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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절차적 공정성, 참여 및 경

영진에 대한 신뢰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으며, 이를 위해 기업체 종사자 700명을 표

본으로 하여 360개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7.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체 종사자의 절차적 공정성은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조직이 변화를 공정하게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둘째, 기업체 종사자의 참여는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업체 종사자가 과거에 변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기업체 종사자의 경영진에 대한 신뢰는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체 종사자가 당면해 있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경영진

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긍정적일 수록 변화에 더 잘 준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기업체 종사자의 절차적 공정성과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관계에서 참여와 경

영진에 대한 신뢰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체 종사자의 절차적

공정성이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변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매개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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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비교 우위를 선점해야하는 조직은 더 이상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변화는 구호가 아닌 실제이듯 변화가 가지고 있는 도전

정신, 새로움이라는 의미는 실제 변화 상황에서 불확실성, 불안, 복잡성으로 점철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은 필수불가결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물리적․제도

적 변화를 시도하지만 대부분의 변화들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Beer & Nohria(2000)의

연구에 따르면 변화를 실행한 조직 중 관리자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 30%

정도만이 성공적인 조직변화를 경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역동적인 변화 상황에서 계획한 변화가 실패하는 주된 원인은 조직 구성원이 당면

하는 심리적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는 변화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

체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조직 구성원에게 불안감과 부정적 감정, 불확실성, 모호

함을 안겨주기 때문이다(Bordia, Hobman, Jones, Gallois, & Callan, 2004; Kiefer,

2005). 이때 부정적 감정에 대해 조직 차원의 개입(intervention)이 일어나지 않게 되

면 조직 구성원들은 변화에 더욱 저항하게 될 것이고 이는 조직 변화의 성패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정적 감정은 단순히 개인이 느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변

화를 거부하는 단적인 상징이기 때문이다(Applebaum & Batt, 1993; Judson, 1991).

따라서 변화가 수행될 것인지 거부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반응

에 달려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Armenakis 외, 1993; Armenakis 외, 1999).

때문에 Sashkin(1984)은 특별히 적절한 조건이 충족되어 충분히 실행될 때에만 조

직 구성원들이 궁극적으로 조직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충족되어야 할 조건

가운데 하나로 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readiness for change)을 들었다

(Hanpacher, Morgan, & Griego, 1998). 변화에 대한 준비성이란 변화가 필요한지, 변

화를 실행하기 위해 조직이 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고려한 조직 구성원들의 신념

(belief), 태도(emotion), 의지(intention)를 말한다. 일견하면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변

화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신념, 태도, 의지가 높을수록 변화에 준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성은 측정될 수 있으며 조직 변화에 있어 관리자의 의사결

정에 영항을 미칠 수 있다(Backer, 1995).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측정은 변화 관리자,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조직 개발 컨설턴트들로 하여금 명백히 존재하는 개인과 조직

의 차이를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Holt, Armenakis, Harris, & Feild, 2007), 변화

담당자(change agent)들은 조직 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이 낮을 경우 변화의

실행을 늦추거나 재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준비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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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관리자들은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Cummings & Worley, 2005).

변화에 대한 준비성은 몇몇 요인에 의해 고정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외적, 내적

환경이나 변화가 도입되는 방식, 개인들의 잠재된 성격, 변화 관리자의 영향 등 다양

한 요인에 따라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양한 맥락에서 도출될 수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따라 변화

에 대한 준비성은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Backer, 1995).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선행요인으로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변인

은 절차적 공정성이다(Chawla & Kelloway, 2004). 일반적으로 조직은 구성원들의 심

리적 동기부여와 관련되는 조직의 공정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조직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 태도가 기능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조직이 변화

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 절차나 과정이 정당하다고 인식할 때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

및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조직과 개인 간의 심리적 밀착의 정도를 높이는 것

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박철민, 김대원, 2003).

또한 Chawla & Kelloway(2004)는 절차적 공정성을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일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참여 등과 같은 매개 변인을

통해 더욱 강력한 변인으로 분석된다고 하였다. 이는 조직이 객관적으로 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이 변화에 대한 준비성을 증가시키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조직 구성원들이

관여됨으로써 더욱 변화에 대한 준비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절차적 공정

성의 속성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관여(engagement)가 주 핵심이 되는 것에서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변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 정도 역시 변화에 대한 준비성 연구에

서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특히 변화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기록되는 1948년 Coch

와 French의 pajama 공장 실험연구는 참여를 주된 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Armenakis 외, 1993). 그들은 참여 기회가 주어진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을 나누어 연구하였고 그 결과 변화 과정에 참여한 조직 구성원들이 참여 기회를 얻

지 못한 구성원들보다 변화를 더 잘 받아들인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인용되고 재연구되어(Holt 외, 2007; Miller, Johnson &

Grau, 1994)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요인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윤리적 측면에 터하여 절차적 공정성, 참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변인 중 하나는 경영진에 대한 신뢰이다. 이는 절차적 공정성과 참여가 가지는 윤리

적 의미가 조직의 주된 의사결정자인 경영진에 대한 신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

다는 데서 출발한다. 일견하면 조직 구성원이 자신에게 참여의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

자신의 의견이 기꺼이 수용된다면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느끼게 될 것이고 이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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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되기 때문이다(Folger & Konovsky, 1989).

또한 Chawla & Kelloway(2004)의 연구에서는 절차적 공정성과 경영진에 대한 신뢰

의 관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직 변화에 있어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중요성과 선행연구 고찰

을 통한 개선점에 착안하여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절차적 공정성의 영향관계를 살펴볼

것이고,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경영진에 대한 신뢰의 영향관계 역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변화 과정에서 참여의 기회가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들 각 변인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변화를 수행하려는 과정에서 조

직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조직 변화를 실행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절차적 공정성, 참여 및

경영진에 대한 신뢰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절차적 공정성, 참여, 경영진에 대한

신뢰의 가설적 인과모형을 구안한다.

둘째,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절차적 공정성, 참여, 경영진에 대한

신뢰의 영향 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절차적 공정성의 관계에서 참여가 나

타내는 매개 효과를 검증한다.

넷째,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절차적 공정성의 관계에서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나타내는 매개 효과를 검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변화에 대한 준비성

변화에 대한 준비성은 변화 실행에 대한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

요하다. 예를 들어 조직의 시스템, 물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조직 구성원 역시

실행될 변화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저항한다면 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절차적 공정성, 참여 및 경영진에 대한 신뢰의 관계

- 29 -

변화에 대한 준비성

(readiness for change)
관점 내용

변화에 대한 조직의 준비성

(organizational readiness for change)
구조적 조직의 능력과 자원에 초점

변화에 대한 개인의 준비성

(individual readiness for change)
심리적

조직 내 개인이 가지는 믿음, 태도, 

의도에 초점

<표 Ⅱ-1>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유형

가능성이 크다. 궁극적으로 변화란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적 동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

문이다(Armenakis 외, 1993).

Backer(1995)에 따르면 변화에 대한 준비성은 향상될 수 있고, 측정될 수 있는 개념

이라고 하였다. 이때 변화에 대한 준비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은 준비성이라는 개

념 자체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적절한 개입에 의해 증가될 수 있으며, 또 상황에

따라서는 낮아지기도 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그래서 측정된 변화에 대한 준비성은 조

직의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게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시도할 수 있게 한

다. 때문에 변화관리자에게 있어 조직, 개인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 측정은 객관적인

의사결정과 함께 합리적인 변화 수행을 돕는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많은 연구들은 주로 변화 수행에 앞서 조직 또는 조직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을 형성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 변

화에 대한 준비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변화에 대한 준비성(readiness for change)은 연구자들이 준비성(readiness)을 어떻

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접근 할 수 있다. Weiner, Amick, & Lee(2008)

의 문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변화에 대한 준비성 연구는 조직이 변화에 대

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가졌는가에 초점을 맞춘 구조적 접근과, 조직 내 구성원

이 변화에 대해 가지는 믿음, 태도, 의도에 초점을 두는 심리적 접근으로 나뉜다고 보

았다.

구조적 차원의 접근은 변화에 대한 조직의 준비성(organizational readiness for

change)으로서 변화에 대한 준비성이 조직 차원에서 정의된다고 볼 수 있다. 역으로,

심리적 차원의 접근은 변화에 대한 준비성이 개인 수준으로 즉 변화에 대한 개인의

준비성(individual readiness for change)으로 정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표 Ⅱ-1>

참조).

하지만 변화에 대한 조직의․개인의 준비성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고 주관적으로

정의되고 있어 학문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한 상황이다(Clark, 2003). 따라서 문헌

분석을 통해 변화에 대한 준비성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합의를 이끌

어 낼 수 있는 정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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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정의 핵심 개념

Ingersoll, Kirsch, 

Merk, and 

Lightfoot(2000)

변화에 준비되어있는 상태로서 조직의 변화 

경험, 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계획 유

무, 변화를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적, 물리적 시스템의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

조직의 변화 경험(변화를 겪

어온 조직의 역사)

조직의 장기 비전

조직의 사회적, 물리적 시스템

Lee and 

Cheung(2004)

조직의 기술력(IT의 정교함), 재정자원, 소

비자의 준비성으로 구성되어있다.

조직의 기술력

조직의 재정 자원

고객인 소비자의 준비성

Weeks, Roberts, 

Chonko, and 

Jones (2004)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조직이 변화를 다룰 능력을 갖췄

는지를 고려한 관리자의 믿음, 태도, 의도

조직의 능력에 대한 관리자

의 믿음, 태도, 의도 

Molla and 

Licker(2005a)

조직이 변화(e-commerce)를 실행하는데 있

어 조직이 인식, 자원, 헌신, 관리력을 가지

고 있는지를 고려한 관리자들의 인식과 평가 

조직의 인식, 자원, 헌신, 

관리력에 대한 관리자의 인

식과 평가

Sen, Sinha, and 

Ramamurthy(2006)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변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에 동화

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변화에 대한 조직의 인식, 

동화, 적용 능력

Devereaux 

외(2006)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된 변화를 실

행할 수 있는 능력
조직의 변화 실행 능력

snyder & 

Fields(2006)
정보기술혁신과 조직 사이간의 적합성 정도 조직의 정보 기술 혁신 능력

<표 Ⅱ-2> 변화에 대한 조직의 준비성(Organization readiness for change) 정의

1) 변화에 대한 조직의 준비성(Organizational readiness for change)

변화에 대한 준비성은 변화에 대한 조직의 준비성(organizational readiness for

change)과 변화에 대한 개인의 준비성(individual readiness for change)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잘 설명될 수 있다. Weiner와 그의 동료들은 2008년 의료기관 및 여타 조

직들을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통해 변화에 대한 준비성 연구를 총 개관한 바 있다. 그

들은 처음 1,469개의 문헌을 시작으로 3번의 문헌 차출 과정을 거쳐 변화에 대한 준

비성 내용을 다룬 87개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른 차출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에 대한 조직의 준비성 정의를 살펴보면 <표 Ⅱ-2>와 같다.

7개의 변화에 대한 조직의 준비성 정의에서 드러나는 준비성의 의미가 구조적 차원

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정의가 기술되어 있는 양상은 주로

변화에 대한 조직의 준비성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방식과 변화에 대한 준

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기술 방식으로 나누어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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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한 조직의 준비성 내용

변화에 대한 조직의 준비성의 의미
조직의 변화 실행 능력

변화에 대한 조직의 인식, 동화, 적용 능력

변화에 대한 조직의 준비성 구성요소

조직의 변화 경험

장기 비전

사회적․물리적 시스템

기술력

재정

소비자의 준비성

정보 기술 혁신 능력

<표 Ⅱ-3> 변화에 대한 조직의 준비성 정의와 내용

Devereaux 외(2006)는 변화에 대한 조직의 준비성을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

된 변화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준비성을 상당히 포괄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것으로 판단되며 준비성을 일종에 실행될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을 만

한 조직의 능력으로 보았다. 그에 반해 Ingersoll, Kirsch, Merk, and Lightfoot(2000)

는 변화에 대한 조직의 준비성을 ‘변화에 준비되어있는 상태로서 조직의 변화 경험,

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계획 유무, 변화를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물리

적 시스템의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정의함으로써 조금 더 구체적인 준비성의 의

미와 그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밝혔다.

따라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변화에 대한 조직의 준비성은 조직의 변화 실행 능력,

변화에 대한 조직의 인식, 동화, 적용 능력이 있는지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고

(Devereaux 외, 2006, Sen 외, 2006), 이와 달리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준비성을 구성

하는 요소가 조직의 변화 경험, 장기 비전, 사회적, 물리적 시스템, 기술력, 재정, 소비

자의 준비성, 정보 기술 혁신 능력 등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Ingersoll,

Kirsch, Merk, & Lightfoot, 2000; Lee & Cheung, 2004; snyder & Fields, 2006)(<표 Ⅱ-3>

참조).

2) 변화에 대한 개인의 준비성(Individual readiness for change)

(1) 변화에 대한 조직의 준비성과 개인의 준비성의 관계

변화에 대한 조직의 준비성과는 달리, 초기 변화에 대한 개인의 준비성 연구는 인

적자원개발 분야보다는 건강, 심리, 의학적 맥락에서 대다수 진행되었고(Block &

Keller, 1998; Morora 외 1998; Prochaska, Redding, & Evers, 1997) 주로 해로운 건

강 습관을 멈추게 하는 것이나, 긍정적인 습관을 시작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

가 많았다. 이는 준비성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이 생활의 변화와 같은 지극히 개인

적인 삶에서의 변화 준비성으로 바라본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인적자원개발이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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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원관리 연구에서도 변화에 대한 개인의 준비성 연구가 10여 년간 다루어지긴 하

였다. 하지만 인적자원개발이나 조직심리 맥락에서 많은 변화 모델들이 준비성 요소

들을 포함시켰으나 대부분은 준비성 요소에 구체적이고 깊은 연관성을 가지지는 못했다.

이는 조직 변화 연구에 있어 변화에 대한 조직의 준비성과 변화에 대한 개인의 준

비성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한데서 혼선이 생긴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좀 더 거

슬러 올라가면 조직과 개인의 구분에 대한 혼동과 오용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조직개발 분야에서 조직과 개인은 분절된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조직의

수행과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내 개인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개인,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수행과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도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이다. 물론 이때 개인의 수행과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조직 전체의 수

행과 향상으로 이어진다(Gilley, Eggland, & Gilley, 2009). 이는 Swanson &

Holton(2009)이 조직변화는 개인의 변화를 포용하되, 단 조직의 변화 문맥 내에서의

개인의 변화를 껴안는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개인과 조직은

상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모호한 경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변화에 대한 조직의 준비성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조직의 준비성은 거

시적 차원에서 전체 조직의 수행, 성과 향상을 위해서 시도될 변화에 물리적․시스템

적으로 준비되는 것이라 정의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요소(관리자에 한정하긴 했지

만)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변화에 대한 조직의 준비성과 개인의 준비성의 관계를 언급한 Backer(1995)의 연구

에서도, 변화에 대한 개인의 준비성은 변화에 대한 조직의 준비성과 전혀 다른 별개

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는 개인 역시 조직 내에 위치해있고 조직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도 하며 개인의 준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 역시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변화에 대한 개인의 준비성은 한 구성원의 준비

성만을 논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지각 그 이상의 조직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개인의 준비성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변화에 대한 조직

의 준비성의 일부분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조직적․구조적 차원에서 조직의 준비성을 볼 것인지, 조직 내 구성원

의 심리에 초점을 두어 변화에 대한 개인의 준비성을 볼 것인지 관점의 차이에서 기

인하는 것임으로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미시적․거시적 관점을 취해야 할 필

요가 있다.

(2) 변화에 대한 개인의 준비성 정의

개인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정의를 탐색하기 위해 문헌 중 조직 내 구성원에게

초점을 맞춘 변화에 대한 개인의 준비성 정의를 살펴보면 <표 Ⅱ-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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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자 정의

1

Armenakis, 

Harris, & 

Mossholder(1993)

조직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조직이 변화를 실행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졌는지를 고려한 조직 구성원들의 믿음, 태도, 의도

2 Backer(1997)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저항하는데 필요한 실제 행동을 예견하는 마

음의 상태

3
Armenakis, & 

Harris (2002)

조직구성원의 심리 상태에 따른 변화에 대한 준비 또는 지지를 나

타내며, 변화(기술 전이)에 대한 혁신과 능력의 필요를 반영

4

Chonko, Jones, 

Roberts, & 

Dubinsky(2002)

변화 노력을 지지하거나 저항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인지적 전조

(precursor)로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변화하기 위해 조직이 능력

을 가졌는지를 고려한 조직 구성원의 믿음, 태도, 의도

5
cunningham 외 

(2002)

변화를 위한 명백한 필요, 성공적인 변화 수행을 감당할 능력에 대

한 인지(sense), 변화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고려한 것

6

Jones, 

Jimmieson, & 

Griffiths(2005)

조직 변화의 필요에 대해 조직원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지 뿐

만 아니라 변화가 그들 자신과 조직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줄 가능

성이 있다고 믿는지를 의미

7
Madsen, Miller, 

& John(2005)

인지된 요구로 인해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를 믿고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때 개인은 변화에 준비됨

8

Peach, 

Jimmieson, & 

White(2005)

조직 변화의 필요에 대해 조직원들이 긍정적인 과정을 가지는지 뿐

만 아니라 변화가 그들 자신과 조직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줄 가능

성이 있다고 믿는지를 의미

9
Rafferty & 

Simons(2006)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변화하기 위해 조직이 능력을 가졌는지를 

고려한 조직 구성원의 믿음, 태도, 의도

10 Holt 외(2007)

변화 내용, 변화 과정, 조직상황, 개인적 특성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포괄적인 태도

제안된 변화를 수행할 수 있는지, 제안된 변화가 조직에 적합한지, 

조직 리더들은 헌신되어있는지, 제안된 변화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유익한지를 고려한 인식에 영향을 받는 다면적인 개념

11

Bouckenooghe, 

Devos, & 

Broeck(2009)

변화에 대한 준비성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고, 느끼고, 참여하고자 

하는 정도와 개인이나 조직이 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Armenakis, Harris, 

& Mossholder, 1993)

자료: 정진철, 최지원. (2011).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관련 변인의 

인과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3(1), 137-162.

<표 Ⅱ-4> 변화에 대한 개인의 준비성(Individual readiness for change) 정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은 1993년 Armenakis, Harris, & Mossholder가 내린 정의를 중

심으로 2009년 Bouckenooghe, Devos, & Broeck의 정의까지 논의된 것으로 분석된다.

Armenakis 외(1993)는 변화에 대한 개인의 준비성을 조직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조직이 변화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를 고려한 조직 구성원들의 믿음, 태

도, 의도라 정의하였다. 변화를 앞두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현재 그들의 조직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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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표 Ⅱ-4> 

관련 변호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기능 변화 행동(지지 또는 저항)을 예견하는 인지적 전조 2,4,10

준비성의 속성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 2,3,10

믿음, 태도, 의도, 이해 1,4,9,11

<표 II-5>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기능과 속성

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들의 조직이 변

화 실행 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견하면 조직 구성원들

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변화 실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믿으며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면서 변화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행동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는 변화에 준비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속성과 기능에 대해 강조한 정의들도 볼 수 있다.

Backer(1997)는 준비성을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저항하는데 필요한 실제 행동을 예견

하는 마음의 상태로 정의하였고 Holt 외(2007)는 다양한 변인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태도라고 하고 제안된 변화를 수행할 수 있는지, 제안된 변화가 조직에 적합한

지, 조직 리더들은 헌신되어있는지, 제안된 변화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유익한지 등을

고려한 인식에 영향을 받는 다면적인 개념이라고도 정의하였다. 또한 Armenakis &

Harris (2002)는 조직구성원의 심리 상태에 따른 변화에 대한 준비 또는 지지를 나타

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변화에 대한 준비성이란 일종의 개인의 심리 상태를 말하

며, 계획된 변화에 대해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변화에 지지할 준비가 되어있

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준비성의 기능을 강조한 정의들은 주로 예견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을 예견하는 인지적 전조로서의 준비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3) 변화에 대한 인지적 준비성, 정의적 준비성, 의도적 준비성

변화에 대한 개인의 준비성 정의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특징 점은 준비성을 심리적

태도, 또는 신념(belief), 태도(attitude), 의도(intention)라 표현되는 심리적 상태에 대

한 언급에 있다. Backer(1997)는 변화에 대한 준비성을 변화를 받아들이거나 저항하는

데 필요한 실제 행동을 예견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한 것처럼, 변화에 대한 준비성은

일반적으로 변화를 앞둔 개인의 태도를 포괄적으로 나타낸다.

여러 학자들은 인간의 심리상태인 태도의 구성을 인지적 요소(cognitive), 정의적 요

소(emotional), 의도적 요소(intentional)로 나누어 인지적, 정의적, 의도적 요소들이 상

호 연결되어 일정한 조직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대표적으

로 Fishbein & Azjen(1975)의 태도이론 체계에서는 인지적 요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념, 정의적 요소에 해당하는 요소로 태도(태도 이론 체계를 가리키는 태도가 아닌

정의적 차원의 태도), 행동적 요소에 해당되는 것을 의도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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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belief)은 개인의 주관적인 가능성의 인지적 판단을 의미한다. 이때 주관적인

가능성의 판단이란, 변화에 대한 신념과 다른 대상, 가치, 개념, 특성 간의 관계를 의

미한다. 태도(attitude)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긍정적·부정

적 감정적 감정을 말하는데 변화에 대한 믿음이 일단 형성되면, 그것은 일단 ‘좋다’

또는 ‘싫다’의 감정을 수반하게 된다. 이처럼 감정적 요소로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개인의 좋다 또는 나쁘다 하는 평가를 나타내며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정의적

요소로서의 태도(attitude)를 감정(emotion)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의도(intentions)는

앞으로 행동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준비성은 Fishbein & Azjen(1975)의 이론을 토대로 Armenakis

외(1993)가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양상을 개인의 믿음, 감정(태도), 의도로 지칭하였으

며 이는 변화에 대한 준비성 연구 전반에 걸쳐 차용되고 있다(Bouckenooghe, Devos,

& Broeck, 2009; 곽기영, 2006).

계획행동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폭넓게 연구되고 있는 모델로

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체계적인 구조를 제공한다. Sheppard, Hartwick, &

Warshaw(1988)는 계획행동에 대해 행동적 의도와 행동을 잘 예측하고, 행동을 변화

시키기 위해 어디에 전략적 초점을 두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모델

이라고 하기도 했다. 계획행동이론에 따르면 행동은 그 행동을 하려는 의도(intention)

에 의해 결정되고 이러한 의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믿음

(belief)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 태도(attitude)와 의미 있는 준거집단이 갖

고 있는 행동수행에 대한 기대 및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의도에 근거한 주관적 규범

(subjective norm)이라고 보았다(Fishbein & Ajzen, 1975).

이러한 Fishbein & Azjen(1975)의 태도이론을 바탕으로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하위

구성요인인 변화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의도적 차원에서의 준비성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화에 대한 인지적 준비성(cognitive readiness for change)은 ‘무엇을

고려하는가?’ 에 관한 것으로 변화에 대해 조직 구성원들이 지니는 믿음이나 생각이

다. 즉 변화가 무엇인지, 변화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고를 뜻한다. 변화

에 대한 정의적 준비성(emotional readiness for change)은 조직이 도입하려는 구체적

인 변화에 대해 구성원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에 관한 것으로 실행될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 혹은 부정적인 느낌을 말한다. 변화에 대한 의도적 준비성(intentional

readiness for change)은 변화 과정에 있어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 과정에 참여하려는

노력이나 의지를 나타낸다. 실행될 조직변화에 헌신할 의도가 있거나 변화에 노력을

기할 의사가 있는 지를 반영한 심리 상태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변화에 대한

의도적 준비성을 변화에 대한 참여적 준비성으로 바꾸어 의미의 전달을 더욱 명확하

게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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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한 준비성 내용

변화에 대한 인지적 준비성

(cognitive readiness for change)

‘무엇을 고려하는가’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에 대해 갖는 인식

변화에 대한 정의적 준비성

(emotional readiness for change)

‘어떻게 느끼는가’

변화에 대해 조직구성원들이 갖는 긍정적․부정적 느낌

변화에 대한 참여적 준비성

(intentional readiness for change)

‘변화할 의향이 있는가’

변화 과정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아닌지를 나타

내는 의향

자료: 정진철, 최지원. (2011).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관련 변인의 인과분

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3(1), 137-162.

<표 Ⅱ-6>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하위 구성

연구자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Clark(2003)

적절성 (appropriateness)

개인적 유익성 (personal valence)

경영진의 지원 (management support)

참여 (participation)

의사소통 풍토 (communication climate)

정보의 질 (quality of information)

혁신성 (innovativeness)

인지된 조직의 지원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현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

(discrepancy)

임원진의 지지 (principal support)

긍정적인 성향 (positive affect)

자기효능감 (efficacy)

<표 Ⅱ-7>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그러나 대부분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인지적 준비성, 정의적

준비성, 참여적 준비성을 대등하게 바라보고 연구되어왔다. 즉 3가지 준비성에 대해서

시간태의 개념을 적용하기 보다는 인지적, 감정적, 의도적 준비성의 단순한 집합체로

서의 태도를 다룬 것이다. 하지만 Fishbein & Ajzen(1975)이 제시한 계획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은 인지적 준비성, 정의적 준비성, 참여적 준비성

이 전제하는 신념, 감정, 참여의 관계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2. 변화에 대한 준비성 관련 변인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표 Ⅱ-7>과 같다. 일반

적으로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는 변인은 조직 자체의 특성

(조직 내적 상황),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의 특성(변화 과정), 변화 자체의 속성(변화

내용), 개인적 특성(Holt 외, 2007)로 나누어진다. 이 중 특히 조직 자체의 특성과 변

화가 일어나는 상황의 특성은 각각의 연구자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

경영진에 대한 신뢰, 절차적 공정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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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os, Buelens 

& Boucknooghe

(2007)

상황의 위협성

(threatening character of situation)

참여(participation)

임원진에 대한 신뢰

(trust in executive management)

관리자에 대한 신뢰

(trust in the supervisor)

변화의 역사 (history of change)

내재적 통제 소재

(locus of control)

Holt, Armenakis, 

Feild, & 

Harris(2007)

조직적 유익성(organizational valence)

경영진의 지원 (management support)

현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

(discrepancy)

변화에 대한 효능감(change-efficacy)

개인적 유익성 (personal valence)

Bouckenooghe & 

Devos(2007)

경영진의 지원  

(management support)

참여(participation)

최고 경영진에 대한 신뢰

(trust in top management)

변화의 역사 (history of change)

Bouckenooghe, 

Devos, & 

Brueck(2009)

변화에 대한 소통의 질

(quality of change communication)

최고 경영진의 변화에 대한 태도

(attitude of top management

toward organizational change)

관리자의 지원 

(support by supervisor)

리더에 대한 신뢰 

(trust in leadership)

결속력(cohesion)

정치성(politicking)

참여(participation)

Rafferty & 

Simons(2005)

참여(participation)

시스템적 지원

(systems and logistics support)

조직의 지원에 대한 인지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중간관리자에 대한 신뢰

(trust in senior leadership)

동료에 대한 신뢰

유연한 정책과 절차

(flexible policies & procedures)

자기효능감

McClusky(1990)

Hanpachern, 

Morgan, & 

Griego(1998)

삶의 여유 (Margin in life)

Wanberg & 

Banas(2000)

변화에 대한 정보의 수용

(receipt of information about

change)

변화 과정에서의 참여

통제에 대한 인식(perceived control)

자아 존중감

낙관주의

변화에 대한 자기 효능감

Miller, Johnson, 

& Grau(1994)

변화에 대한 고급 정보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
성취에 대한 열망

Cunningham, 

Woodward, 

Shannon, 

Maclntosh, 

Lendrum, 

Rosenbloom, & 

Brown(2002)

일과 관계된 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

적인 태도

직무에 대한 자기효능감

(higher job-change self-efficacy)

권한을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지

위(active position with more 

control over challenging jobs)

Chawla & 

Kelloway(2004)

참여

절차적 공정성

커뮤니케이션

직무안정성



산업교육연구 The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제30호

- 38 -

1) 절차적 공정성

조직 변화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은 피할 수 없는 이슈가 되었다(Kilbourne 외,

1996). 일반적으로 조직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은 조직에 대한

신뢰와 몰입을 증가시키며 이는 자연스레 조직 변화의 성공으로 귀결된다는 연구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Folger & Konovsky, 1989). 이는 역으로 조직의 공정성이 낮다

면 조직 구성원의 저항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게 한다.

조직의 공정성은 크게 분배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상호작용적 공정성으로 유형

을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분배적 공정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직의 공정성과 동일

하게 여겨질 만큼 세 유형 중 가장 많은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배적 공정성은 실제 성과가 결정되기까지 과정과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한계에 직

면하게 되었고(Folger, 1987; Grrenberg, 1987)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었다(Leventhal, 1980).

Chawla & Kelloway(2004)는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있어 특히 절차적 공정성을 연

구한 바 있다. 그들은 조직구성원이 변화에 대한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절차

적 공정성에 대해 인식할 것이라 보았고, 연구 결과 역시 조직의 절차적 공정성은 변

화에 대한 준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절차적 공정

성은 결과가 중시되는 현 환경에서 결과가 만들어져가는 과정 자체도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Lind & Tyler(1988)는 조직의 변화에 있어 결과의 양과

질 보다는 결과 도출 과정과 절차가 더 중요한 것이라 보았다.

과정에 대한 강조와, 의사결정상에 있어서의 합리적, 윤리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는

절차적 공정성은 조직 구성원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변화에 대한 준

비성에 기여하게 된다. Leventhal(1980)은 구조적 측면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공정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서 조직 구성원들을 참여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직이 절차적으로 공정하다는 것은 경영진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고(박철민, 김대원, 2003), Folger & Konovsky(1989)의 연구에서도 절차적 공정성

이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주장하였다.

절차적 공정성과 참여의 매개 효과는 Beugre(1998)의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특

히 변화 상황에서 조직구성원들에게 가해지는 개입 중 참여는 조직의 공정성을 강화

하는 주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Kilbourne 외, 1996).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의 분석을 통해 절차적 공정성은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도출

되었고 또한 절차적 공정성과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관계에서 참여가 매개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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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변화 과정에 있어 조직 구성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변화를 성공적

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한다. 이는 참여의 기회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들의 의견을 일관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는 것이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조직 몰

입, 성과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Greenberg, 1987). 또한 참여함으로써 조

직 구성원이 심리적으로 조직에 대한 주인의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

다(Dirks, Cummings, & Pierce, 1996). 이와 같이 참여가 현장에 있는 기업에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고 자리매김한 데는 1948년 Coch & French(1948)의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Coch와 French는 pajama 공장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왜 변화에 저항하는

가에 대한 물음에 해답을 얻기 위해 구성원들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험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구성원들이 변화에 저항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구분

하는 주된 변인은 참여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특히 Coch와 French는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조직 구성원들이 더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변화 관리

자들이 구성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더 주어야 함을 피력했다.

이러한 Coch와 French의 연구는 1957년 Jacobson의 재해석으로 인해 단순히 저항

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변인으로서의 참여가 아닌,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서의 참여로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Jacobson은 Coch와 French의 연구

가 구성원의 저항을 넘어 변화를 받아들이고 추구하는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있는 연

구라고 재해석했다. 이러한 재해석의 배경에는 Coch와 French가 사용한 연구 방법에

있었고 그들의 방법은 단순히 저항을 막는 방편이 아닌 구성원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

과 환경의 심각성을 스스로 지각하게 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준비성)을 조정하는 방

법임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변화에 대한 저항 영역의 연구에서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영역에서 새롭게 해석된 초기 연구는 급물살을 타게 되어 이후 참여가 변화

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는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일례로 Kotter & Schlesinger(1979), McNabb & Sepic(1995)은 변화에 대한 수용성

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변화 관리자들이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

고 그들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

로 Reichers, Wanous, & Austin(1997)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으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 과정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의견이 수용되고 존중되고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참여와 경영진에 대한 신뢰의 관계는 Sachs(1994)의 연구에서 나타나는데 그는 변

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생각되면 경영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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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연구는 경영진에 대한 신뢰의 연구에서 빈번

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3) 경영진에 대한 신뢰

Folger & Konovsky(1989)에 따르면 조직에서의 변화는 신뢰가 전제되어 수행될 때

조직 구성원들의 저항이 감소하고 변화를 수용하게 되며, 변화에 몰입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조직에서의 신뢰가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흔히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경영진과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로운 관계를 쌓는 것

이 곧 성공적인 변화의 기초라고 인식될 정도로 조직구성원들이 경영진을 신뢰하는

것은 필수적인 변인으로 여겨진다(Gomez & Rosen, 2001). Oreg(2996)는 경영진에 대

한 신뢰는 유일하게 인지적 ,정의적, 의도적 태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보았고, 조

직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경우 조직 구성원들의 불안감과 실망감이 커져 궁극

적으로 조직 변화에 기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은 경영진들이 기꺼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변화를 실행하는 데 있어 경영진을 신뢰하는 것이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

을 미칠 것이라 분석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절차적 공정성,

참여 및 경영진에 대한 신뢰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

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은 변화에 대한 준비성, 절차적 공정성, 참여, 경영진에 대

한 신뢰이며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주요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토

대로 [그림 III-1]과 같은 인과적 관계에 대한 가설적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

형에 따르면 기업체 종사자의 절차적 공정성, 참여, 경영진에 대한 신뢰는 변화에 대

한 준비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참여는 절차적 공정성과 경영진에 대

한 신뢰를 매개로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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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관련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가설적 모형

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기업체 종사자 전체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

는 구조방정식의 추정법인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의 경우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표본의 크기가 150~400이다(이학식, 임지훈,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

수율 및 불성실 응답 자료를 고려하여 700명을 표본의 크기로 설정하였다.

3. 조사도구

1) 조사도구 초안 개발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도구개발에

앞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문항을 개발하고, 전문가 검토, 예비조사를 통한 내적일치

도 분석 과정을 거쳐 도구를 완성하였다. 일반적인 표준화 검사도구 개발 과정에서

의미하는 구인화 단계의 목적은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구인개념을 표현하는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행동유형을 파악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이후 구체적인 검

사개발의 지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이순묵, 이봉건,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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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화에 대한 준비성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개념적 구인은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조작적 정의를 기초로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를 탐색한 결과

변화에 대한 준비성은 변화에 대한 인지적 준비성(cognitive readiness for change),

변화에 대한 정의적 준비성(emotional readiness for change), 변화에 대한 의도적 준

비성(intentional readiness for change)로 구인화되어 있었다. 이는 Fishbein &

Azjen(1975)의 태도이론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Armenakis(1993), Devos, Buelens &

Boucknooghe(2007)가 구인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변화에 대한 인지적 준비성, 변화에 대한 정의적 준비성, 변화에 대

한 참여적 준비성(의미상의 난점으로 의도적 준비성을 참여적 준비성으로 수정)을 변

화에 대한 준비성을 구인화하였고, 이에 대한 측정도구의 개발을 수행하였다.

측정도구 개발에 있어 Armenakis(1993)와 Devos, Buelens & Boucknooghe(2007)의

조사도구 pool을 모아 분석하였다. 또한 문항을 수집하지는 않았지만 변화에 대한 준

비성 연구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1차 측정도구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 하위 구인마다 5개의 문항을 개발하였고 진단도구의 반응

양식은 선행연구의 반응양식을 참고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평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 절차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의 개념적 구인은 절차적 공정성의 개념적 정의를 기초로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를 탐색한 결과 절차적 공정성은 단일 개념으로

측정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정성 이론은 분배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

성, 상호작용적 공정성로 구인화 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변화 과정에 있어 조직

구성원들이 인식한 공정성을 말하며, 특히 변화 과정에서 변화가 실행되는 방식, 방법

이 공정한가를 의미함으로 절차적 공정성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절차적 공정성의 경우 1개의 단일 구인으로 설정하였고 측정도구 개발에 있어

Chawla & Kelloway(2004)의 문헌을 참고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문항을 수집

하지는 않앟지만 절차적 공정성 연구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1차 측정도구 초안을 작

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4개의 절차적 공정성 문항을 개발하였고 진단도구의 반응양

식은 선행연구의 반응양식을 참고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평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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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개념적 구인은 참여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기초로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를 탐색한 결과 조직 상황에서의 참여는 의사결정에서의 참여와

조직 변화 과정에서의 참여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참여

의 2가지 양상은 참여의 하위 구인이 아닌 유형이라고 판단하게 되어 이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었고 따라서 참여를 단일 변인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측정도구 개발에 있어 Bouckenooghe, Devos & Broeck(2009), Clark(2003)의 조사

도구 pool을 모아 분석하였다. 또한 문항을 수집하지는 않았지만 경영진에 대한 신뢰

연구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1차 측정도구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4개의

참여 문항을 개발하였고 진단도구의 반응양식은 선행연구의 반응양식을 참고하여 전

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

(5)의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평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4) 경영진에 대한 신뢰

경영진에 대한 신뢰의 개념적 구인은 경영진에 대한 신뢰의 개념적 정의를 기초로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를 탐색한 결과 조직 상황에서의 신뢰

가 경영진에 대한 신뢰, 중간관리자에 대한 신뢰, 직속 상사에 대한 신뢰 등 다양한

신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신뢰의 개념이 신뢰의 하위 구인이

아닌 유형이라고 판단하게 되어, 이 연구에서는 조직에서의 신뢰 중 경영진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맞추었고 따라서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단일 변인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측정도구 개발에 있어 Armenakis 외(2007), Bouckenooghe, Devos & Broeck(2009),

Holt 외(2007)의 조사도구 pool을 모아 분석하였다. 또한 문항을 수집하지는 않았지만

경영진에 대한 신뢰 연구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1차 측정도구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4개의 경영진에 대한 신뢰 문항을 개발하였고 진단도구의 반응양식은

선행연구의 반응양식을 참고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

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평정할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2) 내용 타당도 검증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한 예비문항이 실제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측정하기에 타

당한지를 검토하였다. 내용타당도 검토는 산업교육 전공 박사 학위 취득자 중 기업체

인력개발담당자 2인, 평가전문가 3인을 통해 개발된 문항이 적합한지, 내용이 이해하

기 쉽고 명확한지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예비문항을 수정하고,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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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명 문항번호 문항 수

종속변인

변화에 대한 준비성 Ⅲ-1~13 13

  변화에 대한 인지적 준비성 Ⅲ-1~4 4

  변화에 대한 정의적 준비성 Ⅲ-5~9 5

  변화에 대한 참여적 준비성 Ⅲ-9~13 4

독립변인 참여 Ⅰ-1~4 4

매개변인
절차적 공정성 Ⅰ-5~8 4

경영진에 대한 신뢰 Ⅱ-1~3 3

인구통계학적 변인 기업유형, 학력, 근속년수, 성별 Ⅳ-1~4 4

<표 III-2> 조사도구의 구성

조사를 시행하기 전 기업체 인력개발담당자 1명의 검토를 추가적으로 거친 후 예비조

사용 최종 문항을 작성하였다.

3) 예비조사와 본조사

예비조사는 기업체 연수원 1곳의 기업체 종사자 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변화

에 대한 준비성 15문항, 절차적 공정성 4문항, 참여 4문항, 경영진에 대한 신뢰 4문항

의 합인 총 27문항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지한 결과 각각의 내적 일치도는 절차적 공

정성은 .788, 참여는 .728, 경영진에 대한 신뢰는 .640, 변화에 대한 인지적 준비성은

.763, 변화에 대한 정의적 준비성은 .774, 변화에 대한 참여적 준비성은 .775로 나타났

다. 이때 문항이 제거될 경우 신뢰도가 증가하는 문항이 3개가 있었고 연구자는 선행

연구,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항을 제거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된 문항을 통해 최종적으로 24개의 문항이 개발되었고 인구통계

학적 문항 4개를 추가하여 총 28개의 문항이 본조사에 사용되었다.

4.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10년 10월 5일부터 2010년 10월 10일까지 우편과 이메일,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을 위해 8개의 기업의 근

로자 1명을 협력자로 섭외하고, 협력자당 설문 가능한 인원을 파악하여 15-70명씩 조

사하였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원 개개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

였다. 또한 구글(google)에서 제공하는 설문 양식을 활용하여 SNS를 통해 조사를 실

시하였다. 이중 우편과 이메일을 실시하여 회수된 339부 중 불성실 응답 29개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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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기업유형

공기업 74 20.6

사기업 282 78.3

결측값 4 1.1

계 360 100.00

성별

남성 256 71.1

여성 100 27.8

결측값 4 1.1

계 360 10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16 4.4

대학교 졸업 263 73.1

대학원 졸업(석사) 71 19.7

대학원 졸업(박사) 4 1.1

결측값 6 1.7

계 360 100.00

근속년수

0~5년 178 49.4

6~10년 77 21.4

11~15년 61 16.9

16년~20년 30 8.3

20년 이상 11 3.1

결측값 3 0.8

계 360 100.00

<표 Ⅲ-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한 310부, SNS를 통해 응답한 68부 중 불성실 응답 18부를 제외한 50부를 합해 총

360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3>과 같다. 응답자들이 개인 정보에 대하여 응

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목별로 결측값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5.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 SPSS 18.0과 AMOS 7.0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이 연

구에서 적용한 통계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구조분석을 위해 모수 추정법은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고 변인 간의 가설적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비추어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 근사치 오차평균 제곱근(RMSEA: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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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반응가능범위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5점 환산 평균

참여 4-20 4 19 3.226 2.71

절차적 공정성 4-20 4 19 2.699 2.87

경영진에 대한 신뢰 3-15 3 15 2.212 3.07

변화에 

대한 

준비성

변화에 대한 인지적 준비성 4-20 8 20 2.106 3.78

변화에 대한 정의적 준비성 5-25 10 25 2.830 3.63

변화에 대한 참여적 준비성 4-20 8 20 2.345 3.75

<표 Ⅳ-1> 변인의 기술 통계량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적합지수(GFI: goodness of fit index), 조정적

합지수(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표준적합지수(NFI: normed fit index),

비교적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 증분적합지수(IFI: incremental fit index),

간명표준적합지수(PNFI: parsimonious normed of ift index)를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관찰변인의 일반적 특성

1) 관찰변인의 수준

연구대상인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절차적 공정성, 참여 및 경영진

에 대한 신뢰에 대한 기술 통계를 측정하였다. 관찰 변인의 기술적 통계를 산출한 결

과 변화에 대한 준비성 변인의 수준의 경우 5점 환산 평균에서 인지적 준비성은 3.78,

정의적 준비성은 3.63, 참여적 준비성은 3.75로 나타나 변화에 대한 준비성이 이론적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참여 변인의 수준의 경우 5점 환산 평균에서 2.71로 이론적 평

균인 보통보다 다소 낮았고 절차적 공정성 역시 2.87로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

다. 경영진에 대한 신뢰 변인 수준의 경우 5점 환산 평균에서 3.07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Ⅳ-1> 참조).

2) 변인 간 상관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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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왜도 첨도

지수 c.r 지수 c.r

참여 -.082 -.634 -.596 -2.308

절차적 공정성 -.028 -.216 .144 .556

<표 Ⅳ-3> 관찰변인의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검사 결과

변인 1 2 3 4 5 6

1 참여 -

2. 절차적 공정성 .686** -

3. 경영진에 대한 신뢰 .603** .714** -

변 화 에 

대한 준

비성

4. 변화에 대한 인지적 준비성 .166** .106* .161** -

5. 변화에 대한 정의적 준비성 .258** .188** .251** .660** -

6. 변화에 대한 참여적 준비성 .204** .131* .214** .654** .802** -

주: n=360, **p<.01, *p<.05

<표 Ⅳ-2> 변인 간 상관행렬

관찰변인 간의 상관관계 행렬을 검증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관찰 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106~.802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변인이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관찰변인의 정규성 분석

관찰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 확인요인분석모형을 통한 일변량 정규

성(uni-variate normality)과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분석한 결과는

<표>와 같다. 일변량 정규성은 관찰변인의 분포에 초점을 두며, 왜도(skeweness)와

첨도(kurtosis)를 통해 판단한다. 왜도와 첨도에 따른 기각률(critical ration; c.r.)이 나

타나는데, 이는 검증통계량과 같으며 절대 값이 1.96 이상일 경우 유의수준 5%에서,

절대 값이 2.58이상일 경우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을 뜻한다. 특정 관측변인의 왜도

또는 첨도가 단일변량 정규성에 어긋날 때, 유의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왜도와 첨도의 유의성은 민감하기 때문에 검증통계량보다는 왜도나 첨도의

값 자체로 판단하게 된다(김대업, 2008). 이 연구에서는 6개 관찰변인의 왜도 절대 값

이 최소 0.008, 최대 0.180이며 첨도 절대 값이 최소 0.011, 최대 0.596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왜도 절대 값이 3.0, 첨도 절대 값이 8.0 보다 크면 극단적인 값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이 1 미만의 수준으로 약한 비정규성을

띠게 되어 단일변량 정규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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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에 대한 신뢰 .055 .428 .175 .676

변화에 

대한 

준비성

변화에 대한 인지적 준비성 -.172 -1.335 .094 .362

변화에 대한 정의적 준비성 .180 1.394 -.129 -.499

변화에 대한 참여적 준비성 -.008 -.064 .011 .041

다변량 정규성 4.584 4.439

구분 판단기준 측정값 해석

절대적합지수

   P> .05 3.992(df=6, p=0.678) 적합

   RMSEA < .08 .000 적합

   GFI > .90 .996 적합

   AGFI > .85 .987 적합

증분적합지수

   NFI > .90 .996 적합

   RFI >.90 .991 적합

<표 Ⅳ-4>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

가설 1.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절차적 공정성, 참여 및 경영진에 대한 신뢰

의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실증 자료 예측에 잘 부합할 것이다.

2.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분석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절차적 공정성, 참여 및 경영진에 대한 신

뢰간의 가설적 모델은 주어진 경험 자료 예측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적

인과모형이 실제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적합도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 GFI, AGFI, RMSEA, NFI, CFI, IFI, PNFI 등 8개의 적합도 지

수를 사용하였으며, 측정값은 <표 Ⅳ-4>와 같다. 먼저 카이자승값()은 3.992(df=6,

p=0.678)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카이자승값()은 표본 크기에 매

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 중 적합도 지수(GFI) 0.996, 조정적합지수

(AGFI) 0.987, 근사치 오차 평균 제곱근(RMSEA) 0.000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초 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증분적합지수인 표준적합지

수(NFI) 0.996, 비교적합지수(CFI) 1.000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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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I > .90 1.000 적합

간명적합지수

   PNFI > .60 .399 부적합

가설 2-1. 기업체 종사자의 참여는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

이다.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β)

표준

오차
C.R

참여 → 변화에 대한 준비성 .100 .209 .036 2.764**

경영진에 대한 신뢰 → 변화에 대한 준비성 .111 .217 .040 2.758**

절차적 공정성 → 변화에 대한 준비성 -.070 -.122 .049 -1.428

       절차적 공정성 → 참여    .819 .686 .046 17.850***

절차적 공정성 → 경영진 신뢰 .628 .567 .055 11.414***

참여 → 경영진에 대한 신뢰 .199 .214 .046 4.322***

<표 Ⅳ-5> 변인 간 영향관계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간명적합지수는 여러 개의 경쟁모형들이 있는 경우 적합도와 간결성을

고려하여 더 나은 모형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수를 말하며, 이 중 PNFI는 간결적

합지수들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PNFI는 적합도 판단 기준

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설정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간명적합지수인

PNFI를 제외하고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의 가설인‘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절차적 공정성, 참여 및 경영진에 대한 신뢰의 가설적 인과모

형의 적합도는 실증 자료 예측에 잘 부합할 것이다.’가 채택되었다.

3. 절차적 공정성, 참여, 경영진에 대한 신뢰, 변화에 대한 준비성

의 영향관계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절차적 공정성, 참여 및 경영진에 대한 신

뢰 변인이 정적인 직접적 영향관계를 가졌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의 완전 표준화추정치와 C.R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가설별로 검증한 결과는 <표 Ⅳ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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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2. 기업체 종사자의 경영진에 대한 신뢰는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정적인 영향을 직접

적으로 미칠 것이다.

가설 2-3. 기업체 종사자의 절차적 공정성은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

로 미칠 것이다. 

가설 2-4. 기업체 종사자의 절차적 공정성은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가설 2-5. 기업체 종사자의 참여는 경영진에 대한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가설 2-6. 기업체 종사자의 절차적 공정성은 경영진에 대한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

로 미칠 것이다.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의 경로계수 β는 .209이

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체 종사자의 참여는 변화에 대

한 준비성에 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대한 경영진의 신뢰 경로계수 β는

0.217(p<.05)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체 종사자의 경

영진에 대한 신뢰는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대한 참여의 경로계수 β는 -.122이며,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체 종사자의 절차적 공정성은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기업체 종사자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참여의 경로계수 β는 0.686(p<.001)이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체 종사자의 참여는 절차적 공정성

에 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기업체 종사자의 경영진에 대한 신뢰에 대한 참여의 경로계수 β는 0.214(p<.001)이

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체 종사자의 참여는 경영진에

대한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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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종사자의 경영진에 대한 신뢰에 대한 참여의 경로계수 β는 0.567(p<.001)이

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체 종사자의 참여는 경영진에

대한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그림 Ⅳ-1]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관련 변인의 가설적 모형 검증 결과
주 : 1)은 고정변인으로 통계적 검증 불가능

결론적으로,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절차적 공정성, 참여 및 경영진

에 대한 신뢰 간의 인과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Ⅳ-1]과 같다.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의 경로계수 β는 -0.12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대한 경영진에 대한 신뢰의 경

로계수 β는 0.217, 참여의 경로계수 β는 0.209로 나타났으며, 이는 p 수준 0.05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참여의 매개 효과 분석

경로모형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변인들에 대하여 해당 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은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를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산출하여 판단한다. 직접효과는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며, 간접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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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독립변인 → 매개변인 절차적 공정성 → 참여  .686* - .686*

매개변인 → 종속변인 참여 → 변화에 대한 준비성 .209* - .256*

독립변인 → 종속변인
절차적 공정성 → 변화에 대한 

준비성
-.122 .143* .021*

*p<0.05

<표 Ⅳ-6> 참여의 매개 효과 분석

가설 3. 기업체 종사자의 절차적 공정성은 참여를 매개로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정적인 영향

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두 변인들 간의 효과가 다른 변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총 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으로 효과 분해는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로 분해하는 것이다(배병렬, 2009). 매개효과에 대한 판단은 우선 독립변인이 종속변

인에 대하여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올 경우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간접

효과만 유의하게 나올 경우 완전매개를 의미하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동시에 유

의하게 나타나면 부분매개를 의미한다(이진화, 2009). 각 매개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은 AMOS에서 제공하는 Bootstrap 방법을 활용하였다.

절차적 공정성과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관계에서 참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절차적 공정성과 참여, 참여와 변화에 대한 준비성, 절차적 공정성과 변화에 대한 준

비성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기업체 종사자의 절차적 공정성이 참여를 통해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

는 간접 효과는 0.143(0.686X0.206)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체 종사자의 절차적 공정성과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관계에서 참여의 매

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5. 경영진에 대한 신뢰의 매개 효과 분석

기업체 종사자의 참여와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관계에서 경영진에 대한 신뢰의 매

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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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독립변인 → 매개변인 절차적 공정성 → 경영진에 대한 신뢰 .567* - .714*

매개변인 → 종속변인
경영진에 대한 신뢰 → 변화에 대한 

준비성
.217* - .217*

독립변인 → 종속변인 절차적 공정성 → 변화에 대한 준비성 -.122 .123* .001*

*p<0.05

<표 Ⅳ-7> 경영진에 대한 신뢰의 매개 효과 분석

가설 4. 기업체 종사자의 절차적 공정성은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변화에 대한 준비성

에 정적인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기업체 종사자의 절차적 공정성이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통해 변화에 대한 준비성

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는 0.123(0.567X0.217)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체 종사자의 절차적 공정성과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관

계에서 경영진에 대한 신뢰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는 채택되었다.

6.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1)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 절차적 공정성, 참여 및 경영진

에 대한 신뢰 수준에 관한 논의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절차적 공정성, 참여 및 경영진에 대한 신

뢰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은 인지적 준비성 3.78,

정의적 준비성 3.63, 참여적 준비성 3.75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Bouckenooghe, Devos, & Van den Broeck(2009)의 연구에서는 기업체 종사자의 인지

적 준비성이 3.45, 정의적 준비성이 3.63, 참여적 준비성이 4.18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인 실행을 야기하는 참여적 준비성에 있어

서 우리나라 기업체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변화에 대한 준비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

단된다. 즉 급속한 환경의 변화 상황에서 조직의 변화가 일촉즉발로 일어난다는 점에

서 조직 내 구성원이 언제든 변화에 준비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체 종사자가 인식하는 조직의 절차적 공정성은 2.69로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경영진에 대한 신뢰는 3.07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변화 과정에서의 참여는 2.71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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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우리나라 기업체 종사자가 인식하는 조직의 절차적 공정성과 참여는 평

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경영진에 대한 신뢰와 변화에 대한 준비성은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 절차적 공정성, 경영진에 대한

신뢰, 참여의 관계에 관한 논의

기업체 종사자의 절차적 공정성과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관계에서 참여는 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진에 대한 신뢰 역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Beugre(1998)와 Sachs(1994)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

지만 절차적 공정성과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절차적 공정성은 매개효과를 통해서만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변화 실행 과정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더라도, 정

작 조직 구성원에게 변화에 대해 의사를 개진하거나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참여가 매

개되지 않으면 변화에 대한 준비성이 향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동적인 조

직 변화에 있어 참여가 심리적 불안과 불확실성을 잠재우면서도, 조직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성공적인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생각할 수 있다.

절차적 공정성이 참여를 매개로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더불어

참여는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에

참여하게 되면 경영진을 더 신뢰하게 되며 이는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경영진을 신뢰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절차적 공정성과 참여, 경영진에 대한 신뢰의 상관관계는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절차적 공정성과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관계에서 윤리적, 신뢰적인 요소

로 선정된 참여와 경영진에 대한 신뢰는 변화에 대한 준비성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

된다. 이는 한국적 상황에서 조직이 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

로 공정하게 변화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

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그들로부터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기반 되어야 변

화에 대한 준비성을 형성하여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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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첫째, 기업체 종사자의 절차적 공정성은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체 종사자가 과거에 조직이 변화를 공정하게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적으로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는 곧 절차적 공정성이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환경적 기반이

되는 매개 변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기업체 종사자의 참여는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업체 종사자가 과거에 변화 과정에 참여한 기억이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급속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업체

종사자들이 더욱 더 미래의 변화를 잘 수용하기 위해서는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의

변화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체 종사자의 경영진에 대한 신뢰는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체 종사자가 당면해 있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경영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긍정적일 수록 변화에 더 잘 준비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경영진들은 계획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

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체 종사자의 절차적 공정성과 변화에 대한 준비성의 관계에서 참여와 경

영진에 대한 신뢰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체 종사자의 절차적

공정성이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기업체 종사자들에게 변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매개되

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직은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

또한 선행되어야 하며, 참여와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2. 제언

첫째,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는 추가적인 변수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설정하여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절차적 공정성, 참여, 경영

진에 대한 신뢰의 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참여와 변화에 대한 준비성, 경영

진에 대한 신뢰와 변화에 대한 준비성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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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과거 인식의 바탕과 현재의 인식을 조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

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실제 변인들 간의 시간 차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의 성공적인

선행 변인의 존재에 따라 변화에 대한 준비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시간 차의

개념이 포함된 종단 모형의 연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횡단 시점의 상황

에서 변화에 대한 준비성을 높일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해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철민, 김대원. (2003). 조직공정성이 상관신뢰와 공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

정학보, 37(4), 125-145.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정진철, 최지원. (2011).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관련 변인의 인과분

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3(1), 137-162.

Armenakis, A. A., Harris, S. G., & Feild, H. S. (1999). Making change

permanent: A model for institutionalizing change interventions. In W. A. Pasmore

& R. W. Woodman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change and development

(Vol. 12, pp. 97-128). New York: JAI.

Armenakis, A. A., Harris, S. G., & Mossholder, K. W. (1993). Creating readiness

for organizational change. Human Relations, 46(6), 681-703.

Applebaum, E., & Batt, R. (1993). The new American workpla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Backer, T. E. (1995). Assessing and enhancing readiness for change: Implications

for technology. transfer. In T. E. Backer, S. L. David, & G. Soucy (Eds.),

Reviewing the behavioral science knowledge. base on technology transfer (pp. 21–

1). Rockville, MD: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Beer, M., & Nohria, N. (2000). Breaking the code of chang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eugre, C. D. (1998). Implementing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the role of

organizational justic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4(3), 347-360.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절차적 공정성, 참여 및 경영진에 대한 신뢰의 관계

- 57 -

Bordia, P., Hobman, E., Jones, E., Gallois, C., & Callan, V. J. (2004). Uncertainty

during organizational change: Types, consequences and management strategies.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18, 507–532.

Cawley, L., Keeping, B. & Levy, P. (1998). Participation in the performance

appraisal process and employee reactions: a meta analytic review of field

investig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4), 615-633.

Cummings, T. G., & Worley, C. G. (2005). Organizational development and

change. Madison, WI: Thomson South-Western

Dirks. K. T., Cummings. L. L. & Pierce. J. L. (1996). Psychological ownership in

organizations: Conditions under which individuals promote and resist change.

Research in Organizational Change and Development, 9, 1-23.

Folger, R. & Konovsky, M. A. (1989). Effect of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on reactions to pay raise decis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2,

115-130.

Greenberg, J. (1987). A taxonomy of organizational justice theori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2(1), 9-22.

Hanpachern, C., Morgan, G. A. & Griego, O. V. (1998). An extension of the

theory of margin: A framework for assessing readiness for change.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9 (4), 339-350.

Holt, D. T., Armenakis, A. A., Harris, S. G., & Feild, H. S. (2007). Toward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readiness for change: A review of research and

instrumentation. Research in Organizational Change and Development, 16, 289-336.

Jacobson, E. H. (1957). The effect of changing industrial method and automation

on personnel.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n preventive and social

psychology, Washington, DC.

Judson, A. (1991). Changing behavior in organizations: Minimizing resistance to

change. Cambridge, MA: Blackwell.

Kiefer, T. (2005). Feeling bad: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negative

emotions in ongoing chang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 875–897.

Kilbourne, L. M., O'Leary-Kelly, A. M. & Williams, S. D. (1996). Employee

perceptions of fairness when human resource systems change: the case of

employee layoff. in Woodman, R. W. and Pasmore, W.A.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Change and Development, Vol. 9, JAI Press, Greenwich, CT,

pp.49-80.

Kim. W. C., & Mauborgne, R. A. (1997). Fair process: Managing in the



산업교육연구 The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제30호

- 58 -

knowledge economy. Harvard Business Review, 75(4), 65-75.

Kotter, J. P., & Schlesinger, L. A. (1979). Choosing strategies for change.

Harvard Business Review, 57, 106-114.

Leventhal, G.S.(1980), What should be done with equity theory ?. In K.G.

Gergen, M.S. Greenberg and R.H.Willis (Eds.), Social exchange :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27-55, New York : Plenum Press.

Lind, E. A. & Tyler, T. R. (1988). The Social Psychology of Procedural Justice.

Plenum Press, New York.

Locke, E. A., Schweiger, D. M., & Latham, G. P. (1986).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When should it be used? Organizational Dynamics, 14(3), 65-79.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McNabb, D. E., & Sepic, F. T. (1995). Culture, climate, and total quality

management: Measuring readiness for change. Public Productivity and Management

Review, 18, 369-386.

Reichers, A. E., Wanous, J. P., & Austin, J. T. (1997). Understanding and

managing cynicism about organizational chang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1, 48-59.

Shashkin, M. (1984). A guide to participative management. The 1984 Annual:

Developing Human Resources, 13, 227-241.

Tyler, T. R. (1987). Conditions leading to value-expressive effects in judgement

of procedural justice: a test of four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2), 91-115.

Thibaut, J., & Walker,L.(1975). Procedural justice : A psychological analysis.

Hillsdale,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 최초 접수일 : 2015년 1월 15일

■ 논문 심사일 :

- 1차 외부심사일 : 2015년 2월 9일 ~ 2월 16일

- 2차 편집위심사일 : 2015년 2월 23일

■ 게재확정일 : 2015년 2월 25일



기업체 종사자의 변화에 대한 준비성과 절차적 공정성, 참여 및 경영진에 대한 신뢰의 관계

- 59 -

Abstract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Readiness for Change,

Procedural Justice, Participation and Trust in Management of

Conglomerates Employees in Korea

Jinchul Jeong․Jiwon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readiness for change, procedural justice, participation and trust in management of

corporate employees in Korea. The population for this study was corporate

employees in Korea. A total of 407 out of 700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of

which 360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rocedural justice had not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readiness for

change. No matter how organizational change had proceeded with justice,

procedural justice itself does not affect on readinss for change of corporate

employees.

Second, particip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eadiness for change.

The experience that had been involved in organizational change could invigorate

employees in any kinds of change situations.

Third, trust in managemen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eadiness for

change. The more employees have a positive attitude for their management, the

better to be ready in change situations.

Fourth, participation and trust in management had a indirect effect between

readiness for change and procedural justice. To successful organizational change,

participation and trust in management could be fostered based on the procedural

justice in organizations

Key words: Readiness for Change, Procedural Justice, Participation, Trust in

Man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