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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구성원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조직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관점에서 임파워링 리더십이 그들의 행동과 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파워링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반 기업체와 같이 공공기관에서도 경영

환경과 고객니즈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보다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여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의 관계

에 주목하였고,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을 통해 내재적으로 동기부여된 조

직구성원이 혁신행동을 보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

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이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부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배포하여 얻은 277부

의 자료에 대하여 AMOS와 SPSS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사의 임파워링 리

더십은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부여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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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재적 동기부여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쳤으며,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혁

신행동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부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임파워링 리더십과 혁신행동, 내재적 동기부여가 유의한 관계를 가

지고 있으며,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이끌기 위해서 상사가 조

직구성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솔선수범을 보이는 등 임파워링 리더십을 발

휘하여 조직구성원이 스스로 동기 부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 임파워링 리더십, 혁신행동, 내재적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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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조직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조

직은 과거의 수직적이고 하향식이었던 조직구조를 점점 수평적이고 소통 중

심의 조직구조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연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조직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역량을 최대

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치열한 경쟁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핵

심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급변하는 최근의 환경에서 조직이 성장하기 위한 동력으로 유연성과 탄력

성이 주목을 받으며 조직의 유연하고 혁신적인 태도에 주목한다. 이러한 환

경의 변화 속에서 조직은 보다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며 환경에 반응하고 적응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혁신은 가장 강력하게 조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의도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활동이다(Klein & Knight, 2005). 조직혁신이 개인혁

신의 전제조건이라는 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조직혁신은 개인의 혁

신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조직이 변하기 위해서는 조직구

성원들의 혁신적인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cott & Bruce, 1994;

Janssen, 2000; 이도형 이승희, 2012).

한편, 조직구성원이 스스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도록 돕고 혁신을 촉

진하는 방법의 하나로 임파워먼트를 주목하게 되었는데, 임파워먼트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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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에게 내재적인 동기부여를 촉진함으로써 높은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다(Thomas & Velthouse, 1990; Spreitzer, 1995). 최

근에는 조직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 역할

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임파워먼트에 기반을 둔 임파워링 리더십이 관심

을 받고 있다(Srivastava et al., 2006).

임파워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촉진하여 그들이

셀프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의 참여를 촉진하며 그들의 창의적인 행동

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고,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

며, 팀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rnold et al., 2000;

Ahearne et al., 2005; Srivastava et al., 2006; Amunsen & Martinsen,

2014).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직무열의, 발언행동, 조직시민행동 등 조

직구성원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는 국내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차동옥 김정식, 2011; 조윤형 상여, 2017; 고은혜 윤동열,

2017; 정원호, 2018).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임파워링 리더십을 통해 내재적으로 동

기부여된 조직구성원의 혁신적인 직무수행에 주목하면서, 임파워링 리더십

과 혁신행동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관계에서 자기조

절초점, 다차원저항, 직무열의, 자기핵심평가를 매개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지

만(김성훈 등, 2014; 김종관 이염남, 2014; 주세영 등, 2015; 설지수 정원호,

2017), 임파워링 리더십이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

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변화와 혁신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공공기관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사에게 차별적인 리더십을 강조하고, 조직구성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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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지만(고은혜 윤동열, 2017), 대부분의 기존 연

구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점

이 있다(주세영 등, 2015; 김성훈 등, 2014).

일반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체와 달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혁신행동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혁신행동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의 역할이나 조직의 성과향상에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적용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Scott & Bruce, 1994). 따라서 사업 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미 공공기관은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 또는 사업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조직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조직에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개인에게

임파워먼트 된 내재적 동기부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급여체계를 감안하였을 때,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

라 급여 등의 금전적 보상이 증가하고,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급 또는 성과

연봉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금전적 보상이 중심을

이루는 외재적 동기부여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스스로의 업무몰입을 나타내

는 내재적 동기부여만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에, 공공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

의 혁신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내재적 동기부여

가 임파워링 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하는지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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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임파워링 리더십(Empowering Leadership)

임파워링 리더십(empowering leadership)은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실현되도록 돕는 리더의 행동역할에 초점을 두는 리더십이며, 이론적으로는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Arnold et al., 2000; Ahearne

et al., 2005; Srivastava et al., 2006; Zhang & Bartol; 2010). 이에 따라 임

파워링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선행연구

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 접근했을 때 임파워먼트는 파워(power)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임파워먼트를 두 가지 개념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관계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임파워

먼트를 권한을 공유하고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Thomas &

Velthouse, 1990). 관계적 차원의 관점에서 임파워먼트는 권한이나 권력을

부여하는 사람과 이를 위임받는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으

로 보고, 이를 조직 구조적으로 해석하여 리더에게서 조직구성원에게로 임

파워먼트가 실행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Conger & Kanungo, 1988;

Ahearne et al., 2005).

둘째, 동기부여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임파워먼트를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해낼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이해

하는 것이다(Conger & Kanungo, 1988). 동기부여적 차원의 관점에서 임파

워먼트는 개인에게 외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에 대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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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각이나 개인적인 신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리더의 행동에 대한 조

직구성원의 반응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Conger & Kanungo, 1988;

Thomas & Velthouse, 1990; Spreitzer, 1995). Conger & Kanungo(1988)는

조직구성원에게 무력감을 유발하는 조건을 찾아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동기부여적 관점에서 임파워먼

트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임파워먼트는 권한의 위임이나 자율권의 부여를 의미하는 것에

서 더 나아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개념까지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

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파워먼트 실행에 초점을 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는 것을 제시하면서 임파워링 리더십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Srivastava

et al., 2006). 임파워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과 권력을 공유함으로써 그들

의 내적 동기부여의 수준을 높이는 리더의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Arnold

et al., 2000; Srivastava et al., 2006; Zhang & Bartol, 2010)

임파워링 리더십은 구성원에게 높은 성과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관료주의적인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

는 자율권을 제공하고, 영감을 불러 일으켜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도

록 도우며, 직무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 실천할 수 있다(Conger &

Kanungo, 1988; Ahearne et al., 2005).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Zhang &

Bartol(2010)은 임파워링 리더십을 리더가 조직구성원에게 직무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그들을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능력에 대한 확신

과 신뢰를 표현하며, 그들이 성과달성을 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여

조직구성원과 권력을 공유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임파워링 리더십은 개인의 직무에 대해 조직구성원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발적인 행동을 하며, 리더의 신뢰를 받은 조직구성원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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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능감을 높이고 동기 부여됨으로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더십으로 정의할 수 있다.

Arnold et al.(2000)은 조직구성원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

더의 행동과 그 하위 차원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임파워링 리더십의 하위

요인으로 솔선수범, 참여적 의사결정, 코칭, 정보공유, 관심표출과 의사소통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솔선수범(leading by example)은 리더가 자신의 일

에 전념하고 조직구성원에게 활동을 보여주는 행동을 말하며, 참여적 의사

결정(participative decision-making)은 리더가 결정을 내릴 때 조직구성원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코칭(coaching)은 조직구성원을 교육하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정보공유(informing)

는 리더가 회사 전반에 걸쳐 사명, 철학 등 중요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심표출(showing concern)은 조직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일반적

인 관심을 보여주는 행동을 포함한다.

임파워링 리더십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직무행동과 업무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Ahearne et al.(2005)의 연구에 따르면 임파워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창

의성, 조직시민행동, 직무몰입, 조직몰입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Srivastava et al.(2006)은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와 팀

효능감 및 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

다. 또한, Zhang & Bartol(2010)은 실증연구를 통해 임파워링 리더십이 심

리적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구성원들

의 내재적 동기부여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상사가 정보공유, 코칭, 솔

선수범 등과 같은 임파워링 리더십을 발휘하였을 때 조직구성원의 직무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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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조직구

선원의 정서적 몰입 등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상사의 커뮤니

케이션 능력이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은혜 윤동열, 2017; 양창영 지성호 강영순, 2015; 김지민 윤동열,

2014).

공공기관과 비슷한 성격의 군 조직을 대상으로 한 임파워링 리더십 선행

연구에서도 조직구성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육군 중

대급 간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직무만족과 긍

정심리자본에 정(+)의 영향을,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의 발언분위기를 매개로

하여 조직구성원의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역시 살

펴볼 수 있었다(김대영 등, 2016; 정원호, 2018).

육군 특전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팀성과와

팀효능감, 팀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팀효능감과

팀몰입이 임파워링 리더십과 팀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내재적 동기부여와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재적 동기부여가 상사의 임

파워링 리더십과 지식공유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 정원

호, 2015; 이형민 등, 2015).

최근 임파워링 리더십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도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구

성원의 혁신행동, 직무열의, 지식공유, 직무만족, 이직의도, 직무스트레스 등

직무태도, 직무몰입,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협력행동, 팀 성과, 재무성과,

건설적 일탈행동 등 다양한 결과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

들이 제시되었다(차동옥 김정식, 2011; 예지은 등, 2013; 김성훈 등, 201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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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민 등, 2015; 주세영 등, 2015; 이진규 등, 2015; 김대영 등, 2016; 최병대

등, 2016; 설지수 정원호, 2017; 고은혜 윤동열, 2017; 조윤형 상여, 2017;

2018; 송용욱 조윤형, 2018).

<표1> 임파워링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최근 국내외 연구

연구자 연구 내용

Ahearne et al.
(2005)

임파워링 리더십은 구성원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줌

Srivastava et al.
(2006)

임파워링 리더십은 구성원의 지식공유에 영향을 주며, 팀효
능감과 팀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Zhang & Bartol
(2010)

임파워링 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하여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부여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침

Vecchio et al.
(2010)

임파워링 리더십은 구성원의 직무능력과 직무만족도를 높이
고 기능적 저항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Harris et al.
(2014)

임파워링 리더십은 신규직원들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는 조직적 맥락에 따라 좌우됨

Zhang & Zhou
(2014)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피하고 상사를 신뢰할 때 임파워링
리더십이 직구성원의 창의성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침

차동옥 김정식

(2011)

임파워링 리더십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구성원의 직무몰입,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예지은 등
(2013)

임파워링 리더십은 자기효능감과 의미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직무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줌

이호선 등
(2013)

임파워링 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하여 조직
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김승용 등
(2013)

임파워링 리더십은 구성원의 지식공유와 내재적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때 상사신뢰가 매개역할을 함

김성훈 등
(2014)

임파워링 리더십은 건설적 저항과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며,
건설적 저항은 임파워링 리더십과 혁신행동을 매개함

이상훈 정원호

(2015)

임파워링 리더십은 팀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들
관계에서 팀몰입과 팀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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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혁신행동(Innovative Work Behavior)

혁신(innovation)은 변화를 통해서 더 높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의도적

인 행동을 의미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행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조

직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Amabile et al., 1996). Van de Ven(1986)은 혁

신을 제도적 질서 내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새로

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Rogers(1995)는 개인이

나 조직이 새로운 것이라 지각하는 아이디어와 프로세스, 대상 등을 채택하

연구자 연구 내용

이진규 등
(2015)

임파워링 리더십은 서비스업 종사자의 협력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후원인식이 높을수록 협력행동도 강해짐

이형민 등
(2015)

임파워링 리더십은 감성지능으로 조절된 내재적 동기부여를
매개로 구성원들의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주세영 등
(2015)

임파워링 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 때
혁신지원인식으로 조절된 향상초점이 매개역할을 함

유혜식 홍아정

(2015)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높을수록 부하직원들의 혁신행동
수준이 높아지며, 폐기학습이 이들 관계를 매개함

김대영 등
(2016)

임파워링 리더십은 군 간부의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
들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함

조윤형 상여

(2017)

임파워링 리더십은 심리적 주인의식을 매개로 하여 구성원
들의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고은혜 윤동열

(2017)

임파워링 리더십은 직무열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이들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원호
(2018)

임파워링 리더십은 발언분위기와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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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활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창의성(creativity)은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

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지식, 창의적 사고, 내재적 동기부여와 같

은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창의성이 실현될 수 있다(Amabile,

1997; Amabile et al., 1996). 이렇듯 혁신과 창의성이 유사한 면이 있지만,

혁신은 아이디어의 개발을 넘어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확산시키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혁신행동(innovative work behavior)은 개인의 혁신에서 시작하는데,

Scott & Bruce(1994)는 혁신행동을 자신의 직무 역할과 조직의 성과를 향

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적용하는 일련의 활

동으로 정의하였다. 혁신행동은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결책

을 만들어주며,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지지자들을 만드는 일련의 과

정을 포함하며,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 또는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적용하는 활동이다(Kanter, 1988).

과거에는 조직 수준에서의 혁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

는 개인 수준에서의 혁신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 조직 수준의 혁

신(organization level innovation)은 조직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품, 서비

스, 제도, 프로그램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 수준의 혁신(individual level innovation)은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써 조직 수준의 혁신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Scott &

Bruce, 1994).

Janssen(2000)은 혁신직무행동의 하위 요인으로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촉진, 아이디어 실행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아이디어 도출(idea generation)

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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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촉진(idea promotion)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위한 자원을 활

용하는 것이고, 아이디어 실행(idea realization)은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하

는 것을 포함한다.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살펴보면 Amabile(1997)는 조직분

위기, 도전적인 업무부여, 지적인 피드백 등을 제시하였고, Gopalakrishnan

& Damanpour(1994)의 연구에서는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조직 구조가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 외에도 구성원 간 원활

한 의사소통,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 리더십, 창의성, 직무자율성, 직

무요구 등이 있다(Scott & Bruce, 1994; Janssen, 2000).

특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서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링 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창의성의

매개효과와 혁신지원분위기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창의성의 매개

효과는 검증되었으나, 혁신지원분위기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석봉 등, 2013).

또한, 육군 조직의 간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의 부하직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 때,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혁신행동은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임파워링 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직무열의가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조직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 셀프리

더십과 절차공정성이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들 관계에서 절차공정성은 부(-)적인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또한, 셀프리더십이 조직몰입을 매개로 하여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최병순 등, 2012; 정원호 윤인



- 12 -

수, 2016; 설지수 정원호, 2017).

최근 혁신행동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도 창의성, 리더-구성원 교환관계

(LMX), 조직지원인식, 자기주도 직무설계, 상사신뢰, 직무자율성 등이 혁신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김해룡 김쌍언, 2011; 이도

형 이승희, 2012; 김성용 등, 2016; 양석곤 등, 2017). 특히 많은 국내 선행연

구에서 변혁적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 셀프리더십, 공유 리더십 등 다양

한 리더십 유형이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고수일, 2011; 김성훈 등, 2014; 김종관 이염남, 2014; 최범호 등, 2015; 정기

영 등, 2015; 서재교 홍아정, 2015; 주세영 등, 2015).

이처럼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환경적 차원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표2> 혁신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최근 국내외 연구

연구자 연구 내용

Scott & Bruce
(1994)

리더 역할에 대한 기대감 또는 리더십 등이 구성원의 혁신
행동에 영향을 미침

Amabile
(1997)

창의력을 자극하고 지적 피드백을 제공하며 도전적 업무를
부여하는 조직분위기는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Ren & Zhang
(2015)

조직혁신분위기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매개로 하여 혁신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Miao et al.
(2018)

기업가 리더십과 공공서비스 동기부여는 심리적 임파워먼트
를 매개로 하여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고수일
(2011)

변혁적 리더십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들
관계에서 목표지향성 학습목표가 매개효과를 나타냄

이도형 이승희

(2012)

혁신행동의 선행요인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창의성과 리더-
구성원 교환관계, 조직지원인식이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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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내재적 동기부여(Intrinsic Motivation)

동기부여(motivation)는 개인이 목표를 향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을

연구자 연구 내용

최병순 등
(2012)

셀프리더십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때 조
직몰입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최석봉 등
(2013)

임파워링 리더십은 창의성을 매개로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
치며, 혁신지원분위기가 높을수록 혁신행동이 강하게 나타남

김성훈 등
(2014)

임파워링 리더십은 건설적 저항을 매개로 혁신행동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나, 역기능적 저항은 매개효과가 없음

김종관 이염남

(2014)

핵심자기평가를 매개로 하는 임파워링 리더십과 혁신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

서재교 홍아정

(2015)

공유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무형식
학습과 직무배태성이 이들 관계를 매개함

정기영 등
(2015)

변혁적 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주인의식이 이들 관계를 매개함

주세영 등
(2015)

임파워링 리더십은 혁신행동과 자기조절초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며, 혁신행동은 혁신지원인식이 높을 때 더 강함

최범호 등
(2015)

변혁적 리더십은 개별적 배려로 조절된 셀프리더십을 매개
로 하여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김성용 등
(2016)

자기주도직무설계는 직무열의와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정원호 윤인수

(2016)

셀프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때
절차공정성이 높을수록 혁신행동이 높게 나타남

양석곤 등
(2017)

신뢰성을 선행요인으로 한 상사신뢰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이 때 직무특성이 조절변수 역할을 함

설지수 정원호

(2017)

임파워링 리더십과 혁신행동의 유의한 관계에서 직무열의는
매개변수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조절변수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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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하는 심리적 과정 또는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동기부여는 개인이 어

떤 욕구 또는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지속하려는 의지라고 정의

하였고, 목표달성을 위해 행동을 자극하고 유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

하였다(Greenberg et al., 1990). 또한 동기부여는 개인의 행동을 자극하고

지시하며 유지시킬 수 있는 내부 또는 외부의 힘이라고 볼 수 있다(Steers

& Porter, 1991).

동기부여는 외재적 동기부여(extrinsic motivation)와 내재적 동기부여

(intrinsic motiv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외재적 동기부여가 금전적인 보상

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한 행위의 유발이라면, 내재적 동기부여란

업무 그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같이 개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발적인 욕구

에 의해 몰입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yan & Deci, 2001).

이러한 내재적 동기부여는 Deci & Ryan(1985)이 외재적 동기부여와 내재

적 동기부여의 관계를 정립한 인지적 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내재적 동기부여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욕구인 역량과 자기결정권에 의해 동기 부여된 행동으로 설명하

며, 내재적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지각된 인과관계의 소재의 내재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역량과 자기결정권과 같은 본질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내재적 동기부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Deci &

Ryan, 1985).

내재적 동기부여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Stajkovic

& Luthans(1998)는 내재적 동기부여를 구성원과 직무 간의 직접적인 관계

에서 발생하는 성취감, 도전감, 신뢰감 등으로 노력을 불러일으키는 상태로

보았고, Amabile(1997)는 직무자체에서 만들어진 개인의 내적인 열정으로

직무만족, 과업중요성, 과업정체성, 기술다양성 등의 직무특성이 포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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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내재적 동기부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활동적인 본

성의 중심에 있는 에너지 자원이며(Deci & Ryan, 1985), 개인이 내적인 직

무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직무를 잘 수행하기를 원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Warr et al., 1979). 따라서 내재적 동기부여는 개인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

여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로 볼 수 있다.

한편, Van & Hagedoorn(2003)은 내재적 동기부여의 하위 요인으로 이해,

성취, 자극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이해(know)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고, 성취(accomplish things)는 어려움을 극복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포함하며, 자극(experience stimulation)은 일

에 몰두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등을 포함한다.

내재적 동기부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Oldham & Hackman

(1981)은 자율성, 피드백, 직무중요성, 직무정체성, 기술다양성 등의 핵심직

무특성에 따라 개인의 책임감, 업무인지 등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통해 내

재적 동기부여, 직무만족, 업무성과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Deci

& Ryan(1985)은 도전적인 환경,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피드백, 의사결정

의 자율성 등과 같은 환경이 내재적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Van et al.(2003)의 연구는 청렴도, 관리가능성, 공정성의 인식 및 승진

기회는 내재적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권한과 권력을 위임하는 임파워먼트(Thomas & Velthouse, 1990),

자기효능감(Spreitzer, 1995)이 내재적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Tierney et al.(1999)은 내재적 동기부여가 창의성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는데, 호기심으로 인해 업무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도전적인

지적 활동이 충족됨에 따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된다고 보았다. 또한

내재적 동기부여가 높은 사람이 업무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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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Amabile et al., 1994), 팀 내 지식공유에도 적

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Osterloh & Frey, 2000).

최근 국내에서 내재적 동기부여는 매개변수로서 많이 연구되었는데, 임파

워링 리더십과 지식공유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며, 감성지능이 높을 때

임파워링 리더십이 내재적 동기부여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형민 등, 2015). 또한 긍정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과 함께 매개변수 역할을 하고,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와 조직시민행

동, 리더의 코칭과 성과, 상사신뢰와 지식공유 및 창의성, 변혁적 거래적 리

더십과 직무만족,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각각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강수돌, 2010; 김정식 김현철, 2012; 김기흥,

2015; 이승필 김선혁, 2016; 최영준 심원술, 2016; 윤석범 이종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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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가설 설정

1. 임파워링 리더십과 혁신행동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혁신행동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는데, 특히 선행요인의 하나로 리더십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Oldham & Cummings(1996)는 개인의 혁신행동이 창의성과 같은 개

인적 특성, 리더십유형과 같은 조직적 특성과 모두 관련이 있으며 이들 관

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혁신행동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리더

가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구성원에게 관심을 표현하며 긍정적인 피드

백을 제공하고, 구성원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지원적인 리더십을 통해 창

의성과 혁신행동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국내 연구에서도 다양한 지원적 리더십이 혁신행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일(2011)의 연구에서는 변

혁적 리더십이 학습목표를 통해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정기영 등(2015)

의 연구에서도 변혁적 리더십이 심리적 주인의식을 매개로 하여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공유리더십은 직무배태성과 무형

식학습을 통해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서재교 홍아정,

2015), 셀프리더십 역시 절차공정성의 정도(정원호 윤인수, 2016)와 조직몰

입의 관계(최병순 등, 2012)에 따라 혁신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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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공

공기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

다. Zhang & Bartol(2010)은 임파워링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내재적 동기부여와 창의적인 과

정몰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최종적으로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개인의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환경에 대하여 제시

한 선행연구에서는 리더십 차원과 조직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

다. 리더십 차원에서는 권한의 위임과 자율권의 부여와 같은 임파워먼트, 높

은 성과에 대한 기대의 표현이 창의성을 높일 수 있으며, 조직적 차원에서

는 혁신적이고 지원적인 조직문화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Shalley et al., 2000).

창의성과 혁신행동이 높은 구성원을 이끄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리더의 전략에 대한 연구에서는 리더가 창의적인 구성원을 이끌기

위하여 전문성, 업무의 전달력, 코칭, 의사소통 등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

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적인 노력을 지속하는 것, 스

트레스와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업무에 대한 피드백, 지

속적인 의사소통, 자율성, 사회적인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을 혁신행동이

높은 구성원을 이끌기 위한 리더의 전략으로 제시하였다(Mumford et al.,

2002).

공공기관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군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직무열의를 매개로 하여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제시하였으며, 이 때 자기효능감이 클수록 혁신행동에 미치는 임파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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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의 영향력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개

인이 업무에 몰두하고 헌신하게 함으로써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유발하고 적용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설지수 정원호,

2017).

임파워링 리더십이 자기조절초점을 매개로 하여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

향이 미치는 것을 증명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긍정적인 결과

를 이끌고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하려는 개인의 향상초점을 통해 조직구성원

의 역량을 이끄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그들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임파워링 리더십이 개인의 창의성을 매개로 하여 혁

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선행연구도 살펴볼

수 있다. 이들 관계에서 조직의 혁신지원 분위기가 높을수록 혁신행동에 미

치는 영향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리더가 조직구성원에게 권한

을 이양하여 그들의 자율성을 제고시켜주면 창의적인 접근으로 스스로 혁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주세영 등, 2015; 최석봉 등, 2013).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을 부여하고 코칭과 피드백을 제공하며 관심을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중요시

하는 리더의 행동이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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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파워링 리더십과 내재적 동기부여

Thomas & Velthouse(1990)는 임파워먼트를 구성원들이 스스로 내재적

업무동기가 향상된 심리적인 상태라고 정의하며,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개념

을 설명하였고, Spreitzer(1995) 역시 임파워먼트를 내재적 업무동기를 높일

수 있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 외에도 앞선 선행연구를 통해 임파워먼트

가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Spreitzer, 1995;

Thomas & Velthouse, 1990; Kanter, 1988; Conger & Kanungo, 1988; Deci

& Ryan, 198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리더의 임파워먼트 행동이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함으

로써 내재적인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구성원들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Bass, 1985). 또한 임파워링 리

더십을 통해 구성원들과 권한을 공유하고, 이에 따라 구성원들의 내재적 동

기부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Srivastava et al., 2006), 임

파워링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내재적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Zhang & Bartol, 2010).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내재적 동기부여에 직접적으

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김승용 등, 2013). 이 연구에

서 임파워링 리더십을 보여주는 상사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강한 동

기부여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파워링 리더십과 지식공유의 직접적

인 관계를 영향을 증명하는 연구에서 내재적 동기부여의 관계에 주목한 선

행연구도 있다(이형민 등, 2015). 리더가 책임범위를 높여줌으로써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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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고, 업무 자체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함으로써 내재적

인 동기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지원인식을 매개로 조직구성원의 직무열의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한 선행연구도 살펴볼 수 있다(고은

혜 윤동열, 2017). 이는 리더가 조직구성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코칭

을 하고 정보를 공유해줌으로써 구성원들이 업무에 몰두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에 대한 헌신과 몰두로 나타나는 직무열의

는 의욕을 고취하는 내재적 동기부여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부여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내재적 동기부여와 혁신행동

Amabile(1997)의 연구에서 내적으로 동기부여된 구성원은 문제해결에 있

어 보다 인내심을 갖고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며, 높은 혁신 수준을 보인다

고 주장하고 있다. 내재적 동기부여와 혁신행동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를 찾

기는 힘들지만(이승필 김선혁, 2016) 창의성의 개념이 반영된 혁신행동의 이

론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내재적 동기부여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를 통해 내재적 동기부여의 영향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내재적 동기부여와 혁신행동의 관계에 주

목하였고, 이들은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상사신뢰가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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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내재적 동기부여의 매개효과에 주목하였으며

내재적 동기부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창의성의 발현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것

을 증명하였다(김기흥, 2015). 창의성이 개인 수준의 접근이라면 혁신행동은

조직 수준의 접근이며, 창의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내재적 동기부여는 혁신행동과도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내재적 동기부여와 창의성의 관계에 대해 제시하

고 있으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로

운 업무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는 것을 즐기는 조직구성원은 창의적인 업

무수행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이승필 김선혁, 2016). 이에, 창의적인 업

무수행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혁신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많은 선행연구에서 상사의 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행동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매개하는 내재적 동기부여의 효과에 대해 제시하였다(강수돌,

2010; 최영준 심원술, 2016; 김세화 등, 2017). 이를 통해, 업무를 대하는 개

인의 심리상태가 상사의 리더십을 조직구성원의 행동 변화로 이끌 수 있도

록 돕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내

재적 동기부여가 임파워링 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에 있어 매개효과를 가

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Amabile(1997)은 조직의 창의성을 촉진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전문

성, 창의적 사고기술, 내재적 동기부여가 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

문성은 실질적인 지식, 기술적인 유능함 등을 말하며, 창의적 사고기술은 새

로운 관점을 이끌어 내는 인지스타일,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업무 스타일을

뜻한다. 내재적 동기부여를 창의성 촉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명하고 있

는데, 일 자체에 대한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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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을 촉진하는 직무환경으로 조직과 상사의 격려, 충분한 자원 등을 들

고 있다. 이를 통해 상사의 코칭 등의 지원적 리더십을 통해 개인의 내재적

동기부여 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창의적 업무수행, 즉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사의 코칭과 조직구성원의 성과의 관계에서의 내재적 동기부여의 매개

효과를 증명하였다. 상사는 코칭을 통해 구성원들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을 통해 업무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관계에 대해 제시하였다(김정식 김현철, 2012). 이에, 임파워링

리더십의 하위항목 중 하나인 코칭과 조직구성원의 행동 간의 관계를 내재

적 동기부여가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내재적 동기부여가 혁신행동과 직접

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3. 내재적 동기부여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내재적 동기부여를 매개로 하여 공공기

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2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 이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부여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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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독립변수로 임파워링 리더십을, 종속변수로 혁신행동을 두었으

며, 내재적 동기부여가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밝히고자 <그림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임파워링
리더십

혁신행동

내재적
동기부여

<그림1> 연구모형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링 리더십을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혁신

행동을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내재적 동기부여를 매개변수

(meditation variable)로 설정하였다. 모든 변수들은 Likert 5점 척도(전혀 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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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파워링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은 부하직원들의 자율성과 동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권한 공유, 동기부여 및 개발 지원을 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Amundsen

& Martinsen, 2014).

임파워링 리더십 측정은 Arnold et al.(2000)가 개발한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의 하위개념은 5개로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각

의 하위개념은 솔선수범(leading by example) 5문항, 참여적 의사결정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6문항, 코칭(coaching) 11문항, 정보공유

(informing) 6문항, 관심표출과 팀원과의 의사소통(showing concern and

interacting with the team) 10문항 등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져 있다.

<표3> 임파워링 리더십 측정 설문문항

하위항목 설문 문항

솔선수범

나의 상사는 자신이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높은 성과 기준을 제시한다.

나의 상사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나의 상사는 팀에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한다.

나의 상사는 직접 행동을 통하여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다.

나의 상사는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구성원들을 리드한다.

참여적
의사결정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나 견해를 제안하는 것을 장려한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나 견해를 경청한다.

나의 상사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나의 상사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의 반대 의견도 존중한다.

나의 상사는 본인의 생각대로만 의사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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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항목 설문 문항

코칭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분야의 교육훈련이 더 필요한지 파악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의 상사는 우리 부서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준다.

나의 상사는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격려한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제공해준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준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의 노력에 귀 기울인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의 성과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해준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의 노력을 응원한다.

나의 상사는 우리가 목표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보공유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회사의 결정사항들에 대해 설명해준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회사의 목표들에 대해 설명해준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이 회사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설명해준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회사 정책의 목적을 설명해준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회사의 방침이나 목표를 설명해준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결정사항과 활동에 대해 설명해준다.

관심표출,
팀내
상호작용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문제와 고충에 대해 신경을 써준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진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을 동등하게 대한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할애해준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의 성공에 관심을 가져준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과 연락을 꾸준히 한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과 잘 지낸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정직하고 공정한 의견을 준다.

나의 상사는 부서 내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안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과 이야기 할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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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링 리더십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별 설문의 내용은 <표3>과 같다.

“나의 상사는 자신이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높은 성과기준을 제시한다.”, “나

의 상사는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나 견해를 제안하는 것을 장려한다.”, “나의

상사는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격려한다.”,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결정사항과 활동에 대해 설명해준다.”

2. 혁신행동

혁신행동은 자신의 역할이나 조직의 성과향상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아이

디어를 도입하고 적용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Scott & Bruce, 1994).

<표4> 혁신행동 측정 설문문항

하위항목 설문 문항

아이디어
도출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
디어를 개발한다.

나는 업무수행 중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구, 방법 등을
찾으려고 애쓴다.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낸다.

아이디어
촉진

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헌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직장의 핵심인물들을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열렬한 후원
자로 만든다.

아이디어
실행

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잘 다듬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든다.

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업무에 도입한다.

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실용적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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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동 측정은 Janssen(2000)이 개발한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설

문문항의 하위개념은 3개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하위개념은

아이디어 도출(idae generation) 3문항, 아이디어 촉진(idea promotion), 아이

디어 실행(idea realization) 3문항 등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져 있다.

혁신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별 설문의 내용은 <표4>와 같다. “나는 업

무와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잘 다듬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든다.”

3. 내재적 동기부여

<표5> 내재적 동기부여 측정 설문문항

하위항목 설문 문항

이해

나는 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즐겁다.

나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즐겁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즐겁다.

성취

나는 어려운 기술을 익히는 동안 개인적인 만족감을 많이 느낀다.

나는 일에 대한 나의 약점을 개선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나는 일을 하면서 완벽할 때 만족감을 느낀다.

나는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때 만족감을 느낀다.

자극

나는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나는 일에 제대로 참여할 때 재미를 느낀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동안 큰 즐거움을 느낀다.

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하는 느낌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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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동기부여는 본질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직무에서 잘하

고 싶은 정도로 정의한다(Warr et al., 1979).

내재적 동기부여 측정은 Van & Hagedoorn(2003)이 개발한 도구를 번역

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의 하위개념은 3개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하위개념은 이해(know), 성취(accomplish things), 자극(experience

stimulation) 등 각각 4문항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져 있다.

내재적 동기부여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별 설문의 내용은 <표5>와 같다.

“나는 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즐겁다.”, “나는 일에 완전히 몰두

하는 느낌을 좋아한다.

본 연구를 위한 전체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의 <표6>과 같다.

<표6> 설문지 구성

구 분 문항수 출 처

임파워링
리더십

솔선수범 5

Arnold et al.
(2000)

참여적 의사결정 6

코칭 11

정보공유 6

관심표출/팀내 상호작용 10

혁신행동

아이디어 도출 3

Janssen(2000)아이디어 촉진 3

아이디어 실행 3

내재적
동기부여

이해 4
Van & Hagedoorn

(2003)
성취 4

자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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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

단되는 요인을 선정하여 성별, 연령, 학력, 직위(직급), 직렬, 근무경력을 통

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과 직렬은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하였고, 직렬은 일반(행정)직을 1로, 능력개발직, 기술직/전문직, (출

제)연구직을 0으로 설정하였다. 연령은 1 = 만 20세 이상 만 30세 미만, 2 =

만 30세 이상 만 40세 미만, 3 = 만 40세 이상 만 50세 미만, 4 = 만 50세

이상으로 설정하였고, 학력은 1 = 고졸, 2 = 전문대졸, 3 = 대졸, 4 = 대학

원졸로 설정하였다. 직위(직급)은 1 = 주임급(6급), 2 = 대리급(5급), 3 = 과

장급(4급)을, 4 = 차장급(3급), 5 = 부장급(2급), 6 = 실․국장급(1급)으로 설

정하였다. 근속연수는 1 = 1년 미만, 2 = 1년 이상 3년 미만, 3 =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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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으로 구분하여 통제변수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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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설문지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가설검증을 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8년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A공공기관

등 전국의 공공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및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온라인 설문을 통해 총 335부의 설문

지를 배부하여 308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 응답 31건을 제외한 277

부를 AMOS 18.0과 SPSS 18.0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성별은 남성이 61.7%, 여성이 38.3%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만 30세 이상 만 40세 미만이 3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20세 이

상 만 30세 미만이 27.8%, 만 40세 이상 만 50세 미만이 25.6%, 만 50세 이

상이 9.4%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6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대학원졸이 31.0%, 고졸과 전문대졸이 2.9% 순이었다. 직위(직급)에서는

대리급(5급)이 3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과장급(4급)이 28.9%, 차장

급(3급)이 21.7%, 부장급(2급)이 11.9%, 주임급(6급)이 5.4%, 실․국장급(1

급)이 1.1% 순으로 나타났다. 직렬에서는 일반(행정)직이 69.7%로 가장 많

았고, 능력개발직이 13.7%, (출제)연구직이 12.6%, 기술직/전문직/기타가

4.0% 순이었다. 근속연수는 3년 이상 5년 미만이 2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4.2%,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5.9%, 1년

이상 3년 미만이 15.5%, 20년 이상이 10.8%, 1년 미만이 7.6% 순으로 나타

났다. 상세한 내용은 <표7>에 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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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N=277

구 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71 61.7

여성 106 38.3

연령

만 20세 이상 만 30세 미만 77 27.8

만 30세 이상 만 40세 미만 103 37.2

만 40세 이상 만 50세 미만 71 25.6

만 50세 이상 26 9.4

학력

고졸, 전문대졸 8 2.9

대졸 183 66.1

대학원졸 86 31.0

직위(직급)

주임급(6급) 15 5.4

대리급(5급) 86 31.0

과장급(4급) 80 28.9

차장급(3급) 60 21.7

부장급(2급) 33 11.9

실․국장급(1급) 3 1.1

직렬

일반(행정)직 193 69.7

능력개발직 38 13.7

(출제)연구직 35 12.6

기술직/전문직/기타 11 4.0

근속연수

1년 미만 21 7.6

1년 이상 3년 미만 43 15.5

3년 이상 5년 미만 72 26.0

5년 이상 10년 미만 44 15.9

10년 이상 20년 미만 67 24.2

20년 이상 3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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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링 리더십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 분석에 앞서 통계

프로그램인 AMOS 18.0과 SPSS 18.0를 활용하여 측정 변수들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변수의 신뢰도 검증

신뢰도란 결과의 일관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가능

성을 나타낸다.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였는데, Cronbach’s α값이 0.7 이

상이면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8>과 같이 도출되었다.

<표8> 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

변 수 항목수 Cronbach’s α값

임파워링 리더십 38 0.980

혁신행동 9 0.927

내재적 동기부여 12 0.932

신뢰도 분석 결과, 임파워링 리더십은 0.980, 혁신행동은 0.927, 내재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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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여는 0.932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값이 0.9 이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변수의 타당도 검증

타당도란 측정도구가 각 요인들의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정도

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9>에 제시되어 있다. 변수의 각 요인

별 문항의 평균값을 추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의 지표를 측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χ2/df〓1.797(χ2〓73.682, df〓41),

CFI〓0.987, TLI〓0.983, GFI〓0.952, NFI〓0.971, RMSEA〓0.054로 나타났

으며, 평균분산추출(AVE)은 0.856, 개념신뢰도(CR)는 0.985로 나타났다. 이

는 χ2/df 2.0 이하, CFI, TLI, GFI, NFI 0.9 이상, RMSEA 0.08 이하, AVE

0.5 이상, CR 0.7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표들이 모두 유의한 값을 나

타내어,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변수의 관계를 확정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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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 수 요 인
표준화
계수

S.E C.R CR AVE

임파워링
리더십

솔선수범 0.829 0.021 10.785

0.989 0.711

참여적의사결정 0.852 0.015 10.569

코칭 0.966 0.005 5.567

정보공유 0.834 0.014 10.744

관심표출 등 0.931 0.008 8.561

혁신행동

아이디어 도출 0.831 0.016 8.673

0.966 0.762아이디어 촉진 0.879 0.016 7.016

아이디어 실행 0.860 0.016 7.782

내재적
동기부여

이해 0.849 0.020 7.945

0.964 0.694성취 0.852 0.015 7.849

자극 0.866 0.016 7.311

주1) 모든 경로계수의 유의도 p<0.001

주2) χ2/df〓1.797, CFI〓0.987, TLI〓0.983, GFI〓0.952, NFI〓0.971, RMSEA〓0.054

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한 심층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고자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10>과 같다. 가설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독립변수인 임파워링 리더십은 종속변수인 혁신행동과 매

개변수인 내재적 동기부여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변수들의 피어슨 상관계수 세부내용은 <표10>

에 제시되었다.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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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임파워링 리더십과 종속변수인 혁신행동은 r=.477(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내재적 동기부여와 종속변수인 혁신행동은 r=.346(p<0.01)으로 나타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내재적 동기부여와 임파

워링 리더십도 r=.503(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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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 성별 0.62 0.487 1

2. 연령 2.17 0.941 .384** 1

3. 학력 3.26 0.592 .128* .430** 1

4. 직위 3.07 1.148 .313** .841** .470** 1

5. 직렬(일반직) 0.70 0.460 -.067 -.117 -.431** -.132** 1

6. 근속연수 3.66 1.460 .245** .822** .298** .831** .003 1

7. 임파워링 리더십 3.81 0.669 .071 .146* .038 .183** .047 .190** 1

8. 혁신행동 3.44 0.623 .227** .324** .192** .321** -.065 .320** .477** 1

9. 내재적 동기부여 3.79 0.631 .131* .163** .161** .161** -.076 .147* .346** .503** 1

주1) N=277, *p<.05, **p<.01 (양측검증)

주2) 1. 성별 :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 연령 : 만20대(1), 만30대(2), 만40대(3), 만50대 이상(4), 3. 학력 : 고졸(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졸

(4), 4. 직위 : 주임(1), 대리(2), 과장(3), 차장(4), 부장(5), 실・국장(6), 5. 직렬 : 더미변수 능력개발직, 기술/전문직, (출제)연구직(0), 일반(행정)직

(1), 6. 근속연수 : 1년 미만(1), 1년 이상 3년 미만(2), 3년 이상 5년 미만(3), 5년 이상 10년 미만(4), 10년 이상 20년 미만(5), 20년 이상(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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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 1, 2, 3, 4는 공공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상사의 임파워

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부여를 통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효과성 검증과 함께 매개변수의 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 직급(직위), 직렬, 근속연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각 가설에

따른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4가지 조건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고, 매개변수인 내재적 동기부여가

종속변수인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단계를 추가

하여 총 4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11>과 같다.

1. 임파워링 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먼저 통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모델1에서 성별(β=.139, p<.05)만 혁신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혁신

행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 학력, 직급, 직렬, 근속연수 등 다른

통제변수는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석 제1단계(모델2)에서 독립변수인 임파워링 리더십은 종속변

수인 혁신행동(β=.433,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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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계층적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요인명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종속변수
(혁신행동)

종속변수
(혁신행동)

종속변수
(내재적동기부여)

종속변수
(혁신행동)

종속변수
(혁신행동)

통제변수

(상수) (.255) (.281) (.317) (.277) (.281)

성별 .139(.079)* .126(.071)* .081(.080) .098(.070)ϯ .098(.066)ϯ

연령 .038(.080) .080(.072) .036(.081) .037(.071) .067(.066)

학력 .071(.076) .077(.068) .118(.076) .020(.067) .037(.063)

직급 .053(.067) -.012(.060) -.050(.068) .053(.059) .005(.056)

직렬 -.015(.086) -.037(.077) -.038(.087) -.005(.076) -.024(.071)

근속연수 .189(.050) .128(.045) .041(.051) .150(.044) .114(.041)

독립변수

임파워링리더십 .433(.048)*** .333(.054)*** .319(.047)***

매개변수

내재적동기부여 .450(.050)*** .344(.050)***

R2 .136 .315 .151 .329 .416

Adj, R2 .117 .298 .129 .312 .398

F 7.086 17.706 6.861 18.862 23.820

p .000 .000 .000 .000 .000

주1) ϯp< .10, *p< .05, **p< .01, ***p< .001

주2) 제시된 값 : 표준화된 회귀계수(표준오차)

매개효과 분석 제2단계(모델3)에서는 내재적 동기부여를 종속변수로 설정

하여, 임파워링 리더십이 내재적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임파워링 리더십이 내재적 동기부여(β=.333,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에 가설 2도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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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모델4)에서는 매개변수인 내재적 동기부여를 독립변수로 설정하

여, 매개변수인 내재적 동기부여가 종속변수인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내재적 동기부여는 종속변수인 혁신행동(β

=.450,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가설 3이 채택되었다.

2. 내재적 동기부여의 매개효과

제4단계(모델5)에서는 임파워링 리더십과 매개변수인 내재적 동기부여를

동시에 투입하여 나타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매개변수인 내재적 동기부

여가 종속변수인 혁신행동에 미친 표준화된 회귀계수(β=.344, p<.001)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임파워링 리더십의 표준화된 회귀계

수 값(β=.319, p<001)은 1단계(모델2)의 임파워링 리더십(β=.433)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혁신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하에서 영향으로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β=.319, p<001),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에 가설 4가 채택되었다.

따라서 매개변수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대하여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검증을 통하여 매개효과 분석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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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개효과의 추가 검증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종속변수인 공공기

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부여가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가설 4가 지지되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Sobel 검

증을 통하여 종속변수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고자 하였

다.

이 방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매개변수의 관계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변수의 회귀분석 결과가 유의하면서 매개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회귀

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 사용한다. 매개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오차,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변수의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Baron &

Kenny, 1986). Sobel 검증의 결과는 다음의 <그림2>와 <표12>와 같다.

내재적
동기부여

임파워링
리더십

혁신행동

.314(.054) .339(.050)

<그림2> Sobel 검증 모형 및 분석결과

<표12> Sobel 검증을 활용한 유의성 검증

경 로 Z통계량 유의성

임파워링 리더십 → 내재적 동기부여 → 혁신행동 4.41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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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링 리더십, 내재적 동기부여, 혁신행동으로 가는 경로의 Z통계량은

4.414이고 p<.001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

십과 종속변수인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

기부여는 유의한 부분매개변수임을 증명하였다.

제4절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가설 검증에 대한 실증적 결과분석을 요약하면 다음 <표13>과

같다.

<표13>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구분 가설의 내용 결과

가설1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부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내재적 동기부여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내재적 동기부여를 매개로 하여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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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내재적 동기부여가 매개변

수로서 갖는 의미성을 찾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에 문헌연구를 통

하여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발된

측정문항들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

를 실증분석을 하였다.

설문조사는 A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국내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기간은 2018년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였다. 이 기간 동안 설문지 배포 및 온라인 설문을 통해 총 308부를 회수하

였고, 이 중 불성실 응답 31건을 제외한 277부를 통계프로그램인 AMOS

18.0과 SPSS 18.0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더가 솔선수범, 참여적 의사결정, 코칭, 정보공유, 관심표

출 및 팀내 상호작용 등을 통한 임파워링 리더십을 발휘할 때, 조직구성원

의 혁신행동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혁

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주세영 등(2015), 김성훈 등(2014),

설지수 정원호(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Oldham & Cummings(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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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ey et al.(2000), Mumford et al.(2002), Zhang & Bastol(2010) 등 유사

분야의 선행연구들에서 나온 결과들도 지지하고 있다. 이에 상사의 임파워

링 리더십이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둘째,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부여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파워링 리더십

을 통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경험하고, 내재적 동기부여가 된다고 주장한

Spreitzer(1995), Srivastava et al.(2006), Zhang & Bastol(2010)의 연구결과

와도 일치하고 있어,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내재적 동기

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리

더가 조직구성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솔선수범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조

직구성원을 자극하여 성취할 수 있도록 하고, 코칭 등의 행위를 통해 조직

구성원이 새로운 일을 배우거나 일에 몰두하는 느낌을 받는 긍정적인 감정

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부여 됨을 의미한다.

셋째, 내재적 동기부여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내재적 동기부여가 창의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한 Amabile(1997), Tierney et al.(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내

재적 동기부여가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김기흥(2015),

이승필 김선혁(2016) 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어, 내재적 동기부여가 혁

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의 관계

에서 내재적 동기부여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내재적 동기부여를 매개변수로 추가로 투입한 모형에서도

독립변수인 임파워링 리더십이 종속변수인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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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부여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내재적 동기부여를 통해서

혁신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파워링 리더

십이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부여의 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그들의 혁신행동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에 대한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써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가 대기업,

병원, 군 조직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공공기관 재직자를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연구를 공공기관에 확대하여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 사이

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부여에 대한 매커니즘을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충분

하게 연구되지 못한 연구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지금까지 임파워링 리더십

과 혁신행동을 매개하는 내재적 동기부여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고,

내재적 동기부여와 혁신행동의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학문적 시사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는 공공기관의 조직구성원은 혁신행동에 관심이 없거나 혁신행동이 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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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내재적 동기부여

에 의해 혁신행동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증명하였고, 공공기관 조직구성

원의 혁신행동을 높이기 위한 조직의 역할에 대해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재적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하여 솔선수

범, 코칭, 정보공유, 관심표출 등과 같은 지원적인 리더십의 행위를 통해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조직은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하여 임금, 승진과 같은

외적인 동기부여 외에도 그들이 업무를 온전히 이해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스스로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부여는 아이디어를 도출

하고 촉진하여 이를 실행하는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업무성과와

업무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 사

이의 관계와 더불어 내재적 동기부여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하지만 다

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공공기

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측정함에 있어서 동일 표본에게서 동일 설문지

를 사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함에 따라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가 내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중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에게, 조직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부여

와 혁신행동은 상사에게 응답하도록 하는 등의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데이

터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특정 시점에

실시한 횡단적인 설문조사임을 감안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한 표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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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를 두고 각 변수를 측정하는 종단연구를 함으로써 동일방법편의를 제거

하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가 공공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나 대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모집단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

하여 모집단 각각의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 대상인 공공기관의 개인별 특성, 환경적 특성, 조

직 문화적 특성 등의 요인들을 완벽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의 결과를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에 부분적인 한계점

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여 보다 일반화된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실무자의 의사결정권

한이 크지 않은 만큼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을 통한 권한 위임, 코칭 등이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고, 이들 변수간의 매개요인으로 내재적 동기부여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조직구성원이 사기업의 조직구성원에 비해

혁신행동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임파워링 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를 매개하

고 조절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연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통해 혁신행동의 다른 선행요인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공

공기관에서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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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Empowering Leadership on

Innovative Work Behavior of members

in public institutions:

The mediating effect of Intrinsic Motivation

Jeong-Eun, Sohn

Abstract

In these days, the role of a leader who leads an organization is

becoming important to manage various environmental changes. Interest

in empowering leadership is growing as more research shows that it has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performance in terms of

helping them perform their jobs voluntarily. In addition, as flexible

responses from public institutions to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customer needs become important such as general enterprises, interest in

the attitude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s also growing to create

more differentiated values and maintain a competitive advantage.

Thus, it was no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owering

leadership and the innovative work behavior, and it was assum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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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ho were internally motivated by the

manager’s empowering leadership would perform the innov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studied the impact of the empowering

leadership on the innovative work behavior of members in public

institutions and tried to verify the medi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in

this relationship.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277 data obtained by

distributing survey data to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Research has

shown that, first, the empowering leadership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novative work behavior of members in public institutions. Also, the

empowering leadership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rinsic

motivation of members in public institutions. Finally, intrinsic motiva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innovative work behavior and was found to

have a mediated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owering

leadership and innovative work behavior of members in public

institutions.

This mean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empowering

leadership, innovative work behavior and intrinsic motivation, and that

the supervisor is empowered and encouraged to demonstrate leadership

in the organization to help the organization's innovation activities.

Keywords : Empowering Leadership, Innovative Work Behavior, Intrinsic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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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본 설문에 응해주신 것에 대
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설문은 향후 임파
워링 리더십과 혁신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을 위한 통계 작성 외에는 활
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오직 연구 목
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 질문들은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귀
하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
전을 기원합니다.

 <설문지 질문항목 및 답변 예시>

 아래의 질문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질 문 내 용 매 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 우
그렇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① ② ③ ④ ⑤

 ※ 위 질문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①에, 완전히 동의하면 ⑤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연 구 자 :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HRD컨설팅전공
손 정 은  연구원
윤 동 열  교수

전자우편 : jesohn14@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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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 문항은 귀하의 직속상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질 문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상사는 자신이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높은 성과 기준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상사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상사는 팀에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상사는 직접 행동을 통하여 좋은 본보
기를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상사는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구성원
들을 리드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나 견해를 
제안하는 것을 장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나 견해를 
경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상사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상사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의 반대 의견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상사는 본인의 생각대로만 의사결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분야의 
교육훈련이 더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상사는 우리 부서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상사는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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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 문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의 노력에 귀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의 성과에 대해서 잘
했다고 얘기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의 노력을 응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상사는 우리가 목표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회사의 결정사항
들에 대해 설명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회사의 목표들에 
대해 설명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이 회사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설명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회사 정책의 
목적을 설명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회사의 방침이나 
목표를 설명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결정사항과 
활동에 대해 설명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문제와 
고충에 대해 신경을 써준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을 동등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의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의 성공에 관심을 
가져준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과 연락을 꾸준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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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질 문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5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과 잘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에게 정직하고 공정한 
의견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의 상사는 부서 내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의 상사는 구성원들과 이야기 할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번
호 질 문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업무수행 중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구, 방법 등을 찾으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
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얻어
내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헌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을 형성
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직장의 핵심인물들을 혁신적인 아이
디어에 대한 열렬한 후원자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잘 다듬어 유용
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업무에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실용적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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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질 문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려운 기술을 익히는 동안 개인적인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일에 대한 나의 약점을 개선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일을 하면서 완벽할 때 만족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때 만족
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일에 제대로 참여할 때 재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동안 큰 즐거
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하는 느낌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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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 문항은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일반적인 질문 입니다. 해당
하는 번호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번
호 질문내용 응 답 내 용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 령
① 만 20∼29세     ② 만 30∼39세     ③ 만 40∼49세

④ 만 50세 이상

3 학 력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4 직위(직급)

① 주임급(6급)      ② 대리급(5급)      ③ 과장급(4급)

④ 차장급(3급)      ⑤ 부장급(2급)      ⑥ 실・국장급(1급)

※ 기관별 직렬이 상이하나, 유사 항목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5 직 렬
① 일반(행정)직     ② 능력개발직     ③ 기술직/전문직

④ (출제)연구직     ⑤ 기타

6 근속연수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 5년 미만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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