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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innovation leadership scale. Originally the 

seven factors with 25 items were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 With a sample of 177 employees in a 

large company, the results of factor analyses showed that the five-factor model with 14 items had a better fit 

to the data than the seven-factor model. These five factors were innovativeness pursue, problem solving, 

vision presentation, risk-taking, and showing initiative. All of these factor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various criteria such as identification with the group, attachment to the group,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upervisor satisfaction, confirming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the scal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that risk taking and showing initiative were more important predictors in explaining criteria.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key factors of innovation 

leadership were initiative and risk-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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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1)

오늘날 조직은 무한경쟁 상황에 놓여 있으며, 불확

실성과 복잡성이 뒤섞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환

경에 접해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많은 조직에서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조직의 존재방식 그 자체로 간주되고 

있다.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한 조직들은 혁신을 추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혁신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있

지만, 실무 현장에서 혁신 프로그램들은 기대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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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백영미, 김성국, 

2000).

조직의 혁신 활동이 실패하는 이유로는 혁신 프로

그램의 일방적인 추진과 변화관리 활동의 부족, 혁신

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황인경(2003)은 조직의 혁신이 실패하는 이유

로 실행력의 부족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수 많은 실

행방안과 조직의 방향, 즉 비전이 연결되지 못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1) 또한 기업이 혁신을 통한 장기

적인 발전을 원할 경우 경영층의 노력만으로는 한계

1) 황인경(2003) 현장혁신활동을 촉진하라, LG주간경제, 2003.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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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기 때문에 현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혁신 노력

을 고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황인경, 2003). 

리더는 조직 내에서 혁신을 통제할 수도, 지원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선 현장의 구성원들

은 함께 일하는 직속 상사의 리더십에 영향을 받게 

된다. 조직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리더십을 혁신

을 위한 핵심요소로 여기고 있으며, 조직의 혁신은 

리더의 특성을 포함한 리더십 관련 요인들로부터 유

의미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Ettlie, 1983; 

Mohr, 1969).

최근의 리더십 연구는 조직의 혁신을 주도하고 이

끄는 리더의 역할과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대

표적인 예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

ship), 카리스마 리더십 (Charisma leadership), 그리

고 비전 리더십(Visionary leadership) 등이 있다(Teje-

da, Scandura, and Pillai, 2001). 이러한 리더십 연구

들은 비전 제시자라는 리더의 특성과 리더의 조직원

들에 대한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리더십 이론들은 리더의 비전제시에만 치중하여 조직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주

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승(2007)은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모두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검증하면서, 오늘날 리더의 역할이 단기적인 성과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원들로부터 혁신행동을 

이끌어내고 조직원들의 혁신행동을 격려하고 코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대 조직에서 리더의 혁신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원의 혁신 노력과 

혁신 행동을 주도하는 혁신 리더십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척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능률협

회에서 Quinn(1988)의 경쟁가치모델(Competing Value 

Framework)에서 제시하는 4가지 역량을 기반으로 하

여 혁신리더십지수(ILQ, Innovational Leadership Qu-

otient)를 개발하여 리더십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신뢰도와 타당도는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혁신활동을 성공적으로 이

끌기 위한 혁신리더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리더

십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신

1.1 신의 정의

Drucker(1954)는 ‘경영의 실제(The Practice of Ma-

nagement)’에서 혁신이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새로

운 세계관을 의미하는 것이며 혁신의 목표는 우리가 

보다 큰 힘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판단력

과 통찰력을 체득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Mohr(1969)

는 혁신을 조직에 새로운 변화가 의도적으로 실행되

는 정도라고 정의하며, 자연발생적인 변화는 혁신이

라고 할 수 없으며 의도적으로 실행되는 변화만이 혁

신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새로운 생각의 제시는 혁

신이 아니며 생각의 실천이야말로 혁신이라고 강조하

였다.

Van de Ven(1986)은 혁신이란 주어진 상황하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Damanpour(1991)는 개인 수준에서의 혁신을 혁신활

동에 대한 개별구성원의 수용 정도와 실천 정도로 파

악하였다. Rogers(1995)는 4,000여 편의 혁신 확산 연

구를 분석하여 혁신을 조직 내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에게 일정한 채널을 거쳐 전달되는 과정으로 파악하

였다.

혁신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 강종헌(2007), 혁신리더십지 한국능률협회, 2007. 4, http:// 

www.kmac.co.kr/notice/read.asp?topmenukind=4&pk=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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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유용한 제품, 

서비스, 공정 등으로 변환하는 과정인 동시에 아이디

어의 실천과 확산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혁신은 분석수준, 또는 혁신의 수용 단위에 따라 

조직수준과 개인수준으로 구분된다(King, 1990; Staw, 

1984). 조직수준의 혁신은 조직이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제도, 프로그램, 과정 또는 정책 등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수

준의 혁신은 조직 내 개별구성원이 담당하고 있는 과

업과 관련된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점에서 조

직수준의 혁신과 구분된다(Janssen, 2000; Scott and 

Bruce, 1994).

대부분의 연구들은 조직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

는데, 이는 조직수준의 연구가 광범위한 혁신의 개념

을 포함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지수로 측정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개인 수준의 혁신에 관한 연구

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Janssen, 2000; Scott and 

Bruce, 1994; West and Farr, 1990).

혁신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정의는 혁신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예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기업

의 수익성과 같은 재무적 이익뿐만 아니라 조직의 이

미지 제고와 같은 상징적인 이익도 포함하는 것을 말

한다(West and Farr, 1990). 특히 비즈니스 분야에서 

혁신은 생산성, 경쟁, 그리고 생존의 실제적인 요소라

고 여겨지고 있으며(Zaltman, Duncan, and Holbek, 

1973), 혁신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혁신의 활용 정도

를 성과로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이 발달하였다. 기술

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 연구에서는 완성된 기

술개발 및 개선빈도, 신제품 개발건수, 신공정 도입 

및 개발진행정도 등을 혁신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관리혁신(administrative innovation) 연구에서는 구성

원들이 제출한 아이디어 건수, 혁신목표 달성 정도, 

그리고 구성원들의 혁신 수용정도 등을 사용하고 있

다. 이외에 구성원들의 혁신수용 정도를 측정하는 성

과지표도 있다. 

혁신수용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행동을 제안하여 

개발ㆍ실천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혁신수

용은 일반적으로 조직성과나 유효성을 지향하고 있으

며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은 지

속적으로 새로운 혁신수용을 요구 받는다(Damanpour, 

1991).

1.2 신행동

혁신과 관련된 핵심과제는 어떻게 하면 혁신행동

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Drucker, 1998). 

특히 최근의 혁신에 관한 논의는 창의적 아이디어 개

발에 더불어 아이디어의 실천을 포함한다. 

Scott and Bruce(1994)는 개인수준의 혁신을 가장 

잘 포괄하는 개념으로 혁신행동(innovation behavior)

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혁신행동은 자신의 업무, 

소속부서나 조직의 성과 향상을 꾀하려는 목적을 갖

고 새롭고 유익한 아이디어를 창조하거나 도입하여 

적용하는 활동을 의미하며(Scott and Bruce, 1994), 조

직 구성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조직수

준의 혁신과 구분이 될 수 있다(Damanpour, 1991). 

그들이 제시한 혁신행동 개념은 Farr and Ford(1990)

가 개인이 자신의 과업역할에 새롭고 유익한 아이디

어를 도입하여 과업처리 방법, 과정, 절차 등을 획기

적으로 변화시켜 과업수행결과의 향상을 꾀하는 행동

이라고 개념화한 과업역할혁신(work role innovation)

과 유사하다. 또한 혁신행동은 자신의 아이디어의 개

발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받아들

여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인 역할 행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Katz and 

Kahn, 1978).

혁신행동은 혁신의 단계를 고려하여 혁신과 영향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상황적 접근방법과 혁

신의 제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혁신과 영향요인과의 

일반적인 관계를 밝히려는 일반적인 접근방법이 있

다. 최근의 상황론적 접근법에서는 혁신을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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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황요인과의 적합성의 산물로 파악하고 이를 효

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속성과 제반 상

황요인 간의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만기, 이지우, 1999). 이러한 혁신연구의 상황론적 

접근 방법은 조직론적 측면에서 활발히 행해지고 있

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의 관심은 조직수

준에서의 혁신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창의적인 아이

디어를 발현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바로 구

성원들이라는 점을 생각 해 볼 때 개인수준의 혁신행

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Amabile(1988)는 개인 창의성과 혁신을 연계하여 

내재적 동기유발, 영역관련지식, 창의적 사고기술의 

총합으로 측정한 창의성이 개인의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수준의 혁신을 일

으키는 선행요인으로는 개인의 특성, 지능, 창의성, 

자기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적 능력, 조직의 분위

기, 리더십 스타일, 역할 기대 등이 있다(Scott and 

Bruce, 1994; Amabile, 1998). 특히 리더는 혁신을 관

리하고 혁신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리더가 갖추고 있는 비전 제시력, 추진력, 다

양한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능력이 혁신에서 매우 

중요하다(Kanter, 1983). 

Scott and Bruce(1994)는 혁신에 관한 지원이 혁신

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리더와 부하의 

교환관계와 역할 기대가 종업원의 혁신적 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리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은 혁신적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Kanter(1985)는 혁신에 대한 몰입을 증진시키는 방

안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종업원의 참여, 혁신을 위

한 별도의 보상, 혁신을 위한 사전교육, 부서간의 장

벽완화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혁신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입, 새로운 아이디

어를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 조성, 비

용절감 접근과 위험 수용 접근, 그리고 정보와 아이

디어를 공유하는 풍토 등을 제시하였다. 

최고 경영자와 혁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보면 최고 경영자가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

고 정보획득을 위한 노력이 클수록 혁신을 촉진하며, 

경영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리더십 또한 혁신을 촉진

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

급자의 적당한 피드백과 인정은 조직 구성원들의 혁

신을 증가시키며 결과물에 대한 인정의 결여는 혁신

의 방해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1.3 신 리더십

1980년대 이후 급변하는 무한 경쟁 속에서 조직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존을 위해 조직 변화의 필요성

을 절감하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

하고 있다. 기업은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Kotter, 1999). 

Kotter(1999)는 변화의 핵심으로 리더의 역할을 강

조하면서 변화의 8단계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위협과 

기회상황을 검토하여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

이며, 둘째는 변화노력을 이끌기 위해 강력한 힘을 

갖는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고, 셋째는 변화노력의 방

향인 비전을 창조하는 것이다. 넷째는 다양한 방법으

로 새로운 비전을 전달하고 솔선수범하는 것이고, 다

섯째는 변화를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비전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임파워먼트 시키는 것이다. 그리

고 여섯째는 단기적인 성과를 가시화시키는 것이며, 

일곱째는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방식을 제도화하고 문화적으

로 흡수시키는 것이다(이상호, 2004; 재인용). 더불어 

Kotter(1990)는 리더십이라는 개념자체가 변화추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였다.

변화추구에 초점을 맞춘 리더십은 많은 학자나 실

무자에 의해 강조되고 있는데, 접근방향에 따라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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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카리스마 리

더십(charisma leadership), 비전적 리더십(visionary 

leadership)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Nadler 

and Tushman, 1990; Tichy and Devanna, 1986; 이

상호, 2004). 

2. 최근의 리더십 

1980년대 이후 급변하는 무한 경쟁 속에서 조직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존을 위해 조직 변화의 필요성

을 절감하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

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리더십 이론 가운

데 혁신 또는 변화와 관련된 리더십 이론은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카리스마 리더십

(charisma leadership), 그리고 비전적 리더십(visionary 

leadership), 등을 들 수 있다(Tejeda, Scandura, and 

Pillai, 2001). 

2.1 변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1980

년대 이후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

로운 유형의 리더십으로 대두되었다. Burns(1978)가 

제안하고 Bass(1985)가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로 하여금 조직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하

고 부하들로 하여금 장래 비전의 공유를 통해 그들의 

몰입을 높이며 일련의 변화과정을 통해 초기에 예상

했던 목표를 초월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

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변혁적 리

더십이란 리더가 조직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하여 변화를 제도화하고 그 과정을 관리해 나

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달성하

고자 하는 특정 성과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그 성

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그들 스스로의 지

각수준을 제고하게 한다. 또한 조직원들로 하여금 보

다 큰 집단이나 조직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초월

하도록 유도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charisma), 개별적 배려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그리고 영감적 동기부여(inspirational mo-

tivation)의 네 가지 중요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카리스마적 요인은 리더가 부하에게 비전과 사명

감을 제공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부하들로부터 존

경과 신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Bass, 1988). 개별적 

배려란 리더가 부하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 이를 배려

하여 개별적으로 다르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리더는 부하들의 학습경험을 장려하고 교사, 멘토, 코

치, 개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보를 전달할 경우에

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쌍방향적인 대화나 

직접적인 대면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지적 

자극은 부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격려하

여 부하 스스로 문제를 개념화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부하의 이해력과 합리성을 높이고 사

려 깊은 문제해결을 하도록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

다. 영감적 동기부여는 리더가 부하의 내면에 호소하

여 비전에 동참하려는 동기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변혁적 리더십에서 기대하는 성과는 다른 

리더십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영감적 

동기부여를 통해 일의 결과에 대한 열정과 신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Bass, 1985). 

Howell and Higgins(1990)는 캐나다 CEO 2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Shamir, House, 

and Arthur(1993)는 변혁적 리더십이 혁신행동에 상

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가 조직원의 혁신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ycio, 

Hackett, and Allen, 1995). 

윤대혁과 정순태(2006)는 변혁적 리더십의 하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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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 카리스마, 지적 자극, 그리고 개별적 배려가 조

직구성원의 혁신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검증하였고, 문재승(2007)도 변혁적 리더십과 거

래적 리더십은 모두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장행부(2006)는 제주도와 

경상북도 지역에 근무하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직원들

을 대상으로 변혁적 리더십이 부하의 혁신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변혁적 

리더는 부하의 혁신행동을 유발하는 리더십으로 작용

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변혁적 리더십

의 하부요인들은 리더의 카리스마적인 비전제시, 지

적 자극을 통한 문제해결 및 자기개발 측면에서 혁신

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은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 

과정을 통해 초기에 예상했던 목표를 초월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리더가 부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

을 강조하고 있다(Bass, 1985). 그러나 변혁적 리더십

은 동기부여를 통해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만, 혁신이란 생각의 제시가 아닌 생각의 실천이

라고 강조한 Mohr(1969)와 Drucker(1998)의 정의와

는 다소 차이가 있다. 

2.2 카리스마  리더십 

House(1977)는 경영조직에서 리더의 카리스마적 

특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카리스마적 리더십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 Conger and Kanungo 

(1987)는 Max Weber의 카리스마 개념을 발전시켜 

행동중심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을 제시하였다. 

House(1977)는 다양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카리스

마 리더십이란 부하에게 카리스마적 효과를 미치는 

리더십이라고 정의하면서 우월성, 자신감, 자신의 신

념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확신, 강한 영향력 행사 욕

구 등이 카리스마의 특성이라고 제시하였다. Conger 

et al.(1987)는 카리스마를 특정한 상황에서 조직원들

이 특정인이 카리스마적이라고 귀인한 결과로 나타나

는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중에서 특정한 역할

과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리더십이 있다고 귀인하게 

되는데 카리스마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논리가 적용

되어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

다. 여기서 카리스마적이라는 것은 현상에 불만을 가

지고 이상적 비전을 제시하며 변화를 주도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의미한다. 

Conger, Kanungo, Menon, and Mathur(1997)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이론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

였다. 첫 단계는 상황평가에 관한 것으로 리더가 환

경에 존재하는 기회와 제약조건, 그리고 추종자들의 

욕구에 민감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두번

째 단계는 비전구축 단계로 상황평가의 결과에 따라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단계이다. 카리스마적 

리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상적이면서 공유된 미래

의 비전을 구축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

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비전실천 단계로써 이 단계에서 리더는 

선택된 조직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조직원들이 믿

고 몰입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희생적인 행동을 보여주게 된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Conger et al.(1997)는 카리스

마적 리더십을 측정하는 설문을 개발하였으며 타당도

를 검증하였다. 타당도 검증 결과, 카리스마적 리더

는 전략적 비전과 그것의 구체화, 환경에 대한 민감

성, 구성원들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 개인적 위험감

수, 그리고 비일상적 행동 등의 다섯 가지 차원의 행

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관한 실증연구들은 대부분 

조직의 성과와 관련이 있다. House(1977)는 카리스

마적 리더가 부하들의 신뢰, 감정, 확신, 동기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Bass and Avolio 

(1993)는 카리스마적 리더가 종업원의 태도, 인식,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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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Howell and Frost(1989)는 카리스마적 리더와 직무

만족간에는 정적 상관이, 역할갈등과 모호성간에서는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Smith(1982)의 연구

에서는 카리스마적 리더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비카

리스마적 리더와 일하는 직원들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있고, 상사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식(2006)은 변혁적 리더십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변혁적 리더십의 카

리스마 차원만이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정적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더의 카리스마적 

행동이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혁신행동간의 관계에 

관한 또 다른 연구에서 리더의 부하의 욕구 민감성과 

위험감수 행동은 부하의 혁신행동 유발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환경 민감성과 비전수립 

행동이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전형, 2004). 특히 리더의 위험감수 행동

과 부하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은 부하들의 혁신 행동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

나 리더의 비일상적 행동은 부하의 혁신행동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전형, 2004).

카리스마 리더십에 관한 실증연구들은 대부분 조

직의 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ouse, 

1977; Smith, 1982; Bass and Avolio, 1993). 그러나 

카리스마 리더십은 특정한 상황에서 조직원들이 리더

의 카리스마적 특성을 인지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

상이며(Conger et al., 1987), 카리스마 리더는 타인

에 대한 영향력 행사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조직구성

원들이 자발적으로 혁신을 주도하기 보다는 리더의 

혁신 성향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2.3 비  리더십  

많은 리더십 연구자들은 리더가 지녀야 할 역할 

중에서 비전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Bennis and 

Nanus, 1985; Kotter, 1990; Morris, 1988). 비전은 

리더십, 전략, 그리고 혁신과 더불어 많은 연구자들

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통일

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Larwood, Felbe, 

Kriger, and Miesing, 1995). 

Sashkin(1986)은 비전을 설정하고 조직의 문화를 

바꾸어 비전을 실현해 나아가는 비전 추구형 리더를 

비전적 리더라고 정의하였다. Green(2006)은 비전적 

리더는 영감을 고취하고, 카리스마적이며, 매우 창조

적이고, 그리고 보다 향상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을 가진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하였다. 한편 Bennis 

(1990)에 21세기에 성공한 리더들은 모두 비전을 창

조하는 역량과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

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비전적 리더가 갖추어야 할 요인으로는 미래의 상

황을 예측하는 능력, 목표를 개발하고 이를 명료하게 

전달하는 능력, 중요한 이슈에 주의를 환기하고 모으

는 능력,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와 판단성, 그리고 일

관성과 신뢰성이 있다. 여기서 비전은 조직의 핵심역

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의 가치와 조화를 이

루어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함으

로써 종업원들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힘으로 정의할 

수 있다(Nanus, 1992). 

리더십 연구자에게 있어서 비전은 미래의 이미지

로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공하며, 이상향을 명

확히 하며, 목표를 강조하고, 그리고 조직의 하나됨

을 밝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Berson, 2001). 이

러한 비전이 바람직한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간단 명료하며 도전하고 추구할 가치가 있어야 한

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종업원들을 동기부여를 부여

하기 위해서는 이익 추구 외에 종업원들의 꿈이 담

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비전은 전략과 연

계되어야 한다. 비전이 경쟁적 전략으로 현실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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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면 그것은 좋은 비전이라 할 수 없다. 넷째, 

비전은 조직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어야 한다(Nanus, 

1992). 그렇지 않을 경우 비전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게 된다(Nanus, 1992; Kotter, 

1990; Morris, 1988). 

Chandi and Tellis(1998)는 300개 이상의 회사를 

대상으로 리더의 의지와 비전이 근본적인 혁신 수준

에 두드러진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진정한 비전적 리더는 부하들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

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융통성을 주기 위해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관찰되었다(White and Hod-

gson, 2002).

비전적 리더십의 핵심은 리더의 비전제시 능력이

라 할 수 있다. 비전제시는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

마 리더십 등 최근의 리더십에서 공통적으로 논의

하고 있는 리더의 특성이다. 그러나 비전적 리더십

에서 다루고 있는 비전제시는 방향을 제시하고 동

기를 부여하는 측면을 강조할 뿐 혁신과 혁신행동

이 강조하는 실천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

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화추구에 초점을 맞

춘 최근의 리더십(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 

및 비전적 리더십)은 변화의 핵심으로 리더십을 다루

며 혁신을 통한 조직의 성과가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 그리고 비전적 리더십은 Drucker(1998)와 

Mohr(1969), Kotter(1990)가 강조한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토대로 생각을 제시하고 그 생각을 실

천하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루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과 혁신행동의 정의를 토대

로 실무 현장에서 혁신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실천

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리더의 혁신

행동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혁신 리더십 척도를 개발

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상  표본

본 연구에서는 A사 본사 및 지방에 근무하는 일반 

팀원 및 팀 리더급을 대상으로 사내 인트라넷을 이용

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79명의 응

답 중 불성실한 응답자 2명을 제외한 177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A사는 만 명이 넘는 종

업원을 가진 국내 대기업 가운데 하나이다. 1990년대 

후반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

며, 혁신의 연장선상에서 2000년 초에 6시그마를 도

입하여 2006년 말 기준으로 약 30%의 인력이 6시그

마 자격 벨트를 취득한 혁신 성과를 지닌 기업이다. 

현재에는 도요타 생산방식을 자사에 적합하게 구현하

여 고유의 혁신 모델을 완성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새

로인 비전을 정립하고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제도 및 

시스템 등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172명(97.2%), 여성이 5명

(2.8%)으로 연구 대상의 대부분은 남성이었으며. 평

균 연령은 44.18세(표준편차 7.44)이었다. 근속연수는 

평균 19.7년(표준편차 8.2)으로 10년 미만이 19명

(1.7%), 11년에서 20년 사이는 74명(41.8%), 21년에

서 30년 사이는 76명(42.9%), 31년 이상 근무한 사

람은 8명(4.5%)이었다. 직책은 일반 팀원이 165명

(93.2%)이고 공장장을 포함한 팀리더급이 12명(6.8%)

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은 팀원이었다. 

2. 측정도구

2.1 신 리더십

혁신 행동이 성공적으로 조직 내에 수용, 실천, 확

산되기 위해 필요한 개인수준의 선행요인으로는 개인

의 특성, 지능, 창의성, 자기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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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능력, 조직의 분위기, 리더십 스타일, 역할 기대 

등이 있다(Scott and Bruce, 1994; Amabile, 1998). 

특히 리더는 혁신을 관리하고 혁신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리더가 갖추고 있는 비

전 제시력, 추진력,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능력이 혁신에서 매우 중요하다(Kanter, 1983).

기업이 혁신을 통한 장기적인 발전을 원할 경우 

경영층의 노력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혁신 노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리더의 역할은 단기적인 성과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

라 조직원들로부터 혁신행동을 이끌어내고 조직원들

의 혁신행동을 격려하고 코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

로 바뀌어야 한다(문재승, 2007). 

Kotter(1999)가 제시한 리더를 통한 변화의 8단계

와 본 연구의 대상인 A사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혁신 리더가 보일 수 있는 

행동에 관해 수집한 종업원들의 설문 내용을 분석하

여 혁신리더십 요인을 도출하였다. 

우선 혁신의 아이디어적 요인으로 Kotter(1999)가 

제시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화노력을 이끌기 

위해 강력한 힘을 갖는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 변화추구 요인을 도출하였다. 

 비전제시는 리더가 변화노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으로 기존의 변혁적 리더십(Bass, 1985), 카리스마적 

리더십(Conger et al., 1997), 및 비전적 리더십(Green, 

2006)에서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바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중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리더가 부하들에게 혁신만을 강조하면서 본인은 

혁신 관련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경우 리더십을 발휘하

기가 어려울 것이다. Kotter(1999)는 솔선수범을 중

요한 변화 단계 가운데 하나로 강조하였다. 솔선수범

은 리더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언행이 

일치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부하들은 말만 앞서는 

리더보다는 솔선수범을 보이는 리더에게 만족도가 높

게 나타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또한 Dineen, Lew-

icki, and Tomlinson(2006)의 연구에서는 솔선수범과 

비슷한 개념인 행동일치(Behavior integrity)가 종업

원들의 조직시민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솔선수범을 또 하나의 중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신뢰는 리더십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간

주되고 있다. 그 이유는 신뢰가 없을 경우 리더가 영

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여도 따르는 자들이 그것을 거

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Bennis et al.(1985)는 변혁

적 리더는 따르는 자들의 신뢰를 얻기 때문에 변혁적 

리더십과 신뢰의 관계가 직접적이라고 제시하였다. 

Bass(1985)는 신뢰란 리더의 비전에 대하여 따르는 

자들의 몰입을 이끌어 내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

히 변혁적 리더에게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신뢰에 대한 개념은 “가장 일

상적이고 반복적인 상호작용의 기초로서 역할을 하는 

것”(Garfinkle, 1963),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행동에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그 구성원

이 다른 구성원을 모니터 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

력에 상관없이 다른 구성원이 신뢰자에게 중요하고 특

정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하는 것”(Mayer, 

Davis, and Schoorman, 1995),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을 믿고자 하는 정도로서 다른 사람의 말, 행동, 그리

고 의사결정 행동에 기초를 둔다”(McAllister, 1995) 

등이 있다. 앞서 정의된 신뢰에 대한 개념을 통해 오

늘날 조직 내에서 신뢰는 추종자들에게 기대감을 주

어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리더의 혁신행동에 관련된 연구들과 서론

에서 기술한 리더십 이론을 토대로 연구진에서 혁신

리더십의 중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변화주도, 비전

제시, 솔선수범 및 신뢰의 네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일차적으로 각 요인별로 2개에서 4개의 총 13개 하

위요인을 선정하였다(<표 1> 참조).

이 요인들에 대한 2차 검토에서 연구진은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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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위 요인 수가 많고 일부 하위요인들의 경우 

독립적 하위 요인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하나의 문항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위 요

인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진은 네 개의 하위요인과 13개의 하위요인을 검

토하면서 하위요인 중에서 독립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은 독립된 요인으로 분류하고 내용이나 개념상 

동일 요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하위 요인들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는 작업을 병행하

였다. 

이 과정에서 혁신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

단되는 변화주도 요인에 속하는 네 개의 하위요인을 

모두 독립 요인으로 채택하고 비전 인식과 비전 전달

은 비전제시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묶기로 하였다. 솔

선수범과 신뢰에 속하는 하위 요인들은 하위 요인으

로 간주할 정도로 구성개념이 크지 않고 각 하위요인 

별 문항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각 하위 요인을 하

나의 문항으로 간주하고 솔선수범과 신뢰의 두 요인

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1> 기 신리더십 요인 

요 인 하위 요인 요인 수

변화주도 혁신추구, 문제해결, 

자기개발, 위험감수
4

비전제시 비전인식, 비전전달 2

솔선수범 주인의식, 책임감, 

자기희생, 역할모델
4

신  뢰 능력, 배려, 윤리 3

총  계 13

이러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혁신리더십에 속하는 

요인은 하위요인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혁신

추구, 문제해결, 자기개발, 위험감수, 비전제시, 솔선

수범 및 신뢰의 7개로 결정하였다. 각 요인 별 문항

의 예를 살펴보면 혁신추구는 “우리 부서 리더는 업

무수행과정 및 방법에서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한

다” 등의 세 문항, 문제해결 요인은 “우리 부서의 리

더는 문제 발생 시 그 해결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시한다” 등의 두 문항, 자기개발 요인은 “우리 부

서 리더는 구성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한다”, 위험감수 요인은 “우리 부서 리더는 도전적 

실패를 책망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한다” 등의 세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비전제시 요인은 “우리 부서의 

리더는 부서와 회사의 비전을 구성원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한다” 등의 세 문항, 솔선수범 요인은 “우리 부

서의 리더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자신을 희

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등의 세 문항, 마지막으로 

신뢰 요인은 “우리 부서의 리더는 직원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며, 개성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

려한다”, “우리 부서 리더는 행동에 일관성이 있다” 

등의 여섯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혁신리더

십 척도는 전체 7개 요인,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부

하들이 자신의 상사 행동을 평정토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2.2 성과변수

본 연구에서는 혁신리더십의 준거관련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하여 부서동일시, 부서에 대한 애착, 조직

몰입 및 상사만족 등의 네 개의 성과 변수를 포함시

켰다. 부서동일시와 부서에 대한 애착은 Shamir, Zakay, 

Breinin and Popper(1998)가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부서동일시에 속하는 문항은 “나는 우리 

부서 구성원들과 강한 일체감을 느낀다” 등의 세 문

항이었고 부서에 대한 애착은 “나는 현 부서에 배치 

받은 것을 후회하는 때가 가끔 있다(R)” 등의 두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해 개인이 갖는 성향을 나타

내고 이해하는 개념으로써 구성원이 자신의 조직에 

대하여 가지는 긍지,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내

면화, 조직을 위해 개인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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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McGee and Ford, 1987). 또한 조직몰입은 자

기가 속한 조직에 대해 동일시, 몰입, 일체감, 애착심

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

에 대한 강한 신뢰와 수용, 조직을 위해 애쓰려는 의

사, 조직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Mowday, Porter, and Steers, 1982). 본 연구에

서는 Mowday와 그의 동료들이 정의한 조직몰입 척

도 가운데 “나는 우리 회사의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여긴다” 등의 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 4개 문항에 대한 문항분석 결과 한 문항의 문

항-전체 상관이 낮아 이 문항을 제거하기로 하였으

며,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3개 문항을 사용하여 조직

몰입을 측정하였다. 

상사에 대한 만족은 Scarpello and Vandenberg 

(1987)가 개발한 문항 중 연구 목적에 맞게 “나는 직

책 보임자의 리더십 스타일에 만족한다”와 같이 3개 문

항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3개 문항에 대한 문항분석 

결과 한 문항의 문항-전체 상관이 낮게 나타나 이 문

항을 제거한 2개 문항만을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에서 사용된 4개의 성과 변수에 속하는 

10개 문항에 대해 주축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요인은 모두 독립된 요인으로 구분

되었다. 본 연구에서 모든 성과 변수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서동일시, 

부서에 대한 애착, 조직몰입, 그리고 상사만족의 정

도가 높도록 점수화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우선 연구에 사용

된 각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자료(평균과 표준편차)와 

각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혁신리더십 척

도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혁신리

더십 요인과 성과 변수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하였으

며, 어떤 혁신리더십 요인이 각 성과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신리더십 척도의 구성타당도 

혁신리더십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25개 문항을 가지고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7개 

요인으로 설정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7개의 

요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특히 신뢰 요인에 

속하는 여섯 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지 않고 위

험감수 및 솔선수범과 같은 다른 요인과 같이 묶여서 

나타났다. 신뢰 요인에 속하는 대부분의 문항들이 다

른 요인과 높게 관련 되었기 때문에 신뢰요인에 속하

는 문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기개발 요

인에 속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들과 중복되

어 관련되지 않았으나 해당 요인과의 관련성이 낮아 

이 문항들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문제해결 요인

에서는 한 문항이 여러 요인에 중복되어 관련된 것으

로 나타나고 해당 요인과의 관련성도 낮게 나타나 이 

문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혁신추구 요인과 솔선수범 

요인에서도 각 한 문항이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

여 이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요인 수에서는 

신뢰와 문제해결 두 요인이 삭제되었고, 문항으로 보

면 신뢰 요인에 속하는 6개 문항, 자기개발 요인에 

속하는 2개 문항, 그리고 문제해결, 혁신추구 및 솔

선수범에서 각각 1개 문항 등 모두 11개 문항이 제

거되어, 최종적으로 14개 문항이 남게 되었다. 

14개 문항을 통해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혁신추구, 문제해결, 위험감수, 

비전제시, 그리고 솔선수범의 5개 요인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보듯이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해당 요인과의 요인계수가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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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리더십 문항에 한 요인분석 결과

요  인

비전제시 혁신추구 솔선수범 위험감수 문제해결

비전제시1 .77

비전제시2 .77 .32

비전제시3 .66

혁신추구2 .32 .74

혁신추구1 .71 .32

혁신추구3 .66 .35

솔선수범3 .32 .73 .31

솔선수범4 .33 .40 .64

솔선수범2 .41 .52

위험감수3 .69

위험감수2 .36 .35 .66

위험감수1 .40 .45 .46

문제해결2 .37 .42 .57

문제해결1 .39 .34 .39 .46

주) 요인계수 .30미만은 제거하였음.

<표 3> 각 요인과 성과변수간 상 계수(N=177)

변  수 1 2 3 4 5 6 7 8 9

1. 비전제시 (.92)

2. 솔선수범 .74
** (.89)

3. 혁신추구 .65
** .65** (.86)

4. 위험감수 .67** .72** .67** (.83)

5. 문제해결 .74
** .76** .66** .69** (.84)

6. 동일시 .57
** .62** .54** .64** .58** (.88)

7. 조직몰입 .49** .51** .42** .53** .44** .58** (.71)

8. 부서애착 .25
** .25** .20** .17* .19* .28** .17* (.87)

9. 상사만족 .48
** .58** .52** .63** .53** .51** .38** .18* (.82)

M 4.37 4.25 4.26 4.11 2.82 4.16 4.14 3.42 4.10

SD .61 .62 .57 .62 .39 .61 .55 1.10 .63

주) * p < .05,  ** p < .01, 대각선 숫자는 Cronbach's alpha계수를 의미함.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요인과는 높게 관련되지 

않았다. 위험감수 1번 문항의 경우 만 5번째 요인인 

문제해결 요인과 가장 높게(.46) 관련되었다. 그러나 

이 문항은 4번째 요인인 위험감수와도 높게 관련

(.45)되었고 문항 내용상으로도 위험감수 요인과 더 

관련 있었기 때문에 위험감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혁신 리더십 척도는 7개 요인보다는 5개 요

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 요인으로 구성된 혁신리더십 척도의 구성타당도

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기술통계치

최종 확정된 5개의 혁신리더십 요인과 4개의 성과 

변수 등 본 연구에서 사용한 11개 요인 또는 변수의 

평균, 상관 및 신뢰도계수인 alpha 계수는 <표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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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리더십을 통해 성과변수를 설명하는 다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부서동일시 부서애착 조직몰입 상사만족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비전제시 .087 .941 .175 1.414 .175 1.661 -.067 -.694

솔선수범 .222 2.252* .189 1.437 .204 1.822 .224 2.194*

혁신추구 .064 .784 .059 .539 .017 .182 .109 1.274

위험감수 .330 3.716** -.076 -.645 .305 3.033** .409 4.447**

문제해결 .077 .804 -.067 -.522 -.067 -.616 .053 .532

R2 .480 .078 .332 .442

F 31.622*** 2.880* 16.971*** 27.036***

주) * p < .05,  ** p < .01, *** p < .000.

제시되어 있다. 먼저 대각선에 제시된 각 요인 또는 

변수의 신뢰도계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

났는데, 조직몰입의 신뢰도계수가 .71로 가장 낮았고 

대부분의 변수는 .80대였으며 비전제시 요인이 .92로 

제일 높았다. 혁신리더십 요인의 평균 점수는 모두 

4.0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혁신 리더십 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리더십 요인들은 전반적으로 서로 높게 관련

되었다. 상관의 크기는 비전제시와 혁신추구 간의 .65

로부터 솔선수범과 문제해결간의 .76까지 비교적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개 하위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이라기 보다는 서로 간에 관련성이 깊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3. 거 련타당도 검증

5개 혁신리더십 요인과 4개의 성과변수 간의 관련

성을 분석한 상관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서 보듯이 5개의 혁신리더십 요인과 각 성과 변수 

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하였다. 즉 부서장이 혁신을 

추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모든 일에 솔선수범할수록 부서 구성원들의 

부서동일시, 부서애착, 조직몰입, 및 상사만족은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리더십 척도의 준

거관련타당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개 혁신리더십 요인 가운데 어떤 요인이 각 성과

변수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지를 알

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

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먼저 혁신리더십 요인이 부서

동일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 변량의 48%를 

설명하였으며 위험감수와 솔선수범 요인이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위험감수 요인의 표준회귀계수

가 가장 높게 나타나 부서동일시를 높이는 데는 위험

감수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서애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혁신리더십은 큰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리더십 요인

은 부서애착 전체 변량의 8%만을 설명하였으며 어떤 

요인도 부서애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의하지 않

았다. 조직몰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 변량의 

33%를 설명하였으며 위험감수 요인만이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사만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 변량의 44%를 설명하였으며 위험감

수와 솔선수범 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과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혁신

리더십 요인 중 위험감수와 솔선수범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위험감수 

요인이 부서애착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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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조직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리더의 혁신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혁신리더십 척도

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혁신행동에 관한 연구와 혁신 

관련 리더십 이론을 통해 추출한 요인을 토대로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혁신추구, 문제해결, 위험감수, 

비전제시 및 솔선수범의 5개 요인이 혁신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혁신추구 요인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

운 것을 추구하며 이를 지원하는 리더의 행동 특성을 

의미한다. 이 요인은 혁신을 정의하는 개념과 유사하

기 때문에 혁신리더십의 요인으로서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할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해결 요인은 문제가 발생할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시하는 리더의 행

동 특성을 의미한다. 부하들이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예상치 않았

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좌절할 수 있

을 것이다. 리더는 이 상황에서 부하들이 문제를 해

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

들의 혁신 행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감수 요인은 부하들이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

도록 격려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책

망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구성원

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목표나 일에 도전하는 

문화를 가져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Kanter 

(1985)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혁신에 대한 몰입

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구성원이 새로

운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

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

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이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이러

한 태도는 리더가 구성원들의 실패를 크게 책망하지 

않고 이들에게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도록 격려하는 

행동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혁신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인의 하나로서 위험감수 요인이 

포함된 것은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전제시 요인은 기존의 변혁적 리더십(Bass, 1985), 

카리스마적 리더십(Conger et al., 1997) 및 비전적 

리더십(Green, 2006)에서도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 나

타난 바 있다. 혁신 행동을 강조하는 리더는 부하들

에게 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리더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

시하며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수용해야 함을 역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전제시 요인은 혁신리더십의 구성요인으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솔선수범 요인도 혁신리더십에 포함되

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리더가 부

하들에게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행동은 변화시키기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부하들의 혁

신행동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리더가 먼저 앞

장서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

서 솔선수범이 혁신리더십의 요인으로 포함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과변수와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혁신리더

십의 5개 요인은 4개의 성과변수와 모두 유의하게 

관련되었는데, 이는 혁신리더십 척도의 준거관련타당

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리더가 혁

신추구, 문제해결, 위험감수, 비전제시 및 솔선수범 

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부하들의 부서동일시, 부서에 

대한 애착, 조직몰입, 그리고 상사만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 및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과변수와

의 관련성 측면에서 5개의 혁신리더십 요인 가운데 

위험감수와 솔선수범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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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상사만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혁신리더십 요인 

가운데 위험감수와 솔선수범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하들이 실패하더라도 도전할 것을 요구하고 

실패했을 경우 심하게 책망하지 않고 비교적 관대하

게 대하는 부서장과 자신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

고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부서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솔선수범 요인이 상사에 대한 만족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부하들이 말

만 앞서는 리더보다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언행이 일치되는 행동을 하는 리더에 대해 만족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Dineen, Lewicki, and Tomlinson(2006)의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의 솔선수범과 비슷한 개념인 행동일치

(behavior integrity：말과 행동 간의 일관성을 의미

함)가 종업원들의 조직시민행동과 유의하게 관련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리더십 연구에서 논의는 많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시도되지 않은 혁신리더

십 척도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혁

신리더십이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혁신리더십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도 기

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조직의 복잡성은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다. 이 

시점에 대부분의 조직은 혁신적 조직 및 문화의 구축

을 지향하며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 지식 경영에서의 

화두인 조직의 지식 창출, 공유, 확산은 바로 복잡성

이 증대된 조직 상황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모색

하는 조직의 일련의 활동들이다.

복잡성의 증대에 따른 조직적 관심 대상 중 하나

가 바로 리더에 관한 것이다. Nonaka(1988; 1994)는 

일찍이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미들업

다운(middle-up-down) 조직을 주장하며, 중간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Dolan et al.(2003)은 

복잡성이 증대된 조직 상황에서 단순한 상사가 아닌 

혁신적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들

이 지향하는 하나의 귀결점은 바로 조직의 복잡성 증

대에 어떻게 리더가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

들이다. 

한편 Barrett(2006)과 Dolan et al.(2003)은 복잡성 

관리를 위한 하나의 경영 패러다임으로 가치중심의 

경영을 제안한다. Quinn and Rohrbaugh(1983)은 경

쟁가치 모델에서 복잡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문화 및 가치(adhocracy)의 지향이 바람직함

을 주장한다. 즉 가치는 조직의 미래 지향점을 제시

하는 하나의 끌개(attractor)로서 역할을 수행한다(Dolan 

et al., 2003). 그러나 가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에 

관한 준거일 뿐 실제적 변화와 발전의 근원인 개별 

구성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Stacey(2001)는 조직의 변화와 발전의 근원으로 

개별 구성원들의 창조적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역설한

다. 복잡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조직 내 구성원들의 창

조적 상호작용은 혁신 리더십을 지닌 리더들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의 지향점인 가치에 부합되

게 개인의 가치와 개인들의 행동을 적합하게 하는 매

개체로서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개별 

구성원들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위해서도 리더의 역할

은 매우 중요하다. 즉 복잡성 증대에 따른 전사 차원

의 혁신적 가치의 추구, 개별 구성원들의 창조적 상

호작용을 통한 조직의 변화와 발전은 리더들의 혁신 

리더십 확보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복잡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혁신적 가

치를 추구하는 많은 조직들에 필요한 리더의 역할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조적 상호작용을 위한 매

개체이며 촉진자로서 혁신 리더십의 중요성을 부각시

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비전제시, 혁신추구, 문제

해결, 위험감수, 솔선수범의 5가지 요인은 최근 글로

벌화를 지향하며 조직의 복잡성이 증대되는 조직의 

리더에게 필수적인 역할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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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별 구성원들이 미래 가치와 개인의 가치를 적합

하게 하는 매개체로서, 지속적으로 지식을 창조, 공

유, 확산하는 일련의 활동들의 촉진자로서 혁신 리더

십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혁신리더십 척도를 구성하는 

혁신추구, 문제해결, 위험감수, 비전제시 및 솔선수범

의 다섯 가지 요인은 현대 조직에서 지금까지 리더들

이 보이지 않은 새로운 행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에서도 기술하였지만 각 요인은 다른 리더십 이론

의 요인으로 포함되었거나(예：변혁적 리더십의 비전

제시) 또는 단독으로 리더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행동들이다.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현대 

조직의 특성상, 조직에서 리더는 혁신과 관련된 행동

을 보일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러한 다섯 가지 요

인들은 리더들이 보일 수 있는 다양한 행동 가운데 

혁신 리더십이라는 구성개념과 관련이 깊은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이러한 행동들을 

혁신 리더십이라는 구성개념하에 묶는 시도를 하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직에서는 이러한 척도를 

활용하여 리더의 혁신리더십 수준을 측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리더의 역량 평가나 수행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실무에서 리더들의 혁

신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리더들이 혁신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혁

신추구, 문제해결, 위험감수, 비전제시, 및 솔선수범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러한 행동을 증

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을 것

이다. 특히 성과변수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무엇보

다 위험감수와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선적

으로 이러한 행동을 많이 보이도록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혁신리더십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요인분석을 한 번만 실시하

였다는 점이다. 표집이 크지 않아 교차타당도를 보기 

위해 전체 조사대상자들을 반으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요인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혁신리더십의 5개 요인이 다른 표집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확신하기가 어렵다. 향

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집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뿐 아니라 확인적 요인분석도 같이 실시하여 혁

신리더십의 5개 요인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분석

할 필요가 있다.

표집과 관련해 본 연구는 한 조직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조직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혁신리더십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

사된 기업의 특성상 남성들이 많아서 조사대상자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97.2%)이 남성이었다. 추후 연

구에서는 여성들도 포함시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혁

신리더십 요인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전체 조사 대상자들에게 사내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실명노출 가능성

으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bias가 응답결과에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조직에서 사내 인트라

넷을 이용하여 많은 설문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

사대상자의 실명노출 가능성에 대한 민감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혁신리더십의 요인을 구성하기 

위해 처음에는 13개의 하위 요인을 포함하였으나 연

구진의 2차 검토 결과 7개의 요인으로 설정하게 되

었다. 또한 이러한 7개 요인은 실제 자료를 얻은 후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비전

제시, 혁신추구, 솔선수범, 위험감수, 그리고 문제해

결의 5개 요인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에서 혁신리더십에 관련된 문헌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론적인 틀보다는 연구진의 경험에 의존해서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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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부분이 크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혁신리더십 5요인의 안정

성에 관해 추가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혁신리더십 척도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4개의 성과변

수는 모두 개인의 태도를 측정하는 변수였다. 혁신리

더십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 변수 이외에 구성원들의 실제 혁신행동을 포함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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