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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직무성과와 자기효능감, 개인창의성

및 조직몰입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고 추후 대기업 연구개발인력의 성공적인 직무성과 창

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공개한 상위 20

개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258명을 대상으로 직무성과와 자기효능감, 개인창의성 및 조직몰

입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결과로써 첫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 인과관계 모형은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

과 조직몰입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창의성은 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은 개인창의성과 조직

몰입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대기업 연

구개발 인력의 개인창의성은 조직몰입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

구개발 인력의 개인창의성과 직무성과의 관계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

다. 둘째, 연구개발 인력의 대상을 직급이나 연구유형, 세부직무 등과 같은 특징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차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직

무성과를 보다 세분화하여 측정하고 이에 대한 측정도 좀 더 객관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직내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을 높이거나

충분히 발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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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정보화, 글로벌화의 심화, 영역 간 컨버전스, 네트워크 연결성 증가 추세로 인

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며,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사업 경쟁이 격화되

고 있다. 또한, 21세기 디지털 경제와 지식사회의 도래는 기업경영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

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경쟁우위 요소들이 빠른 속도로 진부화되고, 지식 경쟁력이

지속가능한 유일한 경쟁우위로 떠오르고 있다(Drucker, 1993), 이제 경영의 화두는 조직원

의, 개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모든 조직원이 공유함으로써 설정된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경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윤구호, 2002).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IT/전자 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는

세계적인 강국의 대열에 올라섰다(LG경제연구원, 2007). 지식경제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한

국의 IT/전자 산업은 수출 1위 산업이며, 수출품목 중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0년 12월 현

재, 전체 무역의 36.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세계 IT 전자산업의 환경은 패러다임

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에게 과거와 다른 혁신적인 경영 마인드를 요구하고 있다. 이

러한 기술혁신 패러다임에 부합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의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R&D)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점점 짧아지고 있는 제품 수명 주기와 새로운 사업기회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차별화된, 남들이 모방하기 힘든 기술과 제품의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기업들이 연구개발 활동에 거는 기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0

년 뒤 먹고 살 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탄탄한 연구개발 기술 역량이 중요할 뿐만 아니

라,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최근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 중

심 조직을 강조하면서 고성과 연구개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장

기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과 기술혁신이 이루어야 한다

는 주장이 크게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이병숙 2008). 이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지식기반경

제 환경에서 기업조직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연구개발 인력의 성과 창출은 필수적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인력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성향 중에 가장 고려해야 할 특성은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 분야는 직무 자체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색

하고, 이를 신기술과 접목하여 개발하는 지극히 창의적인 발상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창

의성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창의성의 중요성은 다양한

컨버전스 기술을 통해 개발된 최근의 IT 제품의 성공 사례나 글로벌 기업 간에 벌어지고 있

는 특허 전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박지원(2008)은 R&D 성과를 높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라고 하였고 이를 위해 관리를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김영식(2004)은 지식을 지닌 조직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연구

개발 혁신의 주역으로서 창의성을 지닌 인재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연

구개발조직처럼 연구원 개개인의 창의성을 통해 발현되는 지식이 조직의 생명이며, 이러한 개

인의 창의성을 통해 발현되는 혁신적인 성과가 조직의 핵심적 자산이 되는 특성을 가진 조직

은 창의성을 조직수준에서 관리하는 문화의 구축 또한 중요하다고 하였다(손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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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인력의 창의성은 주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받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반

적으로 자기효능감은 과업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이 검증되었으며, Bandura(1997)는 연구

에서 자기효능감이 구체적인 행동에 몰입하기 위한 개인의 동기부여 수준과 역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인한 자기효능감은 창의적인 성과와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위한 필요조건

이라고 밝혔다, 또한 Ford(1996)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믿음이 개인의 창의적 행

동의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으로 밝히고 있으며, 특히 자기효능감의 경우 성공경험이나 귀인

(attribution)과 같은 인지과정 등이 그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역동적인 개념이

라 할 수 있다(윤지예, 2010). 따라서 연구개발 인력의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이해하

는 것은 연구개발 인력의 성과에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한편, 연구개발 분야는 프로젝트팀 단위의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직몰입이 성과에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수많은 동기부여 요인들이 조직몰

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시 조직몰입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김행중,

2006),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조직몰입의 결과 변수로서 직무성과를 제시하

고 있으며, 조직몰입이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Weiner &

Vardi, 1980; Steers, 1977; 조덕찬, 1994; 조홍래, 1989). 연구개발 인력에 한정 지은 연구로

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박진현(2010)의 연구에서 연구

개발 인력의 조직몰입이 팀 분위기와 연구개발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위에서 언급한 자기효능감, 창의성, 조직몰입의 세 변인들은 직무성과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이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연

구 개발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아 실증적 연구를 통해 명

확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 개

인창의성, 조직몰입의 세 변인들을 대상으로 변인들끼리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각 변

인들이 직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향후

국내 연구개발 인력 관리 및 육성에 있어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직무성과와 자기효능감, 개인창의성

및 조직몰입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목

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직무성과와 자기효능감, 개인창의성, 조직몰입의 가설적 인

과모형을 구안하여 검증한다.

둘째,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직무성과와 자기효능감, 개인창의성, 조직몰입의 영향 관계

를 구명한다.

셋째,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직무성과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개인창의성과 조직몰입

이 나타내는 매개 효과를 검증한다.

넷째,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직무성과와 개인창의성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이 나타내는

매개 효과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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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은 지식의 발견, 축적, 적용, 확대를 위한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의미하고,

연구개발 인력은 연구개발부서에 종사하는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 지

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개발 등의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직무성과

직무성과란 조직의 기대,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원이나 구성원들이 실현시키고자 하는 일

의 바람직한 상태 및 성취정도를 말한다(우석봉, 2000). 이 연구에서는 Van de and

Ferry(1980)가 개발하고 유명희(2007)가 번안한 직무성과 측정도구에 설문대상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Bandura(1982)의 사회적 학습이론에서 최초로 도출된 개념으로, 자신의 능

력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과 믿음으로서, 개인이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

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김아영(1997)이 구성하고 박종선

(2011)이 인용한 측정도구에 설문대상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4) 개인창의성

개인창의성은 개인들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 놓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말한다(Amabile,1998). 이 연구에서는 Zhou & George(2001)가 개발하고 김봉환(0002)이 번

안한 창의성 측정도구에 설문대상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연구개발 인력

1) 연구개발의 개념

OECD(1981)에서는 연구개발을 지식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체계적인 기반위에서 이루어

지는 창조적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Russel, Sard와 Erikson(1994)은 연구와 개발로 구분하

여 정의하였는데, 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 위한 것인데 견주어, 개발은 과학적 지식

과 공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그 지식을 확장하여 한 분야의 지식을 다른 분야로 연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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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작성한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보고서(2006)에 따

르면 연구개발 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조직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사물, 기능, 현상 등에 관

하여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

인 노력 및 탐구, 연구개발 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 측정, 분석, 기계, 기구, 장치의 구

입, 설치 및 건설, 동식물의 육성, 문헌조사 등의 활동, 연구개발 활동부서 운영을 직접 지원

하기 위한 서무회계 등의 지원활동”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국립과학재단(NSF)에 따르면 연구개발 활동은 “신제품의 설계 및 개발을 포함하여

유용한 재료, 장치, 시스템 또는 방법의 생산을 위해 연구로부터 얻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

용하는 것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새로운 또는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

품, 공정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 Science

Indicators는 “응용연구 및 개발로 기술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창의적 활동”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정의한 연구개발의 정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은 연구개발은 새로운 지

식이나 하드웨어를 창출하는 창의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 업무는 고도의 두

뇌 집약적인 활동이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목표 및 내용의 모호성이 높으며 업무성과가

측정이 어렵고 장기성을 가진다. 또한 자율통제 권한의 요구수준이 높으며 비 일상성, 다양

성의 성향이 강하고 실패위험 및 불확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개발의 개념

연구개발 활동 조사보고서(2009)에 따르면 연구개발 인력을 연구원, 연구지원․기능인력,

기타 연구개발 지원업무 종사자로 구분하였다. 세부적으로 기술하면, 연구원은 연구개발 활

동에 종사하는 학사이상 학위소유자 또는 동등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연구개

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며, 연구개발 활동부서에서 행정․경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과거에 연구원으로서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연구지

원․기능 인력은 연구원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

검사․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기타 연구개발 지원업무 종사자는 기타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기타 기술 및 기능직 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경리․회계․행정

등의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인력은 연구개발 활동부서에 종사하며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개발(개발연구 및 생산)

등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2. 직무성과

1) 직무성과의 개념

성과를 사전적 의미로 정리하면, '일이 이루어진 결실', 또는 '활동, 작업 등을 성취하는데

있어서의 행위 또는 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용어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

지고 있지만 일관되게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자들 간의 일치된

견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검증보다 개념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 명확한 정의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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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준의 체계화가 어렵다(Constance & Becker, 1973). 특히 성과라는 용어는 여러 의미의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성과를 정의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성과

라는 의미가 광범위한 구성개념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이론상으로 모호한 면이

있지만 조직 목표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쉽게 다루어지기 한다(Koh, Steers & Terberg,

1995). 또한 직무성과가 조직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백한 효과 때문에 직무성과는 조

직의 리더와 조직에 있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마케팅과 인사조직 분야에서 널리 연구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Brown & Peterson, 1993).

조직 내에서 조직 구성원의 직무성과는 조직 관리에 있어 유효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자료

로써 사용되기도 하지만, 직무성과의 개념적 모호성으로 인해 주로 생산성, 목표달성 과정,

응집성, 몰입도, 애착도 등의 요소로 그 성과를 대신하기도 한다. 또 직무성과는 조직 구성

원의 직무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산업심리학

자들이 말하는 생산성의 의미와 일반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사용된다(Princus, 1986). 그러나

생산성이 물리적 결과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협의적인 뜻을 담고 있는데 반해, 직무성과는

조직 내에서 조직 구성원이 취하는 행동의 한 측면이 된다. 그래서 직무성과란 이러한 조직

구성원의 행동이 직무와 관련되어 다양하게 얽혀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이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것을 직무성과로 개념 지을 수 있지만, 조직 내에서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일반적 행동은 여기에서 말하는 직무성과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무성

과란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이 실현시키고자 하는 일의 바람직한 상태 또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우석봉, 2000).

직무성과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직무성과는 조직의 효과성 내지 조직

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이며(Pricce,1977),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과업의 실행정도,

조직원이 지니는 노력, 역할지각에 의한 달성여부를 가리키는 조직행동의 일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형룡 외, 2005). 또한 이인재(1993)는 직무성과를 실무자들이 조직의 목표나 과업

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여준 노력의 결과이며 이러한 직무성과는 조직의 역할 수행에서 실무

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개념이며,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는 업무향상과

직결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Jung과 Avolio(2000)는 직무성과는 구성원들이 업무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다수 목표들과 제약요소 및 생존할 수 있는 조직능력 등에 있어서의 달성 정도

라고 정의하였다.

Porter와 Lawler(1968)은 직무성과는 조직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활동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노력이 결과를 가져오지만 노력과 성과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며, 두 변수간의

차이는 개인의 능력, 특성 및 역할지각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수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P = f( E x A x R)

P: 직무성과, E: 선택적으로 발휘된 능력, A: 동기와 능력, R: 역할지각

Reitz(1981)은 개인성과 모델을 제시하면서 성과는 능력과 동기의 상호작용에 의한 하나

의 기능이며, 능력과 동기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능력은 수행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기술과 지식 및 경험을 포함하며, 동기는

이런 능력이 직무에 적용되기 위한 노력과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성과는 측정가능한

개인의 조직을 위한 활동능력과 동기의 결과로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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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성과의 구성요소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는 조직 관리에 있어서 유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

Vroom(1964)은 직무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에는 동기적인 결정 요인뿐만 아니라 직무상의 역

할 요인이나 능력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중요한 요인은 능

력 요인이다. 즉, 일을 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과 일하려는 의지가 각각 능력과 동기로서 직

무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직무성과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Cureton &

Katzell(1962)은 직무성과 영향 요인으로 생산량, 품질, 이윤성, 생산가치, 이직률로 나타내고

있으며, Holey & Field(1956)은 의존성, 작업의 질, 협동, 의사소통능력, 호의적인 직무태도,

작업의 정확도, 공중관계, 대인관계, 학습의욕, 작업시간 등을 들었다. 또한 Slocom(1971)은

직무성과를 기술적 지식, 기능적 지식, 요구행동과 공격성, 신뢰성, 협력, 조직력의 성과 측

정 기준으로 나타냈다. Szilagy와 Wallace(1990)은 직무성과는 과업성취도와 종업원의 반응

두 가지 기준에서 설명되는데, 과업성취도는 생산성, 효율성, 능률을 포함하고 있고, 종업원

의 반응은 직무만족, 결근율, 이직률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Arvey와 Murphy(1998)

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직무성과는 구체적인 직무를 충분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인섭, 초의수(2001)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 심리요인, 능력요인, 조직 내 인간관계 요인 등이라고 파악하였고, 특히 사회복

지전담공무원들의 직무성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능력요인이라고 파악하였으

며, 전문적 능력이 있을수록 직무성과가 크다는 가설도 검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

복지전담공무원들의 직무성과가 주로 능력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조

직 내 인간관계 요인 충족, 즉 상관과 동료와의 좋은 관계 및 주위로부터의 인정이나 칭찬

등과 업무로부터 느끼는 성취감, 성장과 발전욕구 등 개인적 심리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직

무성과를 높이는 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능력요인이 직무성

과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는 이인재(1993), 직무성과의 원인이 동기부여에 의한 것이기보

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본 Muchinsky(1983),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두 요인 중 개관적

인 요인인 능력요인을 더 중요한 것으로 파악한 Maier(1985)의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한다.

3. 자기효능감, 개인창의성 및 조직몰입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할 때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인 동시에 신념이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행동을 선택하거나 지속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중의 하나로서

Bandura에 의해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개념이다. 또한 사회인지론 즉 행동, 인지적 개인, 환

경 모두가 역학의 방법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삼자 관계의 상호보완적 인과모델을

가정하는 이론에서 나타난 구성개념이다 (Bandura, 1986; Wood & Bandura, 1989).

자기효능감 이론의 모태가 되는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는 인간의 심리

적 기능이 단순히 개인의 내적 성향이나 외적 자극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된다기보다는 의

식적이고 의도적인 자기조절에 의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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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ra(1986)는 인간의 심리적 기능에 대한 모델로서 삼자 관계의 상호보완적 모델을 제

시하였는데 이는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개인, 행동 요인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호

인과관계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Bandura는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인지적 개인 요인이 되는 자기 참조적 사고

(self-referent thought)가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

다. 자기참조적 사고란 개인이 지각과 행동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 동기적 요인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판단하느냐가 그의 행동에 영향

을 미치며 수행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Bandura가 사회학습이론에서 제

시한 자기참조적 사고가 바로 자기효능감이며(김봄메, 2003), 개인의 행동수행이나 변화

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존재하는 데 이 교량적 역할을

하는 요소가 자기효능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외적·개인적 요인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영향은 행위자 자신의 개인적 요인 즉 인지적 요인

의 매개에 의해서만 유효한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한 인지적 매개요인을 대표하는 중심

개념이 바로 자기효능감이다(Bandura, 1986).

2) 개인창의성

창의성의 개념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개념이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

어 왔으며 지금까지 창의성의 정의에 대한 개념적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Mumford & Gustafson, 1988). 창의성에 대한 개념은 초기 심리학에서 개인창의성을 중심

으로 연구되어 왔다.

창의성 개념을 인지능력과 성격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Amabile

(1983)은 창의성이란 개인이나 소집단이 만든 새롭고 적절한 아이디어라고 하였으며 적절성

이란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과학자들에게는 지속성, 호기심, 에너지, 지적 솔직

함 등의 창의적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Reich(1986)는 독창적 아이디어와 제안을 촉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직화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능력, 그리고 한 분야의 지

식을 다른 분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Basadur, Graen, & Wakabayashi

(1990)는 만화경에 비유하여 상상력, 판단 등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 지식들은 한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 여러 가지 새롭고 상이한 결합으로 변환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적

절한 아이디어, 옵션 또는 다른 관점이 활용되어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요인분석 기법을 활용한 Guilford(1988)는 창의적인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지

적 특성으로 다섯 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즉 '문제에 대한 민감성, 사고의 유창성, 사고의

융통성, 사고의 독창성, 사고의 정교성' 등이다. 그 중 성질상 창의적 사고로 손꼽을 수 있

는 것은 사고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등이다. 문제에 대한 민감성은 문제해결 능력에 포

함될 수 있고, 사고의 정교성은 그 성질상 확신적 사고라기보다는 오히려 수렴적인 사고로

서 문제 해결 과정상 검증기에 작용하는 인지능력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Rogers(1986)는 창의성을 개인의 독특함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관련제품의 출현, 자신의

삶의 독특함에서 비롯되는 원료, 사건, 사람,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Torrance(1965)는

용기 있는 신념, 호기심, 독립적인 사고와 판단, 일에 대한 몰두, 사물을 단정 지어 받아들이

지 않는 것, 낙관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특성 등을 들었다. Barron(1980)은 높은 지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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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 것에 대한 가치, 독립성과 자율성, 언어적인 유창성, 미학적인 표현, 생산적이고 철학

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 높은 비전, 폭넓은 관심, 솔직하고 직선적이고 공정한 대인관계, 일

관된 윤리적인 태도, 아이와 같은 순진함 등을 들었다.

Treffinger(1983)은 창의적 학습 모델의 세 가지 수준으로 확산적 기능, 복잡한 사고 및 감정 프로

세스, 실제 도전 등을 제시하였으며. 각 수준에서 인지적 차원과 성격 차원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

3)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1960년대 이후 사회학, 산업심리학, 행동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되

어 왔다. 조직몰입은 직무를 포함하는 그 이상의 조직 전체를 의미하므로 조직목표와 가치,

조직문화의 분위기, 관리자와 그에 따른 리더십, 그리고 조직 활동과 생산하는 물품까지 포

함한 것에 대한 몰입을 의미한다. 그러나 직무몰입은 개인이 맡고 있는 자신의 직무 그 자

체에 대해 그 직무가 포함하는 다양성, 중요성, 의미성, 자율성 등으로 인해 직무의 가치와

목표에 몰입하는 것에 대해서만 제한되게 된다. 따라서 조직몰입은 직무몰입에 비해 상위적

인 개념으로 보다 포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직몰입이 주목을 받는 중요

한 이유는 조직몰입이 직무만족보다 이직을 예측하는데 더욱 효과적이고(Koch & Steers,

1976; Poter & Steers, 1973)조직유효성의 유용한 예측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사이의 관계를 잘 나타내 주

고 있기 때문이다(Angle & Perry, 1986).

조직몰입에 대한 정의는 조직구성원과 조직 간의 연결이라는 근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여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anter(1968)은 조직을 위

해 사회구성원들이 그들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충성하려는 의사와 애착감이라고 하였으며,

Sheldon(1971)은 개인이 조직에 애착을 갖도록 하는 태도 또는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리고 Buchnan(1974)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 그에 따른 활동, 그리고 조직 그 자체에 대한

애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Steer(1977)는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얼마나 애착심을

갖고 헌신하려는 의사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로 조직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와 소속의 정도

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조직몰입을 단순한 조직을 위한 충성심이 아니라 조직의

성공을 위해 조직에 충성하려는 의지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조직몰입의 정의와 접근은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직몰입이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 관점에서 Meyer, Allen

& Gellatly(1990)은 심리적(태도적)접근방법의 정서적 몰입과 교환적(행동적) 접근방법의 지

속적 몰입이외에 규범적 몰입을 추가하여 조직몰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개념화하였다

(Meyer et al. 1990). 감정적 몰입은 조직과 구성원의 가치가 일치하여 조직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형태이다. 규범적 몰입은 조직에 들어가기 이전이나 이후에 개인이 경험한 것에 의

해서 영향을 받아 개인이 형성하게 되는 의무감 때문에 조직에 남아 있게 되는 몰입을 말한

다. 조직몰입은 자발적인 심리상태로 보는 관점과 손실이 있더라도 이직하지 않겠다는 계산

된 관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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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성과와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및 개인창의성의 관계

1) 직무성과와 자기효능감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성과간의 관계에 있어 성과의 모호성(performance ambiguity)을 매개로 한

Scchmidt & DeShon(2010)의 연구에서는 성과모호성이 낮을 때, 자기효능감과 성과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Dixon과 Schertzer(2005)의 연구에서는 영업

직에 있어 자기효능감이 도전적이고 부정적인 환경에 대한 영업사원의 인지와 반응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많은 실험적 연구

들은 여러 가지의 일관된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는데, 자기효능감은 업무와 관련한 성과, 예

를 들어 생명보험판매량(Barling & Beattie, 1983), 패컬티 연구성과(Taylor, Locke, Lee &

Gist, 1984), 직업과 관련하여 어려운 과업의 처리 (Stumpt, Brief & Hartman, 1987), 경력선

택(Lent, Brown & Larkin, 1987), 학습과 성취(Campbell & Hackett, 1986; Wood & Locke,

1987),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성(Hill, Smith & Mann, 1987)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히

고 있으며, 또한 국내에서는 김미숙(2007), 이동섭외(2008), 남정숙(2011)이 각각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자기효능감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개인창의성과 조직몰입

을 매개로하여 직무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것은 자기효능감이 개인창의

성과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개인창의성과 조직몰입이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기효능감이 개인창의성과 조직몰입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특히 남정숙(2011)은 감성리더십이

창의성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창의성, 업무성과가 각각 정

적인 영향관계에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김연선(2008)은 특급호텔 임직원을 대상으로 셀프리

더십이 팀웍과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자

기효능감이 조직몰입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2) 직무성과와 개인창의성의 관계

직무성과와 개인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김순동(2008)은 R&D

조직문화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자율성과 연결성, 그리고 민첩성의

구성요인이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성과 유연성은 직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유창(2002)은 창의성경영 구성요인

이 R&D 성과와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창의성경영 구성

요인으로 다양성, 자율성, 연결성, 유연성, 중첩성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중 R&D 기관 구성

원들에 의해 지각된 연구개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창의성경영 구성요인은 연결성,

자율성, 다양성, 유연성으로 밝혀냈다. 송석종(2005)은 창의성에 관한 암묵적 이론: 요인구조

와 영역 특수성 및 암묵적 이론의 사용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기업조직의 구성원들이 가

지고 있는 창의성에 관한 암묵적 이론의 구성개념은 인지적 특성차원에서 발산적 문제해결

능력, 수렴적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발산적 문제발견능력 요인으로 나타났고, 성격적 특성차

원에서는 모험심, 다양한 관심, 자아확신, 실험정신, 자기 독립성, 자기주장, 개방성의 7가지

요인으로 나타났고, 업무 영역별 차이는 분산분석결과 개방성 요인을 제외하고는 업무 영역

별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정왜영(2005)은 서번트 리더십과 조직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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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인 창의성이 혁신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여 정적인 상관관계를 밝

혀냈으며, 김기범(2008)은 호텔종사원의 직무동기와 창의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에서 호텔 종사원의 창의성이 호텔 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직무성과와 조직몰입의 관계

직무성과와 조직몰입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수많은 동기부여 요인들이 조직몰입

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시 조직몰입은 직무성과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는데(김행중,

2006), 일반적으로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조직몰입의 결과변수로서 직무성

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조직몰입이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Weiner & Vardi, 1980; Steers, 1977; 조덕찬, 1994; 조흥래, 1989). 반면, 다소 유의미하지

않은 연구 결과도 있는데 Meyer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조직몰입 중에서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은 직무성과와 긍정의 관계를 가지며, 지속적 몰입과는 부정적인 상관관계로 연

구되었고, Chen and Francesco(2003)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몰입만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4) 자기효능감과 개인창의성의 관계

Bandura(1997)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구체적인 행동에 몰입하기 위한 개인의 동기

부여 수준과 역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인한 자기효능감은 창의적인 성과와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Ford(1996)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

감에 대한 믿음이 개인의 창의적 행동의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Tierney와 Farmer(2002)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창의성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화된 개념으로서 창의적 자기효능감(creative self-efficacy)의 개념적 정

의와 함께,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창의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히고 있

다. 한편, 국내연구에서는 남정숙(2011), 최미현(2003)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창의성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전윤미(2010) 또한, 대학생의 자기효

능감, 내외적 기유형 그리고 창의성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의 유의

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5)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간의 관례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athieu

& Zajac(1990)의 연구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개인의 자신감, 즉 자기효능감이 감정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고, 서재현(2002)과 이목화(2003)의 국내 연구에서도

각각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 사이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실증되었다. 그러나 Mone(1994),

Riggs와 Knight(1994), Lawler(1973), 그리고 Adam(1965)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조직

몰입과 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는 Mone(1994)의 연구가

다운사이징이 실시 중인 조직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는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 내 입지

를 불안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때문에 높은 자기효능감을 소유한 구성원은 다른 조

직으로의 이직을 당연히 고려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높은 자기역량감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다른 회사로 옮겨갈 수 있는 충분한 직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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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심리적으로 조직에 대해 애착하지 않을 수 있는데(서재현, 2002), 바로 Mone의 연구의

다운사이징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

로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유한 개인은 높은 수준의 조직몰입을 보일 것이라 생각된다.

6) 개인창의성과 조직몰입의 관계

정대용과 김희숙(2010)은 변혁적 리더십이 창의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를 통해 개인의 내재적 동기수준이 창의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의 태도와 동기가

모호할 때 리더십과 같은 외재적 영향은 개인의 태도와 동기에 영향을 주어 창의성을 발휘

하게 도와준다고 하였다. 또한 구성원의 행동방향을 지시하는 방식이 서로 간의 계약적 관

계가 아닌 리더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구성원 성장에 대한 기대를 통한 자발적 행동을 이끌

어 낼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냈다(정대용, 김희숙, 2010). 따라서 비록 개인의

전문성 개발과 창의적 사고 능력의 발휘가 어느 정도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환경의 영향은 아마도 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조직공정성을 들 수 있는데 상사와 부하간의 교화관계의 질

과 이직의도와의 관계 연구에서 조직몰입과 상사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절차공

정성으로서 이직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Murrmann,

Murrmann & Kim, 2010). 어윤선(2011)은 연구를 통해 창의성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적 행동 즉, 아이디어, 상품, 서비스,

절차, 직무 등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제 창의적

으로 작업하는 활동이 개인으로 하여금 조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개인의 창의성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조직시스템을 통해 조직 전체에 확산될 때 구성원은

조직에 몰입하고 그로 인해 기업의 성과가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어윤선, 2011).

지금까지 직무성과와 자기효능감, 개인창의성 및 조직몰입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직무성과와 자기효능감의 관계, 직무성과와 개인창의성의 관계, 직무성과와 조

직몰입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개인창의성의 관계,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의 관계, 개인창의

성과 조직몰입의 관계가 각각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에 대해서는 자기효능감이

개인창의성과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개인창의성과 조직몰

입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기효능감이 개인창의성과 조직몰입

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개인창의성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조직몰입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인창

의성이 조직몰입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직무성과와 자기효능감, 개인창의성 및 조직몰입의 관

계를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석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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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은 직무성과, 자기효능감, 개인창의성, 조직몰입이며,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그림 Ⅲ-1]과 같은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르

면, 연구대상의 자기효능감, 개인창의성, 조직몰입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개인창의성과 조직몰입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창의

성은 조직몰입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Ⅲ-1]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직무성과와 자기효능감, 개인창의성 및 조직몰입의 인과적
관계 가설모형

2. 연구대상

표본의 선정은 조사 대상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비확률적 표집

(Non-probability sampling) 중에서 유의 표집(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구조방정식의 경우 적정 표집 수는 모

델의 복잡성, 크기, 통계적 검정력, 모델적합도, 다변량 정규성의 충족 여부, 추정법 등에 따

라 달라진다(배병렬, 2006). Joreskog와 Sorbom(1989)은 표본크기 선정에 있어 관측변인의

수에 따라 규칙을 부여하였는데, 관측변인의 수(이하 q)가 12개 이하일 경우에는 적어도

200개, 1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적어도 1.5q(q+1)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관

측변인의 수가 10개일 경우에는 적어도 200개, 13개일 경우에는 1.5×13×(13+1)이 적용되어

273개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찰변인의 수가 8개 이므로 200명을

표집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이를 위해, 상위 20개 기업의 목록을 확보하고, 전자/IT, 자

동차, 화학의 3개의 주요 업종 중 조사 가능한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협력자에게 전화로 연

락하여, 최종적으로 13개 기업의 조사자를 확보하였으며, 무응답이나 불성실 응답자가 있다

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표집보다 많은 384부의 설문을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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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전체 자료배포 및 수집은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그 결과 13개 기업에

384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총 312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1.3%).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

자료 54부를 제외하여 258부를 분석에서 사용하였다(유효 응답률 67.1%).

이 연구에 응답한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Ⅲ-1>과 같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58 89.5

여 33 10.5

계 291 100.0

연령

30세 미만 68 26.36

30세 이상 - 40세 미만 146 56.59

40세 이상 - 50세 미만 41 15.89

50세 이상 3 1.16

계 258 100.00

학력

전문대졸 이하 7 2.71

대학교졸 145 56.20

대학원졸(석사) 97 37.60

대학원졸(박사) 9 3.49

계 258 100.00

근무년수

3년미만 98 37.98

3-5년 9 3.49

6-10년 97 37.60

11-15년 33 12.79

16-20년 17 6.59

21년 이상 4 1.55

계 258 100.00

직급

사원급 86 33.33

대리급 35 13.57

과장급 61 23.64

차장급 59 22.87

부장급이상 17 6.59

계 258 100.00

직무

설계/개발 185 71.71

시험 12 4.65

디자인 1 0.39

선행 15 5.81

파일럿 4 1.55

프로젝트 관리 11 4.26

기획/지원 17 6.59

기타 13 5.04

계 258 100.00

연구유형

기초연구 8 3.1

응용연구 12 4.6

개발 및 생산연구 238 92.3

계 258 100.0

<표 Ⅲ-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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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89.5%로 여성 10.5%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 56.5%, 30대 미만 26.3%, 40대 15.9%, 50대 이상 1.1%의 순으로 나타나 30대의 비중이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자가 5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

학원졸(석사) 37.6%, 대학원졸(박사)과 전문대졸은 각각 3.49%, 2.71%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의 근무년수는 평균 6.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미만이 37.9%, 6-10년 37.6%, 11-15

년 12.7%, 16-20년 6.6%, 3-5년 3.4%, 20년 이상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사원급이

전체 응답의 33.3%로 가장 많았으며, 과장급, 23.6%, 차장급 22.8%, 대리급 13.6%, 부장급

이상 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는 설계/개발이 71.7%로 가장 많았으며, 기획/지원 6.6%,

선행 5.8%, 기타 5.0%, 시험 4.6%, 프로젝트 관리 4.2%, 파일럿 1.5%, 디자인 0.3%의 순으

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연구 유형은 개발 및 생산연구가 92.3%로 가장 높았으며, 응용연

구 4.6%, 기초연구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관찰변인의 일반적 특성

1) 관찰변인의 수준

이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변인인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창의성 및 직무성과 변인에 대

한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

효능감 3.87, 자신감 3.65, 과제난이도 3.71로 대체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자기

조절효능감이 다른 자기효능감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

몰입은 정서적 몰입 3.82, 지속적 몰입 3.49, 규범적 몰입 3.13이었으며, 규범적 몰입이 다른

몰입 요소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곧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규범적 몰입도가 상대적으

로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의성은 3.50, 직무성과는 3.69로 나타났는데 이

는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이 창의성과 직무성과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5점 환산 반응가능범위

자기조절효능감 46.20 5.365 32.00 60.00 3.85 5~60

자신감 25.46 3.586 14.00 35.00 3.67 5~35

과제난이도 18.95 2.659 12.00 25.00 3.79 5~25

정서적 몰입 26.79 3.952 14.00 35.00 3.82 5~35

지속적 몰입 24.44 3.845 10.00 35.00 3.49 5~35

규범적 몰입 21.94 4.538 10.00 35.00 3.13 5~35

창의성 43.07 6.810 25.00 60.00 3.59 5~60

직무성과 29.52 4.000 18.00 40.00 3.69 5~40

<표 Ⅳ-1>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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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찰변인 간 상관행렬

이 연구에서는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행렬을 사용하였다. 상관행렬을 사용하게

되면 모형 내의 계수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는

데 적절하다(배병렬, 2007). 각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는 <표 Ⅳ-2>와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구분 1 2 3 4 5 6 7 8

자기

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
1.000

자신감 .643** 1.000

과제

난이도
.575** .457** 1.000

조직몰입

정서적 .522** .382** .421** 1.000

지속적 .496** .364** .358** .490** 1.000

규범적 .460** .373** .300** .487** .714** 1.000

개인창의성 .707** .541** .454** .521** .506** .528** 1.000

직무성과 .563** .489** .408** .579** .468** .529** .586** .1000

*p <0.05, ** p<0.01

<표 Ⅳ-2> 가설적 인과모형 검증을 위한 관찰변인 간 상관행렬

3) 관찰변인의 정규성 분석

관찰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 확인적 요인분석모형을 통한 일변량 정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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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3>과 같다. 일변량 정규성은 관찰변인의 분포에 초점을 두며, 왜도(skewness)와 첨도

(kurtosis)를 통해 판단한다. 왜도는 자료의 대칭성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에 대해 대칭

적인 정규분포와는 달리 양의 왜도는 자료가 평균의 아래쪽(좌측)에 몰려있으며, 음의 왜도

는 자료가 평균의 위(우측)에 몰려있어 평균에 비대칭적이다. 첨도는 정규분포곡선에 대해

분포의 중간이나 고리에 있는 점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의미한다. 음의

첨도는 꼬리 부근에 너무 많은 사례가 몰려있거나 중간에 너무 적은 사례가 있는 것을 의미

하며, 양의 첨도는 반대로 자료가 평균부근에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것을 의미한다.

왜도와 첨도에 따른 기각률(critical ration, c.r.)이 나타나는데, 이는 검증통계량과 같으며

그 값이 ±1.96을 벗어날 경우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을 뜻한다. 특정 관측변인의 왜도 또

는 첨도가 단일변량 정규성에 어긋날 때, 유의하게 나타나게 된다. 각 관찰변인의 왜도의

c.r값의 1.96 이상인 변인은 직무성과, 자신감, 과제난이도로 나타났고, 첨도의 c.r값의 절댓

값이 1.96 이상인 변인은 자신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의 관찰변인은 일변량 정규성을 만

족시켜서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다변량 정규성에 있어서는 다변량 첨도지수가 c.r

값이 3.524(첨도지수5.55)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p<0.05에서의 기각률 5.99보다 낮게 나타

나서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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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변인 min max
왜도 첨도

지수 c.r. 지수 c.r.

자기효능감

자기조절감 32 60 0.01 0.065 -0.071 -0.234

자신감 14 35 -0.399 -2.614 1.078 3.534

과제난이도 12 25 0.283 1.857 -0.175 -0.572

조직몰입

정서적 17 35 0.121 0.792 -0.416 -1.364

지속적 14 35 0.195 1.281 -0.02 -0.066

규범적 10 35 0.199 1.302 0.064 0.209

개인창의성 25 60 0.01 0.063 -0.206 -0.674

직무성과 18 40 0.266 1.744 0.093 0.304

다변량 정규성 5.55 3.524

<표 Ⅳ-3> 관찰변인의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검사결과

4)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를 하위 측정변인으로 하는 이론변인은 자기효능감이

며,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을 하위 측정변인으로 하는 이론변인은 조직몰입

이다. 직무성과와 개인창의성은 측정변인이 곧 이론변인에 해당된다. 네 이론변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Ⅳ-4>와 같으며,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요인분석결과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모형의 모든 관찰변인들의 요인부하량, 즉 표준화

계수가 .628~.972의 수준으로 나타나, 관찰변인 모두 이론변인에 대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모형에서 모든 기각률(C. R.)값이 9.743~12.585로 2.58

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비표준화계수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S.E.)

기각률

(C.R.)
표준화계수

직무성과

       직무성과 → e1 1 - - 0.868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 자기조절효능감 1 0.911

       자기효능감 → 자신감 0.522 0.041 12.585 0.711

       자기효능감 → 과제난이도 0.342 0.031 10.856 0.628

조직몰입

       조직몰입 → 정서적 몰입 1 0.123 9.725 0.656

       조직몰입 → 지속적 몰입 1.200 0.148 9.743 0.809

       조직몰입 → 규범적 몰입 1.445 0.826

개인창의성

       e8 → 개인창의성 1 0.972

<표 Ⅳ-4>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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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분석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인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창의성 및

직무성과 간의 인과모형은 실증적 자료 예측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적 인과모

형이 실제 자료에 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1.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개인창의성 및 직무성과에 관한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는 변인 간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적합지수는 크게, ①모형의 전

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 ②기초모형(독립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③모형의 간명도와 관

련된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절대적합지

수로 GFI, AGFI, RMSEA 값을 활용하였고, 증분적합지수로는 NFI, IFI, TLI, CFI를, 간명

적합지수로는 PNFI, PCFI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절대적합지수의 경우 GFI 0.952로 적합

하였으며, AGFI가 0.892, RMSEA가 0.093으로 각각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분적합지수

의 경우 NFI 0.950, IFI 0.965, TLI 0.938, CFI 0.965로 모두 적합도 판단기준을 초과하여 가

설적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간명적합지수 역시 PNIFI 0.543, PCFI

0.551으로 모두 적합도 판단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모형에 대한 지수들은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나 첫 번째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창의성 및 직무성과에

관한 가설적 인과적 모형의 적합도는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

될 수 있었다.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측정값 해석

절대적합지수

GFI > .90 0.952 적합

AGFI > .85 0.892 적합

RMSEA < .10 0.093 적합

증분적합지수

NFI > .90 0.950 적합

IFI > .90 0.965 적합

TLI > .90 0.938 적합

CFI > .90 0.965 적합

간명적합지수

PNFI > .50, .60 0.543 적합

PCFI > .50, .60 0.551 적합

<표 Ⅳ-5> 가설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결과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직무성과와 자기효능감, 개인창의성 및 조직몰입의 인과적 관계

- 39 -

3. 직무성과와 자기효능감, 개인창의성 및 조직몰입의 영향관계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직무성과와 자기효능감, 개인창의성 및 조직몰입 변인이 정적인

직접적 영향관계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최종모형의 경로계수의 완전 표준화추정치와

C.R.값을 산출하였다(<표 Ⅳ-6> 참조). 연구가설별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오차 C.R.

자기효능감 → 직무성과 0.28 0.235 2.862**

개인창의성 → 직무성과 0.117 0.05 1.392

조직몰입 → 직무성과 0.386 0.088 4.675***

자기효능감 → 개인창의성 0.771 0.314 9.967***

자기효능감 → 조직몰입 0.413 0.240 3.865***

개인창의성 → 조직몰입 0.342 0.053 3.542***

**: p<0.01. ***: p<0.001

<표 Ⅳ-6> 변인 간 영향관계 결과

가설 2-1.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직무성과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경로계수는 0.28(C.R.=2.862)로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

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영가설은 기각되었으며,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

의 자기효능감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는 채택되

었다. 이는 곧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높은 연구인력 일수록 조직내 목표 달성도와 업

적 우월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설 2-2.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개인창의성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직무성과에 대한 개인창의성의 경로계수는 0.117(C.R.=1.392)로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개인창

의성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위의 가설은 기각되었고,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개인창의성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영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는 곧 연구개

발 인력의 개인창의성이 높을수록 직무성과의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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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3.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조직몰입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직무성과에 대한 조직몰입의 경로계수는 0.386(C.R.=4.675)로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조직몰입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영가설은 기각되었으며,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조직몰입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는 채택되었다.

즉, 조직의 한 일원이라는 느낌을 갖고 애착심과 소속감을 느끼며, 현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

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을수록 본인 업무에 대한 조직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회사의

목표 달성도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직무성과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개인창의성과 및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경로모형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변인들에 대하여 해당 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은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를 통해 직

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산출하여 판단한다. 직접효과는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간접효과는 두 변인들 간의 효과가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총 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으로 효과분해는 총 효

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는 것이다(배병렬, 2009). 매개효과에 대한 판단은 우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하여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올 경우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

단한다. 이 때,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나올 경우 완전 매개를 의미

하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동시에 유의하게 나타나면 부분매개를 의미한다(이진화, 2009).

각 매개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검증은 Amos에서 제공

하는 Bootstrap방법을 활용하였다.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과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창의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

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경로유형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자기효능감

→ 개인창의성

→ 직무성과

독립-매개 자기효능감 → 개인창의성 0.771** - 0.771**

매개-종속 개인창의성 → 직무성과 0.117  0.132* 0.250** 

독립-종속 자기효능감 → 직무성과 0.280* 0.090** 0.370*

자기효능감

→ 조직몰입

→ 직무성과

독립-매개 자기효능감 → 조직몰입 0.413*  0.264* 0.677*

매개-종속 조직몰입 → 직무성과 0.386* - 0.386*

독립-종속 자기효능감 → 직무성과 0.117* 0.159** 0.276*
**
: p<0.01,

*
: p<0.05

<표 Ⅳ-7>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직무성과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개인창의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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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1.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은 개인창의성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미칠것이다.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이 개인창의성을 통해 직무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90(0.771 × 0.1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은 개인창의성을 매개로 하여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3-1 가설은 채택되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직무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이 직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개인창의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진다.

가설 3-2. 대기업 연구개발인력의 자기효능감은 조직몰입을매개로직무성과에간접적으로 정적인 영

향을미칠것이다.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이 조직몰입을 통해 직무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159(0.413 × 0.39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은 조직몰입을 매개로 하여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직무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이 직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조직몰

입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진다.

5. 직무성과와 개인창의성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직무성과와 개인창의성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경로유형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개인창의성

→ 조직몰입

→ 직무성과

독립-매개 개인창의성 → 조직몰입 0.342* - 0.342*

매개-종속 조직몰입 → 직무성과 0.386* - 0.386*

독립-종속 개인창의성 → 직무성과 0.280* 0.132* 0.412**

**: p<0.01, *: p<0.05

<표 Ⅳ-8> 직무성과와 개인창의성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가설 4.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개인창의성은 조직몰입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

을미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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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개인창의성이 조직몰입을 통해 직무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132(0.342 × 0.39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창의성은 조직몰입을 매개로 하여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은 채택되었다. 한편, 개인창의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

나서, 개인창의성은 조직몰입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효과를 가진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 인과관계 모형은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한다.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 개인창의성 및 조직몰입은 직무성과를 설명하기에 적

합하고, 변인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충분한 예측타당도를 가진다. 이를 통하여 조직적 특성 변

인과 개인적 특성 변인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창의성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기효능감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어떤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기대나 확신이 실제 직무성과에

도 영향을 미쳐 개인 및 조직적인 업무 목표 달성도 및 업적 우월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들의 직무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인력들이 자

기효능감에 기반 하여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고 특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조직

책임자들의 격려와 지속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채용 시에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인력을

선발할 수 있게 하는 전형 요건 및 면접 기술에 대한 정교화 작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몰입이 본인과 조직의 성과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효과적인 조직몰입

환경을 구축하고, 조직몰입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조직 문화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리더 선발 시에도 구성원의 조직몰입을 잘 이끌어내는 자질을 갖춘 인

력을 리더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창의성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음이 밝혀졌다. 이는 곧 개인창의성이 높다고 해서 우수한 직무성과를 창출할 수 없고, 높은

수준의 개인창의성일지라도 다른 매개변인을 통해 직무성과로 창출될 수 있음을 가정하게 하

며, 직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창의성과 함께 다른 변인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은 개인창의성과 조직몰입을 매개하여 직무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이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개인창의성과 조직몰입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직무성과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직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효능감과 함께 개인창의성과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개인창의성은 조직몰입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개인창의성은 직접적으로는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조직몰입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개인창의성이 높더라도 조직몰입도

가 낮다면 직무성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직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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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을 위한 조직운영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연구개발 활동에서 기본 전제

가 되는 개인창의성도 결국엔 조직몰입을 통해 직무성과로 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에, 각 기업

체에서는 개인창의성을 높이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자유를 중시하고, 비정형적인 상황을 선호하며,

독립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기를 좋아하는 연구개발 인력들을 어떻게 조직몰입을 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좀더 주안점을 두고 이를 위한 조직몰입 유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제언

첫째, 연구개발 인력의 직무성과와 개인창의성의 관계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 연구

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직무성과와 개인창의성에 대해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들이 있었지만, 연구개발 인력에 초점을 맞춘 직무성과와 개인창

의성에 대한 양적연구와 이에 대한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

다. 금번 연구에서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개인창의성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 인력에게 조직몰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맹목적인 창의성 향상 및

증진을 강요하는 것이 조직 내 직무성과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음을 시사하며, 조직몰입은

연구개발 인력 직무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중요 요소임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앞으로도

개인창의성이 직무성과로 연계될 수 있게 하는 조직몰입과 같은 매개요인의 연구와 개발이

중요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향후 조직몰입 이외에 직무성과와 개인창의성 간의 또 다른

매개요인을 찾아내고, 발굴하려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연구개발 인력의 대상을 직급이나 연구유형, 세부직무 등과 같은 특징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차별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연구개발 인력이라 할

지라도 종사하는 연구의 유형이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및 생산연구로 구분되며, 이에 따

라 연구개발의 접근 방법도 각각 상이하다. 또한 세부 담당 업무도 설계, 시험, 개발, 파일

럿, 기획/지원 등 다양하게 구분되어지는데 이 각각의 업무 성격도 연구개발의 큰 틀에서

바라보기에는 상이한 부분이 많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연구에

서 이러한 세부적인 연구 유형과 직무 분야 수준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더 연

구개발 인력의 육성과 교육을 위한 HRD 현장에 적극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기업 연구개발 인력의 직무 성과를 보다 세분화하여 측정하고 이에 대한 측정도

좀더 객관화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직무성과에 대한 개개인 생각의 정도

에 집중하였지만, 인사고과, 특허출원 빈도 또는 실제 제품 적용 아이디어의 반영 비율 등

구체적인 직무성과 측정 방법을 적용한다면 연구개발 인력의 직무 성과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직 내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을

높이거나 충분히 발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자기효능감과 조

직몰입이 조직 내에서 발현되기 위해서는 조직책임자가 이를 인식하고 조직구성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조직책임자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 수준에 기

초하여 맞춤식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코칭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HRD 현

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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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Job Performance, 

Self-efficacy, Individual Creativ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R&D Workforce in Large Corporations.

JeongWook Lee, JinMo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causal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creativ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performance of R&D

workforce in large corporat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ausal model of this study is suitable to empirical analysis on research variables.

Second,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R&D workforce in large

corporation has direct effect on job performance positively. However, creativity had no

direct effect on job performance. Third, creativ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has no

indirect effect on job performance with self-efficacy of R&D workforce in large

corporation. Forth, organizational commitment has no indirect effect on job performance

with creativity of R&D workforce in large corporation.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es were suggested: First, further research

need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performance and creativity closely.

Second, R&D workforce in large corporation need to be measured by dividing it into

more specific levels. Third, further research investigating other variables related with job

performance need to be conducted and measurement of job performance need to be

objectification. Forth, further research investigating effects of way to boost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R&D workforce in large corporation.

Key words : job performance, self-efficacy, organizational commitment, R&D workforce in

large corporation,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