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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특성이 종업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ulture Characteristics on Employees' 
Innovation Behavior

: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creative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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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조직문화 특성이 종업원의 혁신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
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문화 특성을 하위 요인으로 발전성, 안정성, 합리성으로 나누어 각각 혁신행동과의 관
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창의적 효능감이 조직문화 특성과 혁신행동 간의 매개를 하는지에 대
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 수집은 기업에 재직 중인 조직구성원 8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수집 자료 분석
을 위해서 SPSS와 PL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조직문화 특성 중 안정성만이 혁신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유의하게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문화 특성과 종업원의 혁신행동 간의 연구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창의적 효능감은 조직 문화 특성 (발전성, 안정성, 합리성)이 종업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종업원이 지각하는 조직 내부 안정성 측면의 조직문
화를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종업원의 혁신행동을 이끌어 조직성과 창출을 해야함을 시사한다. 또한, 기업은 조직
문화 특성 (발전성, 안정성, 합리성)이 종업원의 창의적 효능감을 높여 종업원의 혁신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조직 문화
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조직문화특성, 발전성, 안정성, 합리성, 혁신행동, 창의적 자기효능감

Abstract  In this study,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and analyzed in order to examine how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culture affect the innovation behavior of employees. This study divided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culture into development, stability, and rationality as sub-factors, and conducted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novation behavior. This study 
also attempted to confirm whether creative efficacy mediates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novation behavior. To this end, the data collection was targeted to 80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 the 
company, and the SPSS and PLS programs were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As a result of hypothesis 
testing, only stability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culture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innovation behavior.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meaningful results in a study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innovation behavior of employees. In addition, creative efficacy was found to 
significantly mediate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ultural characteristics (development, stability, and rationality) 
on employees' innovation behavior. We suggest that companies should focus on forming an organizational 
culture in terms of internal stability perceived by employees, and lead employees' innovation behavior to create 
organizational performance. We propose that companies should create an organizational culture so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development, stability, rationality) increase the creative efficacy of 
the employees and lead to the innovation behavior of the employees.

Key words : 
 Organizational Culture Characteristics, Development, Stability, Rationality, Innovation Behavior, 
Creative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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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조직문화는조직내의여러요소간의상호작용에의

해형성되며특히조직내리더와조직구성원들의특성,

조직 자체 구조, 조직 내 윤리문화 등이 조직문화 형성

에큰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이러한다양한조직

내요인간상호작용의 결과물로나타나는것이조직문

화이다. 조직문화의 형성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가에 따라각조직별조직문화가형성되기때문에모든

조직은 제각각 조직문화를 갖게 된다. 따라서 사회문화

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조직별 적합한 조직문화를 만들

어가는 것은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는 핵심적이고 중요

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1].

또한 오늘날 많은 기업은 급속히 변화하는 외부환경

의거센물결에적응하고생존을위한 지속적인변화와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으며, 피터 드러커는 2006

년 ‘위대한혁신’이라는저서에서혁신에관한가장중요

한핵심주제는혁신행동을어떻게하면끌어낼수있는

가라고역설하였다. 이에대한조치의하나로조직을이

끄는 리더들은 문화적 규범을 기본적인 프레임으로 설

정하고변화를기본으로한혁신문화가조직 내에서자

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문

화란 혁신행동의중요하고배타적인 요인중하나라고

볼 수 있다[2].

본 연구는 조직문화 특성과 혁신행동 간의 상호 영

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많이 있었으나 조직문화의 하

위요소들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다. 또한, 창의적자기효능감이조직문화특성과혁신행

동 간을 매개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함으로써 종업원

의 혁신행동을 유인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조직문화 특성

1) 조직문화 특성의 개념

인간은 개인별로 개성이 있고 사회도 문화라는 고유

의특성이있고, 조직도조직별로고유의문화적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조직문화라고 일컫는다. 또한 개인

을이해하기위해서는각개인에대한성격을알고있어

야하고동시에사회를이해하기위해서는그사회의문

화적인특성을이해해야하고조직을이해하려면 그조

직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3].

기업 문화는 가치, 신념, 의식, 상징 및 일을 하는 방

식으로구성된조직의고유한문화적이미지이다. 또한,

기업의 영혼이며 그 발전을위한 무한한 원동력이다[4].

조직문화란 조직이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적응하고

내부적으로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

제를 해결하면서 고안·발견·개발된 기본 틀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기초적가정들은오랜시간보편타당한것

으로받아들여져왔고조직구성원들에게문제를해결하

는 올바른 방법으로 습득된다[5].

따라서 조직문화는 조직에 대한 단어의 이해와 문화

에 대한 단어의 이해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내포

적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이란 두

사람 이상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자 의식적으로 구성

된상호작용과조정을행하는행동의집합체이다[6]. 문

화는 사회를이루고있는전체구성원이공통으로지닌

가치관, 이념, 관습그리고기술, 지식등을통칭하는것

으로하나의문화권안에살고있는인간의행동에실질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시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문화란하나의일관된사회가형성된후그사

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의

식및행동을통합조정하는종합조정소라고볼수있다

[7].

조직문화 자체에 대한 개념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

라가미국경영학계에서시작된것으로보인다. 이당시

미국기업들은급속히성장한일본 기업들의강력한도

전을받고 있었기에기업혁신과전략에대한패러다임

을 재설정하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였고 미국 내에

서도산업의전반에걸쳐새로운경영전략에대한필요

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연구결과미국내에서의일본 기업의 급속성장에

대한 이유로서 일본 기업의 차별화된 조직문화를 통한

집단주의적 사고와 온정적 문화를 그 해답으로 찾았다

[8].

더불어 미국 내 우량 성과 창출 기업들에 대한 연구

들에서도 이들 기업이 보유한 고유의 조직문화적 특성

들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장 내

차별적경쟁우위를확보하는중요한요인임을강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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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조직문화특성은조직구성원들의행동규범의

역할을 하며, 구성원들이 스스로 일하는 원동력이 된다

[8,9].

2) 조직문화 특성의 유형

조직문화는 다양한 특성들로 인해 많은 선행연구들

이 있었으며 이러한 다양성들로 인해 조직문화의 범위

는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하나의 단정적 정의를

내리기어렵다고본다. 본 연구의조직문화특성에관해

제시된모델인경쟁가치모형은인간의지각을기본으로

욕구에 대한 가정을 기본으로 상호모순된 다수의 가치

들을동시에만족해야높을성과를얻을수있다는가정

을전제로그가치를내외부통합차원과신축성그리고

질서 차원을 토대로 조직문화 유형을 개발문화, 관료문

화, 합리문화, 집단문화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모형

이다[10].

또한 경쟁가치모형에 관한 논의들은 꾸준하게 진행

되어 왔는데 변화에 관한 신축성과 통제의 안정성이라

는두가지차원을바탕으로조직문화특성유형을네가

지로구분하고발전문화, 합리문화, 위계문화, 합의문화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10,11,12].

본 연구에서는조직문화특성유형중위계문화(안정

성), 발전문화(발전성), 합리문화(합리성) 세 유형을 중

점으로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합리형 문화의 조직

은 경쟁자들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쟁

조직들과의상호관계의특징을지닌다. 또한,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하며, 경쟁력과 생산성을 주된 가치로 여긴

다[13].

2. 혁신행동

혁신행동은(Innovative Behavior)은 ‘새로운 아이디

어를 채택하고 널리 확산하며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행

동’(Scott & Bruce, 1994)과 ‘문제에대한인식과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의 생성,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

한 후원과 지지하고자 하는 구성원끼리의 연합을 구축

하고이를통한혁신을위한시제품을만드는것으로정

의할 수 있다[14]. 혁신행동의 대표적 학자인

Kanter(1988)는 개인의혁신행동은문제의빠른인식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에 대한 채택과 생성에서 시

작한다고볼수있고 Farr & Ford(1990)는 조직원이자

신의 과업을 수행하려고할때 활용하는혁신을과업역

할 혁신으로 개념화하였고 이에 추가적으로 유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과업 결과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행동을 혁신행동으로 정의하였다[14,15].

결국 혁신행동이란 조직원 개인의 혁신에서 시작되

는것이고, 조직원개인의혁신에대한태도는혁신행동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16]. 따라서 혁신행동은 기업에

대한 혁신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끊임없는 아이디어 촉

진과다양한지원을통하여성공할수있는가능성을높

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17].

혁신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상자의 내재적 동기,

조직 자체의 성격, 상사의 리더십, 금전적·심리적 보상

등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이어져 왔으며 일반적으로는

조직수준을 중심으로 혁신행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어져오다최근에는개인 수준을 중심으로한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18].

또한 조직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조직구

성원에게 조직목표달성을 이루기 위해혁신의중요성

과 달성에 대한보상에대해 충분히 고지하고적극적으

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19].

혁신행동은조직유효성에긍정적영향을미치며, 조

직구성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려는 혁신행동을

구체화할수록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가치를 수용하려고

하는신념과 조직 몰입감이 높아진다[20]. 이와 같이 여

러다양한선행연구를통해조직구성원들이과업역할과

연관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변화의 필

요성에 대해 지각하며 혁신행동을 하면 할수록 조직성

과는 높아진다.

3.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1977년 캐나다 심

리학자 Bandura(1977)가 미국의 Psychological Review

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소개되었고 Bandura(1977)

는 사회학습이론을 근거로 다양한 심리적 변화를 통한

행동변화를함께설명하고 통합한 이론을 정립하고체

계화시켜 자기효능감 이론을 설명하였다[21].

창의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

며 일반적인자기효능감은다양한 상황안에서자기자

신이해당과업을잘처리할수있다고지각하는사고나

능력 또는 신념을 의미하고 상대적으로 자기효능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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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나는

사람들보다 과업자체에대한 책임감이높고 본인이기

대한 목표보다더높은 목표를 설정하며동기부여가높

아창의적사고를증진하고남들보다 창의적 행동을보

일확률이더높은것으로보인다[22]. 또한 창의성과관

계깊은주요영향요인 중하나가창의적자기효능감이

며, 이는 창의적인 사고와 성과는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기본으로끊임없는도전과노력이뒷받침되어발현된다

[23,24].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혁신적인 결과변수 사이에 관

련된 선행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의적 자

기효능감의결과변수로서창의성을제시한결과조직구

성원들이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더 높을수록 개인 업무

에서 더높은수준의창의성을 보인다는결과가도출되

었다[25].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 역할에 대하여는 많은 연

구들이진행중이며, 자기진단과직무몰입간의관계에

서창의적자기효능감이매개효과가있다고하였다[26].

또한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변혁적 리더십과 종업원 창

의력과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고 종업원들의

창의성이 직무성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27].

이러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창의적 자기

효능감은 대부분 창의적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조직문화의 특성이 종업원의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며, 창의적 효능감이 조직

문화의 특성과 종업원의 혁신 행동 간의 매개변수임을

검증하고자한다. 그림 1에서보인바와같이, 독립변수

인 조직문화 특성을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발전성, 안전

성, 합리성으로 구분하였다. 매개변수를 창의적 효능감

으로, 종속변수를 혁신행동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조직문화특성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
Figure 1. Research Model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Characteristics and Innovation Behavior

2.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 특성(발전성, 안정성, 합리

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검증하기위해 다음과 같은가설을설정하

였다. 또한 조직문화를 어떤 유형으로 인식하느냐에 따

라혁신적업무행동에미치는영향이달라지므로각조

직문화 유형 인식에 따라 다른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 조직문화 특성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조직문화 특성인 발전성은 혁신행동에 유

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조직문화 특성인 안정성은 혁신행동에 유

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 조직문화 특성인 합리성은 혁신행동에 유

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창의적 효능감은 조직문화 특성이 혁신행동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할 것이

다.

가설 2-1 : 창의적 효능감은 조직문화 특성인발전성

이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할 것이다.

가설 2-2 : 창의적 효능감은 조직문화 특성인안정성

이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할 것이다.

가설 2-3 : 창의적 효능감은 조직문화 특성인합리성

이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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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1) 조사도구

본 연구는 연구표본 특성을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과

설문지를이용하였으며, 설문은자료분류용설문 5문항

과조직문화특성과혁신행동에관한관계설문 22개항

목으로 구성하였고, 리커트 척도(7점)를 사용하였다. 또

한설문응답자의반응오진의최소화를위해설문의순

서를 무작위로 배열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2) 표본과 자료의 정리

본 연구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일반기업에 종사 중

인조직구성원을대상으로설문하였고표본수는 125명

에게설문을배포하여 80매가회수되었으며무효처리된

응답자수는 없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11월 15일

부터 11월30일까지 이다. 본 연구의 설문의 구성은 독

립변수로서 조직 문화의 특성(발전성, 안정성, 합리성)

과 관련된 문항, 매개 변수로 사용된 창의적 효능감, 종

속변수로서혁신행동과관련된문항을리커트 7점척도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구성개념의 정

확도를 특정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통

해신뢰성및타당성을검증하고, 회귀분석을통해가설

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80명의응답자의특성을살펴본결과, 남성 58.8%(47

명), 여성 41.3%(33명)으로 나타났다. 연령으로는 20-29

세 15%(12명), 30-39세 52.5%(42명), 40-49세 27.5%(22

명), 50-59세 5%(4명)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로는 1-5

년 33.8%(27명), 5-10년 22.5%(18명), 10-15년 27.5%(22

명), 15-20년 11.3%(9명), 20년 이상(4명)으로 나타났다.

2. 조직문화 특성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조직문화 특성의 타당

도를검증하였다. 변수들의분산중많은부분을설명하

는요인을추출해주는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여요인을회전시켜뚜렷한요인구조

를검증하였다. 고유값(Eigen value) 기준이 1 이상인

경우만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하고,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값이 .40을 초과할 경우 해당 요인으로 선택하

였다. 또한, 상이한 요인으로 이동되는 측정항목과 2개

이상의 요인에 비슷한 값으로 적재되는 측정항목들을

제거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KMO(Kaiser-Meyer-Olkin) 측도는 0.775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값도 유의하게 나타나(p<.001), 요인

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 특성을

추출한 결과 3개 요인이 도출되어 최종 정해진 요인은

발전성, 안정성, 합리성 3가지 요인이다.

신뢰도 검증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

를 이용해 검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

는 0.830 ~ 0.871로 나타나신뢰도가적합한것으로나타

났다. 조직문화특성의타당성과신뢰도를분석한결과

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직 문화특성에 대한탐색적요인분석및신뢰성검증
결과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Results for Organizational Cultural Characteristics

Item

Fact
or
loadi
ng

Eige
nval
ue

Expla
nator
y
powe
r(%)

Cr
on
ba
ch’
s
alp
ha

Deve
lopm
ent

Company members take
risks and take risks.

0.78
2

4.71
3
31.07
6

0.87
1

The company emphasizes
creating resul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ideas.

0.85
1

The company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creation of new products
and new services.

0.87
9

The power that unites the
company organization is
the commitment to

development and renewal.

0.78
7

stabil
ity

The company organization
is very formal and
structured.

0.88
4

1.43
9
21.09
5

0.83
0The company organization

strives for a durable and
stable system.

0.8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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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검증

1) 가설 1의 검증

조직문화 특성이 종업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알아보기위하여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 표2에

서 보듯이, 조직문화 특성의 발전성은 ß=0.133(t=1.155,

p=0.252)로 혁신행동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

로나타났다. 띠라서가설1-1은 지지 되지않았다. 그러

나, 조직문화특성의안전성은 ß=0.370(t=2.892, p=0.005)

로 혁신행동에정(+) 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다. 띠라서가설1-2는 지지되었다. 조직문화의합리성

은 ß=0.096(t=0.624, p=0.534)로 혁신행동에유의한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띠라서 가설1-3은 지

지 되지 않았다.

요약하면, 조직문화특성이종업원의혁신행동에미

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1의 검증에서는 조직문화의 안

정성이 종업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조직문화특성인발전성

과 합리성은 혁신행동에 직접적으로는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2. 조직 문화 특성이 직원의 혁신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

Table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Cultural Characteristics on Employees'
Innovative Behavior

⁕p<.05, ⁕⁕p<.01, ⁕⁕⁕p<.001

2) 가설 2-1의 검증

조직문화 특성인 발전성과 종업원의 혁신행동의 관

계에서 창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2)가 제안한 Process Macro 4번 모델을 사용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분석을 사용하여

5,000개의 표본을 생성한 후 신뢰구간 95%에서 창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3에서 보인 보와

같이, 발전성이 종업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총 효과

(ß=.2640, p<.05)는통계적으로유의했다. 조직문화의발

전성이 창의적 효능감을 통하여 종업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값은 .0633이고 신뢰구간인 (0.0474,

0.3821)로 나타났으며, 그 사이에 0이포함되지않으므로

조직문화의발전성과종업원의혁신행동의관계에서창

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발전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직접 효

과(ß=0.0633,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

나, 창의적효능감은발전성과혁신행동간의관계를완

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직 문화 측성인 발전성과 혁신 행동 간의 창의적 효능
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 효과

Table 3.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Creative Efficacy
between the Development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novative behavior

⁕p<.05, ⁕⁕p<.01, ⁕⁕⁕p<.001
3) 가설 2-2의 검증

조직문화 특성인 안전성과 종업원의 혁신행동의 관

계에서 창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2)가 제안한 Process Macro 4번 모델을 사용

The company pays
attention to procedures for
business processing.

0.76
0

Ratio
nalit
y

Our organization members
are very interested in
achieving results.

0.67
8

2.11
5
22.98
0

0.84
1

The solidarity of our
organization is created by
accomplishing tasks and
achieving goals.

0.66
8

Our company emphasizes
results and achievements.

0.85
2

Our company values
achievement of its goals.

0.83
4

ID DV
Coefficient

t sig.
ß S.E. ß

(상수) Iinn
ovat
ion
Beh

1.509 0.722 2.090 0.040⁕

Development 0.133 0.116 0.135 1.155 0.252

Stability
avio
r

0.370 0.128 0.340 2.892 0.005⁕⁕

Rationality 0.096 0.154 0.080 0.624 0.534

 =0.202, 수정된  =0.170, F=6.401, p-value=0.001

ß S.E. LLCI ULCI t p

Total
Effect

0.2640 0.1082 0.0485 0.4795
2.4390
⁕ <.05

Direct
Effect

0.0633 0.0855
-0.107
0

0.2336 0.7405 >.05

Indirect
Effect

0.2007 0.0865 0.0474 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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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분석을 사용하여

5,000개의 표본을 생성한 후 신뢰구간 95%에서 창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4에서 보인 보와

같이, 안전성이 종업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총 효과

(ß=0.4526,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조직문화의

안전성이창의적효능감을통하여종업원의혁신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값은 .2326이고 신뢰구간인 (0.0627,

0.4582)로 나타났으며, 그사이에 0이포함되지않으므로

조직문화의안정성과종업원의혁신행동의관계에서창

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정성이혁신행동에미치는직접효과

(ß=0.2199,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창의

적효능감은 안정성과혁신행동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직 문화 측성인 안전성과 혁신 행동 간의 창의적 효능
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 효과

Table 4.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Creative Efficacy
between the Stability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novative behavior

⁕p<.05, ⁕⁕p<.01, ⁕⁕⁕p<.001
4) 가설 2-3의 검증

조직문화 특성인 합리성과 종업원의 혁신행동의 관

계에서 창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2)가 제안한 Process Macro 4번모델을사용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분석을 사용하여

5,000개의 표본을 생성한 후 신뢰구간 95%에서 창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5에서 보인 보와

같이, 합리성이 종업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총 효과

(ß=0.3709,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조직문화의

합리성이창의적효능감을통하여종업원의혁신행동에

미치는간접효과의값은 0.3147이고신뢰구간인 (0.1092,

0.5742)로 나타났으며, 그사이에 0이포함되지않으므로

조직문화의합리성과종업원의혁신행동의관계에서창

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리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

(ß=0.0562,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창의적 효능감은 합리성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조직문화 특성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분석해보면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조직문화 하위특성인

발전성, 안정성, 합리성이종업원혁신행동에미치는영

향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조직 문화 특성인 합리성과 혁신 행동 간의 창의적 효능
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 효과

Table 5.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Creative Efficacy
between the Rationality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novative behavior

⁕p<.05, ⁕⁕p<.01, ⁕⁕⁕p<.001

4. 가설검증 결과 요약

이상의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종업원의 혁신행동과

창의적자기효능감의매개효과에대한실증연구에따른

가설검증 결과를 아래 표 6과 같이 요약하였다.

표 6. 가설 검증 결과
Table 6. Hypotheses Verification Results

ß S.E. LLCI ULCI t p

Total
Effect

0.4526 0.1121 0.2293 0.6758 4.0364
<.01
⁕⁕

Direct
Effect

0.2199 0.0923 0.0360 0.4038 2.3813
<.05
⁕

Indirect
Effect

0.2326 0.1014 0.0627 0.4582

ß S.E. LLCI ULCI t p

Total
Effect

0.3709 0.1295 0.1132 0.6286
2.8649
⁕⁕ <.01

Direct
Effect

0.0562 0.1075
-0.157
9

0.2703 0.5225 >.05

Indirect
Effect

0.2007 0.0865 0.0474 0.3821

Hypothese Adoption

H1
Organizational culture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innovation
behavior.

Partially
Adopted

H1
-1

Development, a characteristic of
organizational culture,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nnovation
behavior.

Rejected

H1
-2

Stability, a characteristic of organizational
culture,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nnovation behavior.
Adopted

H1
-3

Rationality, a characteristic of
organizational culture,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nnovation
behavior.

Rejected

H2
Creative efficacy will significant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ganizational culture characteristics and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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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문화특성인안정성은연구모형에서밝힌

세가지조직문화의특성중유일하게 종업원혁신행동

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밝혀졌다. 이 가설검증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조직마다 가진 고유의 문화들이

다양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종업원이 조직 자체

에 느끼는 안정적 감정들이 불안하거나 불만이라면 종

업원들의자발적혁신행동을기대하기는어렵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는조직이종업원에게주는최소의기대가

치는 근로에 대한대가의수령이며이는곧종업원들의

생계 및생활의안정성과직결되는문제이기 때문에조

직 자체가 계속기업으로서의 객관적 기대가 확립되지

않고 흔들린다면 종업원의 직무몰입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조직효과성또한줄어들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각 기업은 긍정적 조직문화를 형성해감에 있어 종업원

들과의경영현황에 대한다양한소통 창구를 만들고적

시에 숨김없이 공개함으로써 조직 안정성에 대한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조직문화 자체만으로 종업원들의 혁신행동 유

인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종업원들

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발전, 고양시킬 수 있는 조직

차원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창의

적 자기효능감은 직무에 대한 열의를 높여주고 개인차

원의 역량등을발전시킴으로써조직 운영의 성장활력

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리는 기존의 조직문화 특성이 혁신의 도입

과 실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혁신 활

동에긍정적인 영향을미치는연구(Lichtenthaler, 2011)

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280]. 추가적으로, 우리

는 어떠한 조직문화 특성이 종업원의 혁신행동에 긍정

적영향을미치는지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는종업

원의 혁신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창의적 효

능감이 핵심 요인임을 밝혔는데, 조직문화가 종업원 개

인의창의적효능감역량을 구축하기위한 방향으로나

아가야 함을 제안한다.

다만 이러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시사점들이 있음

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설문을통한연구대상이되는표본수가적으

므로대표성과일반성의결여가있는한계점이있다. 향

후연구에서는대기업, 중소·벤처기업등다양한규모의

기업에종사하는종업원들을대상으로설문하여표본의

대표성을 확대하고보다더 객관적인실증적분석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

들만을대상으로 하였고각 기업별 경영현황에대한차

이를 변인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종업원들

의 의견을 대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특히 조직문

화 특성및혁신행동 그리고 창의적 자기효능감의연관

적개념에대한이해도의차이나개인적변인들또한충

분히고려하지않았기에연구모형의설명력은만족스럽

지 않게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개인별 변인들을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가설검증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도 부분의 확장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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