로세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행동은 창의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양 개념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창의성은 주로 개인이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등

을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과 관계된 것이지만 혁신행동은

이러한 아이디어 창출로부터 구현 및 실행에 이르는 전 프로세스를 포함한

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창의성이란 특별한 방법

으로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특이한 방법으로 연계시키는

능력이며, 이러한 창의적 역량은 업무영역과 관련된 지식, 창의적 사고기술,

내재적 직무동기에 의해 표출된다고 한 반면, 혁신행동이란 창의적 아이디

어를 선택하고 이를 유용한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이라고 할 수 있다(Amabile, 1988). 이와 같이 혁신행동은 사회적 속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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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창의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혁신행동의 특징으로는 역할 외 행동(extra-role behavior)이라고 할

수 있다(Katz & Kahn, 1978). 혁신행동은 일상적인 업무에서 요구되는 범위

를 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 또는 구현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역할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팀 혁신행동의 개념을 팀 성과향상을 증진

시키기 위한 팀 구성원들의 아이디어 창출, 공유 활등으로 정의(West, A.

M., & Farr, L., 1989)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2.3.2. 팀 혁신행동의 선행연구

혁신행동에 관한 대부분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개인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기여하는 혁신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개인 수준에서의

혁신행동과 팀 수준에서 혁신행동의 차이점은 개인수준 혁신행동이란 개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팀 수준 혁신행동은 문제인식이 팀원들 간에 공유되는 변화에 대한

인식이며 변화를 수행하는데 팀원들의 협력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개인차원에서의 혁신행동과 차이가 있다 (김현숙·백기복·김정훈, 2015).

팀 혁신행동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연구자별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팀 혁신행동의 구성요소로 추진과정에서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perceived

need for change), 성공적으로 변화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 변화의 효용성에 대한 팀원들의 인식(perceived payoff from

change), 유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technical knowledge)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등 4가지 요인이 있으며, Scott와 Bruce(1994)는 혁신행동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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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

는 과정 즉 혁신인식과 혁신실행으로 주장하였다. Janssen(2000)의 연구에

서는 인식과 실행에 홍보라는 요소를 포함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 아

이디어를 홍보하고, 아이디어 실행하는 것으로 세 가지의 구성요소를 확인

하였다. 또한 Kleysen과 Street(2001)는 혁신행동을 폭 넓게 이해하기 위해

다차원적 관점에서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기회를 탐색하고, 아이디어를 창

조하고, 창조된 아이디어를 조사하고, 아이디어 도입하고, 아이디어 홍보 및

적용하는 5단계로 구성하였다.

팀 혁신행동의 선행요인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은 크게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영향력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적 특성에는 자율성 욕구, 통제위치,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규범

으로부터의 일탈성향, 모호성 인내, 위험을 받아들이는 성향 등이 포함되고,

상황적 요인으로는 소속된 조직의 분위기와 재량권, 긍정적 정서, 리더십,

피드백과 인정, 조직구조 등이 연구되고 있다(Scott & Bruce, 1994). 또한

혁신행동은 내재적 동기유발 과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내재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혁신적 마인드를 높여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

킨다고 한다(Judge & Bono, 2001). 따라서 혁신행동은 개인에 의해 자발적

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혁신행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재동기가 중요하다. 이를 비롯하여 팀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는 창의성, 적극성, 직무자율성,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문제 해결유형, 팀 동

료들 또는 리더 간의 과업 수행관계, 조직이 처한 경쟁압력, 조직구조, 조직

문화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Janssen, 2000).

팀 혁신행동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홍계훈과 이수정(2013)은

두 회사의 109개 팀 1,378명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팀 효능감은 카리스

마적 리더십과 팀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효과가 있으며, 팀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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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서는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팀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냈다. 김현숙과 백기복, 김정훈(2015)의 연구에서는 서울권 및

수도권에 위치한 47개 조직의 125개 팀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상사의

하향온정은 팀 혁신행동에 영향력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사

의 하향온정은 팀 만족과 팀 혁신행동의 관계를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김종관(2017)의 연구에서는 부산, 경남, 경북지역에 소

재하는 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공유리더

십은 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유

리더십은 경쟁지향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공유리

더십은 경쟁지향 문화를 통하여 팀 혁신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아냈다.

<표 5 > 최근 팀 혁신행동을 변수로 하는 국내 선행연구

연구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연구결과

김현숙·
백기복·
김정훈
(2015)

하향온정
행동

팀 만족

팀 
혁신행동

정서적 
만족
(매개)

�하향온정은 팀 만족과 팀 혁신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침

�정서적 만족은 팀 만족과 팀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 매

개하는 것으로 확인

심선아·
백기복·
김보영
(2014)

한국형리더십

(상향적응
수평조화
하향온정)

팀 결과

(팀 혁신행동, 
팀 성과지각, 
팀 만족도) 

-

�상향적응과 하향온정은 팀 혁

신행동과 팀 성과지각에 정(+)

의 영향을 미침

�상향적응과 수평조화, 하향온정

은 팀 만족도에 영향이 없음

홍계훈·
이수정
(2013)

카리스마적 
리더십

팀 
혁신행동

주관적 팀 
성과

팀 
긍정정서
(매개)

팀 효능감
(매개)

�팀 효능감과 팀 긍정정서는 카

리스마리더십과 팀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를 함.

�팀 효능감과 팀 긍정정서는 카

리스마리더십과 주관적 팀 성

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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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제1절 가설의 설정

3.1.1. 공유리더십과 팀 신뢰의 관계

공유리더십은 공식적인 1인의 리더가 아닌 팀 구성원들 전체가 공통적으로

리더십의 역할을 수행한다(Hiller et al., 2006). 팀원들의 공통적인 리더십

역할로는 계획과 조직화, 문제해결, 지원과 배려, 개발과 멘토링 역할을 들

수 있다. 이는 팀원들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유리더십은 팀 내의 갈등해소와 화합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Pearce & Sims, 2002).

안성익(2011)에 연구에 의하면 팀 신뢰는 팀에 소속된 팀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팀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능력, 배려성, 성실성, 예측가능성을

팀 신뢰성으로 제시하였다. 팀 구성원의 신뢰성향과 팀 신뢰성은 팀 신뢰에

영향을 준다(Aubert & Kelsey, 2003). 팀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은

팀 신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팀 내의 갈등해소 및 화합도 팀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따라서 공유리더십은 팀원들의 팀 신뢰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공유리더십은 조직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병현(2015)은 국내 기업에 종사하는 화이트칼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공유리더십의 4가지 구성요소(지시적 공유리더십,

거래적 공유리더십, 변혁적 공유리더십, 위임형 공유리더십) 모두가 조직

신뢰에 긍정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진욱, 장영철과 정병헌(2016)이 연구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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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주랑(2016)의 팀 기반학습에 참여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유리더십은 팀 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공유리더십이 팀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팀 신뢰가

팀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관계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하비비(2017)의 연구에서는 중국 북경(北京), 상하이(上海), 쓰촨성(四川省),

충칭(重慶 지역의 전자상거래기업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유리더십의 4가지 하위차원 중 문제해결, 지원과 배려는 조직신뢰

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및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유리더십과 팀 신뢰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 공유리더십은 팀 신뢰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팀 신뢰와 팀 혁신행동의 관계

팀 신뢰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팀 구성원들의 팀 신뢰가 높을수록 팀

만족(Zand, 1972)과 팀 몰입(Porter & Lilly, 1996)이 중가하고, 집단에 대한

매력(Kimoski & karol, 1976) 및 소속감은 높아지고 이직 의도는 낮아진다

(Zand, 1972)는 것이 확인되었다.

팀 혁신행동은 팀의 성과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한 팀원들의 아이디어 창출,

공유 활동을 의미한다. 조직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은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 팀 혁신행동의 상황적 선행요인으로는 소속된

팀의 분위기, 재량권, 긍정적 정서, 리더십, 피드백과 인정, 조직구조 등이

있다(Scott & Bruce, 1994).

팀 구성원들의 자신이 속한 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자신이 속한 팀의

성과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공유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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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활동들은 팀 혁신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팀 신뢰와 팀 혁신행동과의 관계에서 선행요인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팀 신뢰는 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공유리더십과 팀 혁신행동의 관계

  

팀 혁신행동은 팀원 개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개인의 내제적 동기가 팀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Alge et

al, 2006). 또한 팀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직무자율성, 창의성,

성취욕구, 적극성, 자기효능감, 문제해결유형, 리더 및 팀 동료들 간의 과업

수행관계, 조직이 처한 경쟁압력, 조직문화, 조직구조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요인들이다(Janssen, 2000).

Van Offenbeek & Koopman(199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팀 혁신은 팀 상호

작용 프로세스에 의해 결정된다. 이 과정은 정보교환, 학습, 동기부여, 그리고

협상으로 구분되며,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각 단계마다 팀 구성원들의

의도적인 노력, 구성원들로 하여금 혁신 목표를 성취하도록 하는 인지적 동기

부여,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의 구성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

등의 사회적 기술이 요구된다(심선아·백기복·김보영, 2014).

공유리더십은 팀 내 분산된 영향력으로 팀 구성원 모두를 리더십 역할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므로 팀을 이끌어 가는 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이다(Hiller et al, 2006). 이러한 공유리더십은 팀 구성원의 창의성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치고(Hooker, Charles, & M. Csikszentmihalyi, 2003), 팀

혁신행동을 장려할 것이다. 김종관(2017)은 부산, 경남, 경북 소재의 팀 단위

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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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공유리더십은 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증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과 팀 혁신행동과의 관계에서

요인분석과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공유리더십은 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공유리더십과 팀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팀 신뢰 매개효과

공유리더십은 공식적인 1인의 리더가 아닌 팀원들의 리더십 역할을 적극

수행 함으로써 팀을 이끌어 가는 팀원들의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팀원들의 상호

작용은 팀 신뢰를 높일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김진욱·장영철·정병헌(2016)의

국내기업의 화이트칼라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공유리더십의 하위요소

모두는 조직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

주랑(2016)의 팀 기반학습에 참여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팀 신뢰의 선행연구결과 팀원들의 팀 신뢰가 높을수록 팀에 대한 만족과

팀에 대한 몰입, 집단에 대한 매력, 팀에 대한 소속감 등이 높아지고 이직

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팀 혁신행동은 소속된

팀의 분위기와 긍정성 정서, 리더십, 피드백과 인정 등 상황적 요인에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연구되었다(Scott & Bruce, 1994). 따라서 팀원들의 팀 신뢰

증진 활동은 팀 성과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등 팀 혁신행동에 팀원들이

적극적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리더십은 팀 신뢰와 팀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할 것이고, 팀 신뢰를 통해서 팀 혁신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할 것이

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이 팀 혁신행동 간

의 관계에서 팀 신뢰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팀 신뢰는 공유리더십과 팀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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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내 구성원들의 공유리더십이

팀 혁신행동과 팀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공유리더십의 영향이 팀 신뢰를 통

하여 팀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팀 신뢰의 매개역할을 규명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유리더십(계획과 조직화, 문제해결, 지원과 배려, 개발과 멘

토링)을 독립변수로 두었으며, 이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는 팀 혁신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공유리더십과 팀 혁신행동 관계에서 팀 신뢰(능력,

배려성, 성실성, 예측가능성)가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밝히고자 다음 그림

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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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을 독립변수로, 팀 신뢰를 매개변수로, 팀 혁신

행동을 종속변수로 각각 설정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였고 모든

변수들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문항의 구성 및 출처는

<표 6 >와 같다.

<표 6 > 설문 문항의 구성 및 출처 

측정변수 하위변수 항목명 문항 수 출 처

공유리더십

계획과 조직화 Ⅰ. 1 ~ 6 6

Hiller et al.(2006),

방호진(2013)

서재교, 홍아정(2014)

문제해결 Ⅰ. 7 ~13 7

지원과 배려 Ⅰ. 14~19 6

개발과 멘토링 Ⅰ. 20~25 6

팀 신뢰

능력 Ⅱ. 1 ~ 6 6

Mayer & Davis(1999)

안성익(2011)

배려성 Ⅱ. 7 ~11 5

성실성 Ⅱ. 12~17 6

예측가능성 Ⅱ. 18~24 7

팀 

혁신행동
- Ⅳ. 1 ~ 5 5 A. M. West and L. Farr(1989)

김현숙, 백기복, 김정훈(2014)

통계변수
성별, 나이, 학력, 
지급, 직렬, 근속
경력, 업무분야

Ⅴ. 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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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공유리더십

공유리더십은 공식적으로 또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발현된 복수의 리더 들

이 존재하는 공유되고 분산된 팀 현상으로 정의한다(Mehra, Smith, Dison,

and Robertson, 2006).

본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Hiller et al.(2006)의 연구에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 방호진(2013), 최민경과 정희원(2016), 변인실(2017) 등

의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총 25개 문항으로

공유리더십의 구성요소인 계획과 조직화 6개 문항, 문제해결 7개 문항, 지원

과 배려 6개 문항, 개발과 멘토링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3.2. 팀 신뢰

팀 신뢰는 팀 구성원이라는 팀의 인적 요소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팀 내

구조 및 제도 그리고 팀 전반의 조직 내 역할 및 명성 등의 비인적 요소를

통해 증진된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팀에 대한 취약성을 받아들이려는 의향

으로 정의하였다(안성익, 2011).

안성익(2011)의 연구에서는 팀 신뢰에 대한 전반적 평가요소 즉 인적 요소

및 비 인적요수를 모두 반영하기 위해서 능력, 배려성, 성실성, 예측가능성

등 4차원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Mayer &

Davis(1999)가 개발하고 안성익(2011) 연구에서 약간 변형한 능력, 배려성,

성실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예측가능성은 안성익(2011)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총 24개 문항으로 능력 6개 문항, 배려성

5개 문항, 성실성 6개 문항, 예측가능성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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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팀 혁신행동

팀 혁신행동은 팀 성과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팀원들의 아이디어창출,

공유 활동으로 정의하였다.(A. M. West and L. Farr, 1989)

본 연구에서는 A. M. West and L. Farr(1989)이 제시하고 김현숙, 백기복,

김정훈(2014)의 선행연구에서 추출하여 활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설문문항은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3.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공공기관 팀 구성원들의 팀 혁신행동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들을 선정하여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나이, 학력, 직급, 직렬, 근속경력, 업무분야로 활용하였다. 통제변수

중 나이와 근속경력은 연속형 변수로 설문하였으며, 답변된 근속년수와 근

속개월 수를 월수로 계산(근속년수*12 + 근속개월 수)하여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성은 ’0‘, 여성은 ’1‘로 처리하였으며, 학력은 고졸 ’1‘, 전문대졸

’2‘, 대졸 ’3‘, 대학원졸 ’4‘로 구분하였으며, 직급은 6급 ’1‘, 5급 ’2‘, 4급 ’3‘,

3급 ’4‘, 2급 ’5‘, 1급 ’6‘으로 구분하였고, 직렬은 일반직 ’1‘, 능력개발질 ’2‘,

출제연구직 ’3‘으로 구분하였고, 마지막으로 업무분야는 경영지원 ’1‘, 능력

개발 ’2‘, 능력평가 ’3‘, 국제인력 ’4‘로 구분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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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으로 활용하였다. 설문지를 활용한 자료 수집은 설문응답 당시의 상황이나,

응답하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

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응답할 위험이 존재하지만, 설문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러한 위험을 감소할 수 있고, 표준화된 설문을

활용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설은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목적은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구성원의 공유리더십과

팀 신뢰가 팀 혁신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정한 가설을 실증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의 혁신도시 지역에 소재

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A” 공공기관의 구성

원을 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본부 50개 팀과 소속기관 13개

팀 총 63개 팀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300부의 설문지를 직접방문 및 이 메일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하였으며, 총 300부의

설문지 중 미 회수된 설문지 81부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2부를 제외

하고 총 207부의 설문지에 대하여 최종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유효

설문지율은 6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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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하여 분석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7 >와 같다.

<표 7 > 응답자의 인구통계적인 분포

변수 응답집단 응답빈도 수 응답비율(%)

성별
남 138 66.7

여 69 33.3

학력

고졸 9 4.3

전문대졸 4 1.9

대졸 148 71.5

대학원졸 46 22.2

직급　

6급 13 6.3

5급 86 41.5

4급 46 22.2

3급 47 22.7

2급 14 6.8

1급 1 0.5

직렬

일반직 160 77.3

능력개발직 26 12.6

출제연구직 21 10.1

학력

경영지원 37 17.9

평생능력개발 63 30.4

능력평가 75 36.2

국제인력 32 15.5

합계 207 100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38명으로 66.7%, 여성이 69명으로 33.3%로

남성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는 고졸이 9명으로

4.3%, 전문대졸이 4명으로 1.9%, 대졸이 148명으로 71.5%, 대학원졸 46명

으로 22.2%를 차지하고 있다. 표본의 93%가 대졸이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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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직급은 6급 13명으로 6.3%, 5급 86명으로 41.5%, 4급 46명으로

22.2%, 3급 47명으로 22.7%, 2급 14명으로 6.8%, 1급 1명으로 0.5%를 차지

하고 있어 5급이 가장 많고 3급, 4급, 2급, 6급, 1급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응답자의 직력은 일반직이 160명으로 77.3%, 능력개발직 26명으로 12.6%,

출제연구직 21명으로 10.1%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직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응답자의 업무분야는 경영지원 37명으로 17.9%, 평생능력개발 63명

으로 30.4%, 능력평가 75명으로 36.2%, 국제인력 32명으로 15.5%를 차지

하고 있다.

제3절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을 위해 통계패키지 SPSS 23.0을

이용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채택한 측정도구가 유효한 변수로 활용가능

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기초적인 분석으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표본에

대한 특성을 정리하였고, Cronbach Alpha 계수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 검증

방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이용하여 각 측정변수들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각 측정변수들

의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증하였다.

둘째,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기법으로는 공유리더십의 하위차원이 팀 신뢰의

하위차원과 팀 혁신행동에 끼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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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유리더십의 하위차원과 팀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팀 신뢰의 하위

차원에 대한 매개회귀분석(3-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제4절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본 연구의 설문조사 항목으로 사용되어 측정한 변수들에 대한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변수구성개념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어 적합한 자료가 수집되었는지를 검증하였다. Cronbach's α계수를 활용한

내적일관성분석방법을 신뢰성 측정방법으로 활용하였으며, Varimax 회전을

포함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타당성 측정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8 >와 같다.

<표 8> 각 변수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

변 수
요 인 성 분 Cronbach'

s α1 2 3 4 5 6 7

공

유

리

더

십

관리-1 .630 .117 .117 .384 .285 -.070 .151

.933

관리-2 .705 .183 .170 .302 .199 .007 .058

관리-3 .650 .191 .162 .406 .244 .014 -.016

관리-4 .725 .136 .169 .177 .279 .025 .016

관리-6 .652 .161 .147 .150 .104 .209 .350

관리-7 .636 .342 .117 .222 .131 .232 .037

관리-8 .598 .405 .125 .258 .011 .238 .018

관리-9 .609 .342 .177 .180 .048 .196 .266

관리-10 .637 .358 .175 .266 .006 .164 .224

관리-11 .547 .333 .202 -.021 .022 .388 -.061

관리-12 .517 .400 .217 .208 .138 .310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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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요 인 성 분 Cronbach'

s α1 2 3 4 5 6 7

공

유

리

더

십

지원-15 .298 .672 .221 .133 .158 .029 .110

.932

지원-16 .316 .553 .302 .127 .259 .035 .268

지원-17 .416 .562 .244 .233 .065 .199 .190

지원-18 .285 .546 .227 .230 .214 .210 .221

지원-19 .108 .662 .133 .304 .082 -.129 .296

지원-20 .223 .674 .142 .199 .311 .118 .130

지원-21 .186 .712 .201 .191 .242 .189 .102

지원-22 .254 .639 .160 .329 .085 .260 -.051

지원-23 .294 .617 .105 .355 .124 .166 -.177

지원-24 .297 .601 .256 .261 .178 .256 .030

팀 

신

뢰

능력-1 .256 .228 .118 .750 .112 .052 .194

.923

능력-2 .351 .274 .155 .710 .114 .007 .067

능력-3 .261 .294 .171 .699 .092 .216 .097

능력-4 .236 .307 .181 .701 .187 .244 .018

능력-5 .265 .330 .190 .682 .118 .299 .054

능력-6 .262 .165 .163 .588 .092 .255 .266

배려성-7 .186 .111 .151 .302 .347 .626 .046

.873
배려성-8 .184 .163 .156 .252 .405 .651 .099

배려성-10 .133 .212 .314 .210 .355 .522 .311

배려성-11 .198 .336 .170 .302 .151 .523 .348

성실성-14 .283 .277 .174 .424 .095 .239 .528
.781

성실성-16 .268 .246 .245 .234 .286 .187 .579

예측가능성-18 .157 .133 .752 .186 .119 .134 .250

.939

예측가능성-19 .148 .136 .761 .133 .051 .150 .287

예측가능성-20 .170 .149 .828 .106 .088 .024 .123

예측가능성-21 .112 .092 .855 .030 .111 .114 -.008

예측가능성-22 .146 .135 .847 .168 -.044 .069 .015

예측가능성-23 .120 .262 .773 .157 .223 .065 -.045

예측가능성-24 .149 .226 .802 .091 .238 .091 -.055

팀
혁
신
행
동 

팀혁신행동-2 .291 .267 .116 .115 .563 .397 .076

.851
팀혁신행동-3 .204 .217 .243 .266 .598 .075 .376

팀혁신행동-4 .146 .166 .143 .083 .762 .227 .040

팀혁신행동-5 .214 .314 .197 .128 .699 .168 .038

고유값(eigen value) 20.487 3.279 1.937 1.593 1.550 1.052 1.026

%분산 46.562 7.452 4.402 3.620 3.523 2.392 2.331

%누적 46.562 54.014 58.416 62.036 65.559 67.951 7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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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계수가 모든 항목

에서 0.78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여 Nunnally(1978)가 제안한 기준

0.6을 충족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타당성은 요인적재 값(factor loading)이

0.5를 기준과 고유 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으로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자가 의도한 판별기준과 구성에 부합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요인분석 결과, 공유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문항은 총 25개

문항으로 4개 문항을 제외한 21개 문항이 두 개의 요인으로 적재되었는데

이는 공유리더십의 4개의 하위차원인 계획과 조직화와 문제해결이 하나의

요인으로, 지원과 배려와 개발과 멘토링이 하나의 요인으로 결합된 결과이다.

이런 결과는 공공기관에서 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대부분의 팀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구성원별로 전담하여 고유 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구성원들은 계획과 조직화와 문제해결을 본인의 고유 업무를 관리하는 하

나의 측면으로, 지원과 배려와 개발과 멘토링을 동료의 업무를 지원하는

하나의 측면으로 인식하여 동일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공유리더십의 하위차원을 관리와 지원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

하기로 하였다. 팀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 문항은 총 24개 문

항으로 구성되었는데 5개 문항을 제외되고 19개 문항만이 네 개의 요인 즉

능력, 배려성, 성실성, 예측가능성으로 적재되었다. 팀 혁신행동을 측정하

기 위해 사용된 설문 문항은 총 5개 문항으로 이중 1개 문항을 제외되고

4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변수들은 공유리더십의 2개 하위차원(관리,

지원)과 팀 신뢰의 4개 하위차원(능력, 배려성, 성실성, 예측가능성), 팀 혁신

행동으로 7개 요인들로 구분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70.28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도한 변수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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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연구가설의 검증

주요인 분석결과 단일 차원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변수별 척도에 대하여

서로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와 어떤 방향으로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포함한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분석 분석

결과는 <표 9 >와 같다.

<표 9 >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표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0.33 0.473 1

2 36.17 8.280 -.392** 1

3 3.12 0.636 -.178* .260** 1

4 2.84 1.089 -.355** .817** .434** 1

5 2.49 0.960 .171* -.226** .097 -.122** 1

6 3.93 0.566 .049 -.008 -.104 -.049 .012 1

7 3.94 0.595 .066 -.064 -.106 -.059 -.032 .778** 1

8 4.14 0.568 .003 .028 -.029 -.020 .008 .731** .725** 1

9 3.78 0.655 -.026 .047 -.008 .017 -.089 .625** .657** .635** 1

10 4.00 0.617 .011 .076 -.107 .016 -.065 .658** .665** .673** .660** 1

11 3.77 0.668 .081 .061 -.018 .029 .014 .498** .544** .464** .487** .483** 1

12 3.83 0.615 -.044 .007 -.108 -.052 -.059 .613** .646** .559** .679** .588** .466** 1

N=207, * p<0.05, ** p<0.01

1=성별(남=0 여=1), 2=연령, 3=학력, 4=직급, 5=업무분야, 6=공유리더십-관리, 7=공

유리더십-지원, 8=팀 신뢰-능력, 9=팀 신뢰-배려성, 10=팀 신뢰-성실성, 11=팀 신뢰

-예측가능성, 12=팀 혁신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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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분석결과, 주요변수 모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유리더십-관리, 공유리더십-지원, 팀 신뢰-능력, 팀 신뢰- 배

려성, 팀 신뢰-성실성, 팀 신뢰-예측가능성, 팀 혁신행동 등의 주요변수 각

관계가 서로 유의수준 1%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다른 연구변수들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독립변수들 간의 내적 상관관계가 너무 높게 나오거나 분모가

거의 0에 근접하여 그 해가 불안정한 경우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발생한다. 일반연구에서 상관관계가 0.85이하면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므로, 본 연구의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크게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인 공유리더십의 하위차원인 관리와 지원이 팀

신뢰의 하위차원인 능력, 배려성, 성실성, 예측가능성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고, 공유리더십의 하위차원인 관리와 지원이 팀 혁신행동에 각각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공유리더십과 팀 혁신행동의 관계에 팀 신뢰의

차위차원인 능력, 배려성, 성실성, 예측가능성의 각각 매개역할을 예측하게

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가설 3에 대한 검증은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

(관리, 지원)이 팀 신뢰(능력, 배려성, 성실성, 예측가능성)와 팀 혁신행동을

종속변수를 두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은 종속변수를 통제변수로

인구 통계적 변수들을 설정하여 영향력을 통제하였고, 가설1과 가설3의 모델

2, 모델3은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 하위차원(관리, 지원)들을 투입하여 각각

의 영향력을 검증하였고, 가설2의 모델2, 모델3은 독립변수인 팀 신뢰 하위

차원(능력, 배려성, 성실성, 예측가능성)들을 투입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검증하

였다. 그리고 회귀계수를 상수항이 없게 표준화시킨 값인 표준화계수 β는

값의 수치가 클수록 종속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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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유리더십(관리, 지원)이 팀 혁신행동 간의 사이에서 팀 신뢰(능력,

배려성, 성실성, 예측가능성)의 매개역할에 관한 가설4를 검증하기 위해서 3

단계 매개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단계 회귀분석 절차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매개

변수에 회귀시키고 독립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종속변수에 회귀시키고 독립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

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종속변수에 회귀시키고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영향은 2단계의 경우보다 적거나 전혀 없어야 한다

(Baron & Kenny, 1986).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오직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영향을 주는 경우 즉,

상기 3단계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경우는 완전한 매개효과(perfect mediating

effect)를 갖게 된다. 반면, 매개변수와 독립변수 모두가 유의미하고 독립변

수 효과가 3단계 회귀분석 때에 2단계 회귀분석 때보다 작은 경우는 부분매

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를 갖게 된다(Baron & Kenny, 1986).

4.5.1. 공유리더십이 팀 신뢰에 미치는 영향

가설 1 : 공유리더십은 팀 신뢰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공유리더십(관리, 지원)이 팀 신뢰-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는 <표 10 >와 같다. 팀 신뢰-능력에 대해 공유리더십 하위차원

인 관리와 지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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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 공유리더십과 팀 신뢰-능력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팀 신뢰-능력

변  수

모델 1
모델 2

(회귀모델 1)

모델 3

(회귀모델 2)

표준화 

β계수
t 값

표준화  

β계수
t 값

표준화  

β계수
t 값

통

제

변

수

(상수) 　 12.366** 　 3.475** 　 2.922**

성별 .008 .102 -.022 -.421 -.026 -.489

연령 .142 1.109 .076 .867 .201 2.304

학력 -.012 -.154 .057 1.041 .061 1.116

직급 -.125 -.941 -.079 -864 -.170 -1.879

업무분야 .025 .334 .005 .104 .056 1.122

독립

변수

공유리더십-관리 　 　 .735** 15.216

공유리더십-지원 　 　 　 　 .738** 15.315

　R2 0.007 　 0.540 　 0.543 　

　△R2 　 　 0.533 　 0.536 　

Adj R2 -.018 0.526 0.529

　F값 0.288 　 39.104** 　 39.609** 　

N=207, ** p<0.01, * p<0.05

회귀모델 1은 공유리더십-관리가 미치는 팀 신뢰-능력에 대한 영향력의

분석결과인데, 회귀 식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팀 신뢰

-능력의 분산을 54.0%까지 설명해 주고 있다.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회귀 식

에 비교하여 분산 설명력이 53.3%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공유리더십-관리

는 팀 신뢰-능력에 대하여 정(+)의 회귀계수(β= .735, p<0.01)를 보여주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지지되었다.

회귀모델 2는 공유리더십-지원이 미치는 팀 신뢰-능력에 대한 영향력의

분석 결과인데, 회귀 식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팀 신

뢰-능력의 분산을 54.3%까지 설명해 주고 있다.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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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식에 비교하여 분산 설명력이 53.6%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공유리더십-

지원은 팀 신뢰-능력에 대하여 정(+)의 회귀계수(β= .738, p<0.01)를 보여

주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지지되었다.

그리고 표준화계수 β가 크므로 팀 신뢰-능력에 대해 공유리더십의 하위

차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는데, 특히 공유리더십-관리와 공유리더십

-지원이 팀 신뢰-능력에 비슷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팀 신뢰-능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유리더십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유리더십(관리, 지원)이 팀 신뢰-배려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1 >와 같다.

<표 11 > 공유리더십과 팀 신뢰-배려성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팀 신뢰-배려성

변 수

모델 1
모델 2

(회귀모델 1)

모델 3

(회귀모델 2)

표준화 

β계수
t 값

표준화  

β계수
t 값

표준화  

β계수
t 값

통

제

변

수

(상수) 　 11.081** 　 3.075** 　 2.348*

성별 -.011 -.144 -.037 -.612 -.041 -.709

연령 .044 .343 -.013 -.127 .096 1.001

학력 -.101 -1.263 -.042 -.664 -.035 -.583

직급 -.013 .096 .052 .506 -.028 -.275

업무분야 -.066 -.903 -.083 -1.445 -.038 -.686

독립

변수

공유리더십-관리 　 　 .626** 11.383

공유리더십-지원 　 　 　 　 .659** 12.408

　R2 0.017 　 0.404 　 0.445 　

　△R2 　 　 0.386 　 0.427 　

Adj R2 -0.007 0.386 0.428

　F값 0.712 　 22.570** 　 26.707** 　

N=207,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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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신뢰-배려성에 대해 공유리더십 하위차원인 관리와 지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회귀모델 1은 공유리더십-관리가 미치

는 팀 신뢰-배려성에 대한 영향력의 분석 결과인데, 회귀 식은 p<0.01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팀 신뢰-배려성의 분산을 40.4%까지 설명해주

고 있다.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회귀 식에 비교하여 분산 설명력이 38.6%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공유리더십-관리는 팀 신뢰-배려성에 대하여 정(+)의

회귀계수 (β= .626, p<0.01)를 보여주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

타내고 있어 지지되었다.

회귀모델 2는 공유리더십-지원이 미치는 팀 신뢰-배려성에 대한 영향력의

분석 결과인데, 회귀 식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팀 신

뢰-배려성의 분산을 44.5%까지 설명해주고 있다.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회

귀 식에 비교하여 분산 설명력이 42.7%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공유리더십

-지원이 팀 신뢰-배려성에 대하여 정(+)의 회귀계수(β= .659, p<0.01)를

보여주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지지되었다.

그리고 표준화계수 β가 크므로 팀 신뢰-배려성에 대해 공유리더십의 하위

차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는데, 특히 공유리더십-관리와 공유리더십

-지원이 팀 신뢰-배려성에 비슷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팀 신뢰-배려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유리더십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유리더십(관리, 지원)이 팀 신뢰-성실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팀 신뢰-성실성에 대해 공유리더십

하위차원인 관리와 지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회귀모델 1은 공유리더십-관리가 미치는 팀 신뢰-성실성에 대한 영향력의

분석 결과인데, 회귀 식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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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실성의 분산을 44.6%까지 설명해주고 있다.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회

귀 식에 비교하여 분산 설명력이 42.0%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공유리더십

-관리는 팀 신뢰-성실성에 대하여 정(+)의 회귀계수(β= .653, p<0.01)를

보여주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지지되었다.

회귀모델 2는 공유리더십-지원이 미치는 팀 신뢰-성실성에 대한 영향력의

분석 결과인데, 회귀 식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팀 신

뢰-성실성의 분산을 46.4%까지 설명해주고 있다.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회

귀 식에 비교하여 분산 설명력이 43.8%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공유리더십

-지원이 팀 신뢰-성실성에 대하여 정(+)의 회귀계수(β= .668, p<0.01)를

보여주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지지되었다.

<표 12 > 공유리더십과 팀 신뢰-성실성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팀 신뢰-성실성

변 수

모델 1
모델 2

(회귀모델 1)

모델 3

(회귀모델 2)

표준화 

β계수
t 값

표준화  

β계수
t 값

표준화  

β계수
t 값

통

제

변

수

(상수) 　 11.711** 　 3.433** 　 2.854**

성별 .039 .511 .012 .214 .009 .153

연령 .158 1.245 .099 1.032 .212 2.236*

학력 -.114 -1.436 -.052 -.867 -.048 -.803

직급 -.054 -.410 -.013 -.127 -.095 -.966

업무분야 -.032 -.438 -.049 -.890 -.003 -.061

독립

변수

공유리더십-관리 　 　 .653** 12.303

공유리더십-지원 　 　 　 　 .668** 12.796

　R2 0.026 　 0.446 　 0.464 　

　△R2 　 　 0.420 　 0.438 　

Adj R2 0.002 0.429 0.448

　F값 1.070 　 26.786** 　 28.904** 　

N=207,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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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표준화계수 β가 크므로 팀 신뢰-성실성에 대해 공유리더십의 하위

차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는데, 특히 공유리더십-관리와 공유리더십

-지원이 팀 신뢰-성실성에 비슷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팀 신뢰-성실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유리더십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유리더십(관리, 지원)이 팀 신뢰-예측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3 >와 같다. 팀 신뢰-예측가능성에 대해 공유

리더십 하위차원인 관리와 지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

고 있다.

<표 13 > 공유리더십과 팀 신뢰-예측가능성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팀 신뢰-예측가능성

변 수

모델 1
모델 2

(회귀모델 1)

모델 3

(회귀모델 2)

표준화 

β계수
t 값

표준화  

β계수
t 값

표준화  

β계수
t 값

통

제

변

수

(상수) 　 8.999** 　 2.374** 　 1.528**

성별 .117 1.527 .097 1.450 .092 1.434

연령 .150 1.176 .105 .947 .194 1.818

학력 -.022 -.272 .025 .363 .033 .497

직급 -.040 -.299 -.008 -.070 -.073 -.661

업무분야 .025 .338 .012 .184 .048 .791

독립

변수

공유리더십-관리 　 　 .496** 8.097

공유리더십-지원 　 　 　 　 .552** 9.365

　R2 0.018 　 0.261 　 0.317 　

　△R2 　 　 0.242 　 0.299 　

Adj R2 -0.006 0.238 0.297

　F값 0.742 　 11.744** 　 15.502** 　

N=207,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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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델 1은 공유리더십-관리가 미치는 팀 신뢰-예측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의 분석 결과인데, 회귀 식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고, 팀 신뢰-예측 가능성의 분산을 26.1%까지 설명해주고 있다. 통제변수

만을 포함한 회귀 식에 비교하여 분산 설명력이 24.2%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공유리더십-관리는 팀 신뢰-예측가능성에 대하여 정(+)의 회귀계수

(β= .496, p<0.01)를 보여주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

어 지지되었다.

회귀모델 2는 공유리더십-지원이 미치는 팀 신뢰-예측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의 분석결과인데, 회귀 식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고, 팀 신뢰-예측가능성의 분산을 31.7%까지 설명해주고 있다. 통제변수만

을 포함한 회귀 식에 비교하여 분산 설명력이 29.9%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공유리더십-지원은 팀 신뢰-예측가능성에 대하여 정(+)의 회귀계수(β=

.552, p<0.01)를 보여주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지지

되었다.

그리고 표준화계수 β가 크므로 팀 신뢰-예측가능성에 대해 공유리더십의

하위차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는데, 특히 공유리더십-지원이 공유

리더십-관리 보다 더 중요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팀 신뢰-예측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유리더십이 중요한데

특히 공유리더십-지원이 팀 신뢰-예측가능성을 증가시키는데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공유리더십-관리가 팀 신뢰의 하위차원인 능력, 배려성, 성실성,

예측가능성이 각각 정(+)의 회귀계수를 보여주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공유리더십-지원이 팀 신뢰의 하위차원인

능력, 배려성, 성실성, 예측가능성이 각각 정(+)의 회귀계수를 보여주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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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팀 신뢰가 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설 2 : 팀 신뢰는 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팀 신뢰가 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4 >

과 같다. 팀 혁신행동에 대해 팀 신뢰 하위차원인 능력, 배려성, 성실성,

예측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표 14 > 팀 신뢰와 팀 혁신행동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팀 혁신행동

변 수

모델 1
모델 2

(회귀모델 1)

모델 3

(회귀모델 2)

모델 4

(회귀모델 3)

모델 5

(회귀모델 4)

표준화 

β계수
t 값

표준화  

β계수
t 값

표준화  

β계수
t 값

표준화  

β계수
t 값

표준화  

β계수
t 값

통

제

변

수

(상수) 　 11.908** 　 4.527** 　 4.703** 　 4.794** 7.298**

성별 -.059 -.768 -.063 -.993 -.051 -.909 -.082 -1.312 -.115 -1.688

연령 .094 .735 .015 .137 .064 .681 .001 .008 .022 .197

학력 -.090 -1.130 -.083 -1.256 -.022 -.371 -.023 -.355 -.080 -1.135

직급 -.114 -.865 -.045 -.407 -.123 -1.261 -.083 -.769 -.096 -.820

업무분야 -.033 -.444 -.046 -.759 .012 .227 -.014 -.231 -.044 -.687

독

립

변

수

팀 신뢰-
능력

　 　 .555** 9.543

팀 신뢰-
배려성

　 　 　 　 .676** 13.026

팀 신뢰-
성실성 .587** 10.209

팀 신뢰-
예측가능성 .476** 7.673

　R2 0.021 　 0.327 　 0.470 　 0.356 0.244

　△R2 　 　 0.306 　 0.449 　 0.335 0.223

Adj R2 -0.003 0.307 0.454 0.337 0.221

　F값 0.859 　 16.213** 　 29.595** 　 18.453** 10.734

N=207, ** p<0.01, * p<0.05

회귀모델 1은 팀 신뢰-능력이 미치는 팀 혁신행동에 대한 영향력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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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인데, 회귀 식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팀 혁신행동

의 분산을 32.7%까지 설명해주고 있다.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회귀 식에 비

교하여 분산 설명력이 30.6%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팀 신뢰-능력은 팀 혁

신행동에 대하여 정(+)의 회귀계수(β= .555, p<0.01)를 보여주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지지되었다.

회귀모델 2는 팀 신뢰-배려성이 미치는 팀 혁신행동에 대한 영향력의

분석결과인데, 회귀 식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팀 혁신행

동의 분산을 47.0%까지 설명해주고 있다.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회귀 식에

비교하여 분산 설명력이 44.9%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팀 신뢰-배려성은

팀 혁신행동에 대하여 정(+)의 회귀계수(β= .676, p<0.01)를 보여주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지지되었다.

회귀모델 3은 팀 신뢰-성실성이 미치는 팀 혁신행동에 대한 영향력의

분석결과인데, 회귀 식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팀 혁신

행동의 분산을 35.6%까지 설명해주고 있다.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회귀 식

에 비교하여 분산 설명력이 33.5%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팀 신뢰-성실성

은 팀 혁신행동에 대하여 정(+)의 회귀계수(β= .587, p<0.01)를 보여주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지지되었다.

회귀모델 4는 팀 신뢰-예측가능성이 미치는 팀 혁신행동에 대한 영향력의

분석결과인데, 회귀 식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팀 혁

신행동의 분산을 24.4%까지 설명해주고 있다.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회귀 식

에 비교하여 분산 설명력이 22.3%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팀 신뢰-예측가

능성은 팀 혁신행동에 대하여 정(+)의 회귀계수(β= .476, p<0.01)를 보여

주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지지되었다.

그리고 표준화계수 β가 크므로 팀 혁신행동에 대해 팀 신뢰의 하위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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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는데, 팀 신뢰의 하위차원 중 특히 팀 신뢰-

배려성이 더 중요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팀

혁신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팀 신뢰가 중요한데 특히, 팀 신뢰- 배려성이

팀 혁신행동을 증가시키는데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팀 신뢰의 하위차원인 능력, 배려성, 성실성, 예측가능성이 각각

팀 혁신행동에 정(+)의 회귀계수를 보여주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4.5.3. 공유리더십이 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설 3 : 공유리더십은 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유리더십이 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팀 혁신행동에 대해 공유리더십의 하위차원인 관리와 지원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회귀모델 1은 공유리더십-관리가 미치는 팀 혁신행동에 대한 영향력의

분석결과인데, 회귀 식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팀 혁신

행동의 분산을 38.8%까지 설명해주고 있다.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회귀 식

에 비교하여 분산 설명력이 36.7%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공유리더십-관리

는 팀 혁신행동에 대하여 정(+)의 회귀계수(β= .611, p<0.01)를 보여주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지지되었다.

회귀모델 2는 공유리더십-지원이 미치는 팀 혁신행동에 대한 영향력의

분석결과인데, 회귀 식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팀 혁신

행동의 분산을 43.5%까지 설명해주고 있다.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회귀 식

에 비교하여 분산 설명력이 41.4%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공유리더십-지원

은 팀 혁신행동에 대하여 정(+)의 회귀계수(β= .649, p<0.01)를 보여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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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지지되었다.

<표 15 > 공유리더십과 팀 혁신행동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팀 혁신행동

변 수

모델 1
모델 2

(회귀모델 1)

모델 3

(회귀모델 2)

표준화 

β계수
t 값

표준화  

β계수
t 값

표준화  

β계수
t 값

통

제

변

수

(상수) 　 11.908** 　 3.984** 　 3.235**

성별 -.059 -.768 -.084 -1.380 -.088 -1.513

연령 .094 .735 .039 .381 .146 1.498

학력 -.090 -1.130 -.032 -.509 -.025 -.418

직급 -.114 -.865 -.076 -.721 -.154 -1.528

업무분야 -.033 -.444 -.049 -.838 -.005 -.083

독립

변수

공유리더십-관리 　 　 .611** 10.958

공유리더십-지원 .649** 12.111

　R2 0.021 　 0.388 　 0.435 　

　△R2 　 　 0.367 　 0.414 　

Adj R2 -0.003 0.370 0.418

　F값 0.859 　 21.153** 　 25.680** 　

N=207, ** p<0.01, * p<0.05

그리고 표준화계수 β가 크므로 팀 혁신행동에 대해 공유리더십의 하위차

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는데, 공유리더십의 하위차원 중 특히 공유

리더십-지원이 더 중요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팀 혁신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유리더십이 중요한데 특히, 공유리더십

-지원이 팀 혁신행동을 증가시키는데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공유리더십의 하위차원인 관리와 지원이 각각 팀 혁신행동에 정

(+)의 회귀계수를 보여주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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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팀 신뢰의 공유리더십과 팀 혁신행동 간의 매개효과

가설 4 : 팀 신뢰는 공유리더십과 팀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먼저, 공유리더십이 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팀 신뢰-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16 >과 같다.

<표 16 > 3단계 매개회귀분석 결과(팀 신뢰-능력)

　
회귀식1   
팀 신뢰
-능력

회귀식2   
팀 혁신 

행동

회귀식3   
팀 혁신 

행동

회귀식1   
팀 신뢰 
–능력

회귀식2
팀 혁신 

행동

회귀식3   
팀 혁신 

행동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통제변수: 　 　 　 　 　 　

성별 -.022 -.084 -.079 -.026 -.088 -.084

연령 .076 .039 .021 .201 .146 .110

학력 .057 -.032 -.046 .061 -.025 -.036

직급 -.079 -.076 -.057 -.170 -.154 -.124

업무분야 .005 -.049 -.050 .056 -.005 -.015

연구변수:

공유리더십
-관리 .735** .611** .436**

공유리더십
-지원 　 .738** .649** .519**

팀 신뢰
-능력

　 　 .237** 　 　 .176**

　R2 0.540 0.388 0.414 0.543 0.435 0.449

　△R2 0.533 0.367 0.026 0.536 0.414 0.014

Adj R2 0.526 0.370 0.393 0.529 0.418 0.430

　F값 39.104** 21.153** 20.093** 39.609** 25.680** 23.192**

N=207,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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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리더십-관리와 팀 혁신행동에 대한 팀 신뢰-능력의 매개 작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관리가 매개변수인 팀 신뢰-능력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 .735, p<0.01), 1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관리가 종속변수인 팀 혁신행동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β= .611, p<0.01), 2단계 조건

이 충족되었다. 종속변수인 팀 혁신행동에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관리와

매개변수인 팀 신뢰-능력을 동시에 회귀한 가운데 독립변수인 공유리더

십-관리는 팀 혁신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β= .436, p<0.01)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팀 신뢰-능력은 팀 혁신행동에 유의

미한 영향(β= .23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3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공유리더십-관리와 팀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팀 신

뢰-능력이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지지되었다. 특히 3단계에

서 팀 혁신행동에 공유리더십-관리와 팀 신뢰-능력을 동시에 회귀한 가운

데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관리의 영향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기 때문에(β= .611, p<0.01 → β= .436, p<0.01), 공유리더십-관리, 팀 혁신

행동이라는 두 변수 사이에서 팀 신뢰-능력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공유리더십-지원과 팀 혁신행동에 대한 팀 신뢰-능력의 매개

작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지원이 매개변수인 팀 신뢰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 .738, p<0.01), 1단계 조

건이 충족되었다.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지원이 종속변수인 팀 혁신행동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β= .649, p<0.01), 2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종속변수인 팀 혁신행동에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지원

과 매개변수인 팀 신뢰-능력을 동시에 회귀한 가운데 독립변수인 공유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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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지원은 팀 혁신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β= .51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팀 신뢰-능력은 팀 혁신행동에 유의

미한 영향 (β= .176,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3단계 조

건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공유리더십-지원과 팀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팀

신뢰-능력이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지지되었다. 특히 3

단계에서 팀 혁신행동에 공유리더십-지원과 팀 신뢰-능력을 동시에 회귀한

가운데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지원의 영향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기 때문에(β= .649, p<0.01 → β= .519, p<0.01), 공유리더십-지원과

팀 혁신 행동이라는 두 변수 사이에서 팀 신뢰-능력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공유리더십이 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팀 신뢰-

배려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 결과는

<표 17 >과 같다.

공유리더십-관리와 팀 혁신행동에 대한 팀 신뢰-배려성의 매개 작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관리가 매개변수인 팀 신뢰-

배려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 .626, p<0.01), 1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관리가 종속변수인 팀 혁신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β= .611, p<0.01), 2단

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종속변수인 팀 혁신행동에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

관리와 매개변수인 팀 신뢰-배려성을 동시에 회귀한 가운데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관리는 팀 혁신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β= .30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팀 신뢰-배려성은 팀 혁신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β= .48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3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공유리더십-관리와 팀 혁신행동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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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팀 신뢰-배려성이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지지

되었다. 특히 3단계에서 팀 혁신행동에 공유리더십-관리와 팀 신뢰-배려성

을 동시에 회귀한 가운데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관리의 영향정도가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β= .611, p<0.01 → β= .308, p<0.01), 공유

리더십-관리와 팀 혁신행동이라는 두 변수 사이에서 팀 신뢰-배려성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7 > 3단계 매개회귀분석 결과(팀 신뢰-배려성)

　
회귀식1   
팀 신뢰
-배려성

회귀식2   
팀 혁신 

행동

회귀식3   
팀 혁신 

행동

회귀식1   
팀 신뢰
-배려성

회귀식2
팀 혁신 

행동

회귀식3   
팀 혁신 

행동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통제변수: 　 　 　 　 　 　

성별 -.037 -.084 -.066 -.041 -.088 -.070

연령 -.013 .039 .045 .096 .146 .103

학력 -.042 -.032 -.012 -.035 -.025 -.010

직급 .052 -.076 -.101 -.028 -.154 -.142

업무분야 -.083 -.049 -.009 -.038 -.005 .012

연구변수:

공유리더십
-관리

.626** .611** .308**

공유리더십
-지원 　 .659** .649** .360**

팀 신뢰
-배려성 　 　 .483** 　 　 .439**

　R2 0.404 0.388 0.527 0.445 0.435 0.542

　△R2 0.386 0.367 0.139 0.427 0.414 0.107

Adj R2 0.386 0.370 0.511 0.428 0.418 0.526

　F값 22.570** 21.153** 31.692** 26.707** 25.680** 33.663**

N=207,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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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공유리더십-지원과 팀 혁신행동에 대한 팀 신뢰-배려성의 매개

작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지원이 팀 신뢰-배려성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 .659, p<0.01), 1단계 조건

이 충족되었다.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지원이 종속변수인 팀 혁신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β= .649, p<0.01), 2단계 조

건이 충족되었다. 종속변수인 팀 혁신행동에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지원과

매개변수인 팀 신뢰-배려성을 동시에 회귀한 가운데 독립변수인 공유리더

십-지원은 팀 혁신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β= .360, p<0.01)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팀 신뢰-배려성은 팀 혁신행동에 유의미

한 영향(β= .43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3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공유리더십-지원과 팀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팀 신

뢰- 배려성이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지지되었다. 특히

3단계에서 팀 혁신행동에 공유리더십-지원과 팀 신뢰-배려성을 동시에

회귀한 가운데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지원의 영향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β= .649, p<0.01 → β= .360, p<0.01), 공유리더십

-지원과 팀 혁신행동이라는 두 변수 사이에서 팀 신뢰-배려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공유리더십이 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팀 신뢰-

성실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 결과는

<표 18 >과 같다.

먼저, 공유리더십-관리와 팀 혁신행동에 대한 팀 신뢰-성실성의 매개 작용

에 대하여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관리가 매개변수인 팀 신뢰-

성실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 .653, p<0.01), 1단계 조

건이 충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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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 3단계 매개회귀분석 결과(팀 신뢰-성실성)

　
회귀식1   
팀 신뢰
-성실성

회귀식2   
팀 혁신 

행동

회귀식3   
팀 혁신 

행동

회귀식1   
팀 신뢰
-성실성

회귀식2
팀 혁신 

행동

회귀식3   
팀 혁신 

행동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통제변수: 　 　 　 　 　 　

성별 -.012 -.084 -.088 .009 -.088 -.091

연령 .099 .039 .006 .212 .146 .088

학력 -.052 -.032 -.015 -.048 -.025 -.013

직급 -.013 -.076 -.072 -.095 -.154 -.128

업무분야 -.049 -.049 -.033 -.003 -.005 -.004

연구변수:

공유리더십
-관리 .653** .611** .400**

공유리더십
-지원 　 .668** .649** .468**

팀 신뢰
-성실성 　 　 .323** 　 　 .271**

　R2 0.446 0.388 0.446 0.464 0.435 0.475

　△R2 0.420 0.367 0.058 0.438 0.414 0.039

Adj R2 0.429 0.370 0.427 0.448 0.418 0.456

　F값 26.786** 21.153** 22.888** 28.904** 25.680** 25.683**

N=207, ** p<0.01, * p<0.05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관리가 종속변수인 팀 혁신행동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β= .611, p<0.01), 2단계 조건이 충족되었

다. 종속변수인 팀 혁신행동에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관리와 매개변수인

팀 신뢰-성실성을 동시에 회귀한 가운데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관리는

팀 혁신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β= .400, p<0.01)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팀 신뢰-성실성은 팀 혁신행동에 유의미한 영

향(β= .32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3단계 조건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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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따라서 공유리더십-관리와 팀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팀 신뢰-

성실성이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지지되었다. 특히 3단

계에서 팀 혁신행동에 공유리더십-관리와 팀 신뢰-성실성을 동시에 회귀

한 가운데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관리의 영향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기 때문에(β= .611, p<0.01 → β= .400, p<0.01), 공유리더십-관

리와 팀 혁신행동이라는 두 변수 사이에서 팀 신뢰-성실성이 부분매개 역

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공유리더십-지원과 팀 혁신행동에 대한 팀 신뢰-성실성의 매개

작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지원이 매개변수인 팀 신뢰

-성실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 .668, p<0.01), 1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지원이 종속변수인 팀 혁신행동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β= .649, p<0.01), 2단계 조

건이 충족되었다. 종속변수인 팀 혁신행동에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지원과

매개변수인 팀 신뢰-성실성을 동시에 회귀한 가운데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

-지원은 팀 혁신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β= .468, p<0.01)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팀 신뢰-성실성은 팀 혁신행동에 유의

미한 영향(β= .27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3단계 조

건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공유리더십-지원과 팀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팀

신뢰-성실성이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지지되었다. 특히

3단계에서 팀 혁신행동에 공유리더십-지원과 팀 신뢰-성실성을 동시에

회귀한 가운데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지원의 영향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β= .649, p<0.01 → β= .468, p<0.01), 공유리더십-

지원과 팀 혁신행동이라는 두 변수 사이에서 팀 신뢰-성실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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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공유리더십이 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팀 신뢰-예측

가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 결과는

<표 19>과 같다.

<표 19 > 3단계 매개회귀분석 결과(팀 신뢰-예측가능성)

　
회귀식1   
팀 신뢰-

예측가능성

회귀식2   
팀 혁신 

행동

회귀식3   
팀 혁신 

행동

회귀식1   
팀 신뢰-

예측가능성

회귀식2
팀 혁신 

행동

회귀식3   
팀 혁신 

행동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통제변수: 　 　 　 　 　 　

성별 .097 -.084 -.106 .092 -.088 -.104

연령 .105 .039 .014 .194 .146 .113

학력 .025 -.032 -.038 .033 -.025 -.031

직급 -.008 -.076 -.074 -.073 -.154 -.142

업무분야 .012 -.049 -.051 .048 -.005 -.013

연구변수:

공유리더십

-관리
.496** .611** .497**

공유리더십

-지원
　 .552** .649** .556**

팀 신뢰-

예측가능성
　 　 .229** 　 　 .169**

　R2 0.261 0.388 0.427 0.317 0.435 0.455

　△R2 0.242 0.367 0.039 0.299 0.414 0.020

Adj R2 0.238 0.370 0.407 0.297 0.418 0.436

　F값 11.744** 21.153** 21.180** 15.502** 25.680** 23.704**

N=207, ** p<0.01, * p<0.05

먼저, 공유리더십-관리와 팀 혁신행동에 대한 팀 신뢰-예측가능성의 매개

작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관리가 매개변수인 팀 신뢰

-예측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 .496, p<0.01), 1단

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관리가 종속변수인 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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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β= .611 p<0.01), 2단

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종속변수인 팀 혁신행동에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

관리와 매개변수인 팀 신뢰-예측가능성을 동시에 회귀한 가운데 독립변수

인 공유리더십-관리는 팀 혁신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β= .49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팀 신뢰-예측가능성은 팀 혁

신행동에 유의미한 영향(β= .22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에 3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공유리더십-관리와 팀 혁신행동 간

의 관계에서 팀 신뢰-예측가능성이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

로 지지되었다. 특히 3단계에서 팀 혁신행동에 공유리더십-관리와 팀 신뢰

-예측가능성을 동시에 회귀한 가운데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관리의 영향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β= .611, p<0.01 → β= .497

p<0.01), 공유리더십-관리와 팀 혁신행동이라는 두 변수 사이에서 팀 신뢰

-예측가능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공유리더십-지원과 팀 혁신행동에 대한 팀 신뢰-예측가능성의

매개 작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지원이 매개변수인

팀 신뢰-예측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 .552,

p<0.01), 1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지원이 종속변수

인 팀 혁신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β= .649,

p<0.01), 2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종속변수인 팀 혁신행동에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지원과 매개변수인 팀 신뢰-예측가능성을 동시에 회귀한 가운데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지원은 팀 혁신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β= .556,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팀 신뢰-예측

가능성은 팀 혁신행동에 유의미한 영향(β= .16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3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공유리더십-지원과 팀 혁신

행동 간의 관계에서 팀 신뢰-예측가능성이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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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지지되었다. 특히 3단계에서 팀 혁신행동에 공유리더십-지원과

팀 신뢰-예측가능성을 동시에 회귀한 가운데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지원

의 영향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β= .649, p<0.01 →

β= .556, p<0.01), 공유리더십-지원과 팀 혁신행동이라는 두 변수 사이에

서 팀 신뢰-예측가능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공유리더십의 하위차원 관리와 지원이 각각 팀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팀 신뢰의 하위차원 능력, 배려성, 성실성, 예측가능성 모두가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한편, 가설 4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Sobel Test방법으로

검증하였다. Sobel Test 방법은 해당변수의 비표준화계수와 표준 오차를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계산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즉

Sobel Test를 실시하여 2단계 회계식과 3단계 회귀식의 독립변수 회귀계

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20>와 같

으며 이러한 결과는 매개 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표 20 > Sobel Test 결과표

변수관계 A SEA 변수관계 B SEB
sobel test 

statistic
p-value

공유리더십-관리  

→ 팀 신뢰-능력
.739 .049

팀 신뢰-능력 

→ 팀 혁신행동
.602 .063 8.072 0.00

공유리더십-지원  

→ 팀 신뢰-능력
.705 .046

팀 신뢰-능력 

→ 팀 혁신행동
.602 .063 8.108 0.00

공유리더십-관리  

→ 팀 신뢰-배려성
.725 .064

팀 신뢰-배려 

→ 팀 혁신행동
.636 .049 8.534 0.00

공유리더십-지원  

→ 팀 신뢰-배려성
.725 .058

팀 신뢰-배려 

→ 팀 혁신행동
.636 .049 9.003 0.00

공유리더십-관리  

→ 팀 신뢰-성실성
.712 .058

팀 신뢰-성실성 

→ 팀 혁신행동
.585 .057 7.873 0.00

공유리더십-지원  

→ 팀 신뢰-성실성
.692 .054

팀 신뢰-성실성 

→ 팀 혁신행동
.585 .057 7.015 0.00

공유리더십-관리  

→ 팀 신뢰-예측가능성
.586 .072

팀 신뢰-예측가능성

→ 팀 혁신행동
.439 .057 5.594 0.00

공유리더십=지원  

→ 팀 신뢰-예측가능성
.619 .066

팀 신뢰-예측가능성 

→ 팀 혁신행동
.439 .057 5.95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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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설 검증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가설검증결과는 <표 21 >과 같다.

<표 21 >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구분 연구가설의 주요변수관계 기각/채택

가설

1
정(+)

공유리더십 → 팀 신뢰

채택

공유리더십-관리 →  팀 신뢰-능력

공유리더십-지원 →  팀 신뢰-능력

공유리더십-관리 →  팀 신뢰-배려성

공유리더십-지원 → 팀 신뢰-배려성

공유리더십-관리 →  팀 신뢰-성실성

공유리더십-지원 → 팀 신뢰-성실성

공유리더십-관리 →  팀 신뢰-예측가능성

공유리더십-지원 →  팀 신뢰-예측가능성

가설

2
정(+)

팀 신뢰 →  팀 혁신행동

채택

팀 신뢰-능력 →  팀 혁신행동

팀 신뢰-배려성 →  팀 혁신행동

팀 신뢰-성실성 →  팀 혁신행동

팀 신뢰–예측가능성 →  팀 혁신행동

가설

3
정(+)

공유리더십 →  팀 혁신행동

채택공유리더십-관리 →  팀 혁신행동

공유리더십-지원 →  팀 혁신행동

가설

4

부분
매개

공유리더십 →  팀 신뢰 →  팀 혁신행동

채택

공유리더십-관리 →  팀 신뢰-능력 →  팀 혁신행동

공유리더십-지원 →  팀 신뢰-능력 →  팀 혁신행동

공유리더십-관리 →  팀 신뢰-배려성 →  팀 혁신행동

공유리더십-지원 →  팀 신뢰-배려성 →  팀 혁신행동

공유리더십-관리 →  팀 신뢰-성실성 →  팀 혁신행동

공유리더십-지원 →  팀 신뢰-성실성 →  팀 혁신행동

공유리더십-관리 →  팀 신뢰-예측가능성 →  팀 혁신행동

공유리더십-지원 →  팀 신뢰-예측가능성 →  팀 혁신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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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내 구성원들의 팀 혁신행동에

미치는 공유리더십의 효과와 공유리더십의 영향이 팀 신뢰를 통해 팀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팀 신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울산 혁신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

“A” 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기존의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정리하고, 그

내용과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

하여 선행연구에서 개발되어 사용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A” 공공기관 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4주간 총 300부

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219부의 설문응답 중 최종적으로 207부

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은 SPSS 23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리더십은 팀 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공유리더십의 하위차원인 관리와 지원은 팀 신뢰의 하위차원인 능

력, 배려성, 성실성, 예측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팀 구성원이 그들 스스로 리더십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높은 팀 신뢰

를 가져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선행 연구되었던 한

주랑(2016)의 팀 기반학습에 참여한 간호 대학생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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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리더십이 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

만, 팀 신뢰의 하위차원인 예측가능성에 공유리더십 하위차원인 관리보다는

지원이 정(+)의 영향을 더 중요하게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팀

신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유리더십이 중요한데 특히 공유리더십의 지원측

면이 팀 신뢰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더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팀 신뢰(능력, 배려성, 성실성, 예측가능성)가 팀 혁신행동에 유의미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 신뢰의 하위차원 모두가 팀

혁신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팀원들의 팀 신

뢰가 높아질수록 팀 성과 향상을 위한 팀원들의 아이디어 창출, 공유 활동

등 팀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팀 혁신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팀 신뢰가 중요한

데 특히 팀 신뢰의 배려성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공유리더십은 팀 혁신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공유리더십의 하위차원 모두가 팀 혁신행동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유리더십은 팀 상호작용 프로세스를 촉진

시켜 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되었던 김종관(2017)의 부산, 경남, 경북 소재의 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에서 공유리더십이 팀 혁신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같다. 따라서 팀 혁신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유리더십이 중요

한데 특히 공유리더십의 지원이 팀 혁신행동을 증진시키는데 더 중요한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팀 신뢰의 능력, 배려성, 성실성, 예측가능성 모든 요인은 공유리더십

(관리, 지원)이 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효한 유의수준에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팀 신뢰의 하위차원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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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함으로써 공유리더십의 하위차원 각각이 팀 혁신행동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팀 신뢰의 하위차원 모두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는 팀 구성원 각각이 발휘되는 공유리더십이 팀

구성원들의 팀 신뢰를 증가시키고 또한, 팀 신뢰는 팀 구성원들의 공유리더

십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팀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일으키는데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직적, 관료적 성격이 강한 공공기관에서도

구성원들이 각각의 공유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 등을 마련

하면 팀 신뢰가 높아지고 팀 혁신행동을 증진시켜 긍정적인 조직성과 달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가 공유리더십과 팀 혁신행동과의 관계에서 팀 신뢰에 대해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라는 점이다.

공유리더십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팀 학습하는 학생이나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 이었고, 일부 공기업이나 군 특전사 대상으로 한 연구들

은 있었으나, 팀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특화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둘째, 공공기관 특성상 수직적 조직문화와 관료적 성격이 강한 공공기관에

서도 일반기업의 팀조직에서 발현되는 구성원들의 공유리더십이 공공기관의

팀조직에서도 동일하게 발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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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민주화세대인 80년대 이후 출생자로 구성원들의 세대교체가 급속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은 수직적 문화보다는 수평적 개인적 문화에 더 익숙

해 있다. 이들이 수평적 리더십인 공유리더십을 발현하도록 조직의 시스템

과 문화를 바꾸어 간다면 공공기관의 성과는 크게 향상될 것이다.

셋째, 공유리더십은 팀 신뢰와 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프로세스가 활발해 지면 구성원들의 팀 신뢰는

증가될 것이고 이는 팀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팀

성과가 향상될 것이다. 이에 따라 조직에서는 팀 구성원들이 공유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팀 신뢰는 팀 혁신행동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매개요인으로서 팀원들

의 팀 신뢰가 팀 혁신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에

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의 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문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공유리더십 하위차원 지원이 관리보다 팀 혁신행동에 훨씬 더 중요

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팀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지원과 상호격려하고,

상호배려하고, 상호조언을 교환하고, 상호보완적 멘토링을 해주는 등 긍정적

팀 분위기를 조성하여 팀 혁신행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공유리더십에서 팀 혁신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실증적 실험을 통해

밝힌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여러 가지 시사적 의의를 제시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들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일반화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울산

혁신 도시 “A” 공공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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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므로 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모든 공공기관

구성원에 적용하기에는 해석상의 한계가 있다는 일반화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향후에는 특정한 공공기관의 구성원으로 표본을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표본을 늘려 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화된 영향관계의 검

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일방법사용 문제(common method variance problem)이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공유리더십, 팀 신뢰, 팀 혁신행동은 응답자인 조직구성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측정되어 동일방법사용의 문제를 갖고 있다. 향후에는 동

일방법사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유리더십 등 각 변수에 대한 측정대상을

팀의 공식적 리더인 팀장과 팀원들을 달리 적용하여 각각 측정하고 그 응답

을 활용하는 등 방법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유리더십의 측정도구는 Hiller et al.(2006)개발하여 고경민(2016)

등 국내 학자들이 활용하여 검증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음에도 하위차원이

선행연구와 같이 적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설문

문항을 그대로 번역하여 활용하였기에 향후에는 공공기관의 조직문화와 구

성원들의 정서에 맞도록 측정도구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선행연구

에서 확인한 차위차원별 영향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 사용된 근무연수, 직급, 근무분야 등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향후에는 통제변수와의 미치는 영향에 관

해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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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has been significant increase in achievement of a task in team 

due to some tries to cope with the complicate and dynamic 

environment rapidly and fluently among many companies and some of 

public institutions. As the operation of organization relying on the act 

of team has spread widely, the interest toward ‘Team leadership’ and 

importance of its research have also been increased. As for the 

research in this book, we have tried to find out if there has been a 

manifestation of Shared Leadership being focused from lots of people in 

the Public Institution. Adding to the plan for this research, this 

research also focused on the influence of Shared Leadership toward 

Team Innovative Behavior which helps the improvement of achievement 

in team, and also we verified whether Team trust is the mediate 

variable acting significantly in this working. From the meaningful 207 

questionnaires out of 300 from the Public Institution  employees who 

are under operating team system, we could induce the following results.

First, we found out that there was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hared Leadership and Team trust. Second, we also found out that 

there was also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eam trust and Team 

Innovative Behavior. Third, from the two previous statement, we also 

could conclude that there was also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hared 

Leadership and Team Innovative Behavior. Forth, we found out that 

Team Trust was partial mediating the effect which Shared Leadership 

and Team Innovative Behavior.

From this research’s conclusion, we could finalize that Shared 



Leadership can also applied to the public Institution which has strong 

hierarchy culture. Additionally, Team trust is a important 

parameter(partial mediating) that invoke Team Innovative Behavior 

while we have studied Shared Leadership.

Therefore, if there is a encouragement of horizontal organizational 

culture that Shared Leadership can be manifested by team members, 

tries to improve institutional, cultural environment increasing Team 

Trust, and enhancement in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encouraging 

Team Innovative Behavior, Public Institution can expect the realization 

and formation of revolutionary organizational culture.

Key Word : Shared Leadership, Team Trust, Team Innovativ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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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본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설문은 향후 공유리더십이 팀 혁신행동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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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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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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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 설문들은 공유리더십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귀

하의 평소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귀하가 소속된 팀의 모습에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팀의 
업무가 원할히 흘러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팀의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팀의 
전체적인 업무계획에 대한 유용한 의견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팀의 
업무 완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업무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자원을 배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팀의 
목표를 수립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당면 
문제를 빠르게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팀 전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팀 
성과에 영향을 끼칠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문제 
발생 시 최적의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문제
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문제
에 대한 해결방안을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문제
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다른 
팀 구성원들에 대해 참을성 있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다른 
팀 구성원이 화가 났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격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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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6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구성

원들이 서로 뭉칠 수 있는 팀 분위기를 조

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구성원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팀 

구성원들의 불만과 문제를 경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팀의 팀원들은 상호간 예의를 갖춰 대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다른 

구성원들이 스킬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는

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업무 스킬을 배운다.
① ② ③ ④ ⑤

22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다른 

구성원들이 새로운 스킬을 배울 때 옆에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구성

원들간 경력과 관련된 조언을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팀의 팀원들은 팀원들이 공동으로 새로

운 팀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롤 모델로서 역할

을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우리팀의 팀원들은 성과가 저조한 구성원에게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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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 설문들은 팀 신뢰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귀하

의  평소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귀하가 소속된 팀의 모습에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팀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

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팀은 맡겨진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팀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

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팀은 업무능력에 대해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팀은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

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잘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팀은 내가 잘 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팀은 나의 욕구와 희망을 매우 중요

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팀은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팀은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살핀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팀은 나를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팀은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팀은 약속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팀은 팀원들을 공정하게 대하기 위

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팀의 운영에 일관성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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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6
우리 팀이 추구하는 가치를 나도 선호한

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팀은 건전한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팀은 예측 가능한 팀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팀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된

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팀에서는 업무의 각 단계마다 다음 업

무가 예측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팀에는 업무수행 결과가 예측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우리 팀 구성원의 팀 업무 관련 행동이 예

측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 팀에서는 팀구성원의 팀업무 수행방식

이 예측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 팀 업무는 업무단계별로 예측가능하

고 대응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 설문들은 팀 혁신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귀하의 평소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귀하가 소속된 팀의 모습에 가장 잘 나타내

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팀은 각자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늘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팀은 새롭고 개선된 방법으로 일을 해 

보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팀은 비난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

고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팀은 업무 달성에 자주 사용되는 전제

조건과 일반적인 방식을 타파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팀은 업무개선을 위해 문제점 및 개선

방법에 대해 서로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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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의 설문들은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귀하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

입니다. 적절하게 해당하는 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   별  :  남 (     ),   여 (     )

나, 나   이  :  (     ) 세 

다. 학   력  :  고졸 (     ), 전문대졸 (    ), 대졸 (     ), 대학원졸(     )

라. 직   급  : 6급 (   ), 5급 (   ), 4급 (   ), 3급 (   ), 2급 (   ), 1급 (    )

마. 직   렬  : 일반직 (    ), 능력개발직 (    ), 출제연구직 (    )

바. 근속경력 : (       ) 년   (        ) 개월

사. 업무분야 : 경영지원 (     ),       평생능력개발 (     ) 

               능력평가 (     ),       국제인력 (      )

귀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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