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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요약
ㄴ

본 연구에서 기업지원인식이 업무자율성과 혁신적 생산활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동시에 조절효과도 

존재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업무자율성, 혁신적 생산활동,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기업지

원인식이 조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검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중국 천진시에 위치한  물류업체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00부 배포하는 설문 중에서 213부를 회수하여 198부 유효한 답변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Macro(Preacher, Curran,& Bauer, 2006)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기업지원인식이 업무자율성과 혁신적 생산활동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둘째, 혁

신적 생산활동이 업무자율성과 혁신적 생산활동의 결과변수로 여긴 기업성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검증하였다다. 셋째, 이러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결합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매개효과가 기업지원

인식이라는 조절변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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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의 시장경제 발전은 신속히 변화하는 시대

이다. 조직은 이런 신속한 변화의 환경에서 지속가

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 차원은 물론 

조직원 측면에서의 혁신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

은 혁신적 생산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새

로운 경쟁방식을 창조하거나 진입장벽을 형성함으로

써 경쟁자들에 비해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하

고 또한 유지할 수 있다(McCarthy and Schoenecker, 

1999; Porter, 1985). 

혁신행동은 조직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 및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을 모두 포함한다(Scott& Bruce, 1994). 많은 학자들

이 혁신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혁신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

다. 혁신행동의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 개인특

성이나 내적 동기와 같은 개인적 요인,  조직 분위

기와 풍토 같은 환경적 요인 및 직무자체의 특성이

나 직무관련 요인들이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김종우,이지우, 2012). 업무자율성과 

기업지원인식이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연구에서 기업지원인식이 업무자율성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되었다

(Hutchison & Garstka, 1996; Yoon, 2001; 김윤성, 

2003; 설홍수, 2006; 김동환, 양인덕, 2009; 김우진, 

서원석, 2011). 

본 연구에서 기업지원인식이 업무자율성과 혁신

적 생산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동시

에 조절효과도 존재하는 것을 밝히려고 한다. 업무

자율성은 업무특정모형 중의 하나의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기적 직무설계 이론의 핵심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업무특성이다(Campion, 1988; Hackman & 

Oldman, 1976; Morgeson & Humphrey, 2008). 기업

지원인식은 조직이 종업원의 복지와 불명에 관심을 

갖고, 종업원의 불평에 귀를 기울이고, 종업원이 난

관에 직면했을 때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며, 종업

원을 공정하게 대우하는지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을 

의미한다(Eisenberger et al. 1986, 1990). 심리적 측

면에서 보면 기업지원인식과 업무자율성이 모두 조

직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과 업무수행 동기에 자극

하며 혁신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Amabile, 1988; 김

성은, 2013). 업무자율성과 기업지원인식은 서로 상

호작용으로 구성원의 자신감 부족함으로 인하여 혁

신행동하기 어려운 것을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지원인

식이 업무자율성과 혁신적 생산 행동의 관계에서 조

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검증할 것이다. 둘째, 혁신

적 생산행동이 업무자율성과 혁신적 생산행동의 결

과변수로 여긴 기업성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존

재하는 것을 검증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매개효과

와 조절효과를 결합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할 것

이다. 즉, 매개효과가 기업지원인식이라는 조절변수

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2.1 직무자율성과 혁신행동

조직은 끊임없이 격변하는 환경에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조직원에게 혁신을 강조하며 요구하고 

있다(Scott & Bruce, 1994). Van de Ven (1986)은 혁

신이란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인지적 능력이며 새로

운 아이디어의 개발과 실행을 통하여 결과물을 산출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혁신의 출발점은 아

이디어에 있으며,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도입 실행하

는 주체가 개인이므로 개인 차원의 혁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혁신행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조

직의 혁신은 조직원의 혁신행동으로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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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혁, 정순태, 2006; 이규만, 임효창, 2001).

혁신행동은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과업이나 소속 

집단 또는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새

롭고 유익한 아이디어를 도입해 과업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과업수행 결과의 향

상을 꾀하는 업무행동을 말한다(최인옥, 박지환, 선

종규, 2011). 업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혁신적 생산행동은 기업에게 긍정적 결과

를 가져올 수 있고 실패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확

실한 환경에서는 기업구성원이 스스로 변화를 주도

하고 자신의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심리적 환

경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다(진윤희, 김성

종, 2015; 고득영, 유태용, 2012; Collins & Porras, 

1994). 이런 측면에서 조직원의 심리적 자본에 자극

하는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혁신적 생산행동에 하나

의 중요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 

업무자율성은 보통 조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

한 자유도, 독립성 및 시간계획과 업무절차를 결정

하는 데 있어서 재량권을 발휘하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Hackman & Oldman, 1975; 진윤희, 김성종, 

2015). 업무충실화 이론에 의하면 업무관련 특성들이 

작업자의 심리상태를 변화시켜 동기부여, 태도, 과

업, 성과 등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Hackman & Oldman, 1976). Deci와 Ryan(1985)

은 업무자율성이 내재적 동기부여의 주요 요소이며 

동기부여를 통해 만족에 중요한 결정요소로 작용한

다고 설명하였고 또한 업무자율성이 창의성과 혁신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결과들을 도

출하였다. 이와 같이 이론적 관점과 선행연구를 통

해서 볼 때 업무자율성은 혁신적 생산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업무자율성과 혁신행동의 관계

는 이미 많이 검증되었다(김해룡, 김상언, 2011; 진윤

희, 김성종, 2015; 고득영, 유태용, 2012). 본 연구에

서는 업무자율성과 혁신적 생산행동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

다. 

연구가설 1: 업무자율성이 조직원의 혁신적 생산

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기업지원 인식의 조절효과

기업지원인식은 개인이 보여준 노력을 조직이 중

요시 여기고 조직이 종업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

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종업원이 형성하게 되는 

전반적인 인식이다(김성은, 2013). 기업지원인식이라

는 개념을 제시한 Eisenberger et al (1986)은 조직원

이 조직에 몰입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조직원이 

조직에 대한 몰입도를 분석하여 기업지원인식이 증

가하면 작업참여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기업지원인식 개념

은 사회적 교환이론과 상호호혜 규범을 근거로 하고 

있다(Kogan, 2004). 사회적 교환이론과 상호호혜 규

범에 따르면 기업지원인식은 구성원을 조직의 발전

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에 더욱 기여해야 한

다는 감정적 의무감과 업무관련 행동을 포함하고 있

다(Eisenberger et al, 2001; 김성은, 2013)

기업지원인식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기대

를 높여 혁신적 생산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제공하여 기업구성원의 창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

측된다. 조직의 지원이 많은 경우 구성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져서 순발력 있

게 받아 들어서 유연성 있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

는 반면 지원이 적은 경우는 혁신적 생산행동을 저

해할 것이다. 이와 같이 조직 환경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인 창의적 특성이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인 기업지원인식이 중요하다(김성은, 2013)

  기업지원인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업무자

율성이 하나의 선행요인으로, 혁신행동이 하나의 결

과요인으로 나타나고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기업지

원인식과 업무자율성이 모두 조직원의 심리적 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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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먼트과 업무수행 동기에 자극한다고 하였다. 

Amabile (1988)는 내적 업무수행 동기가 혁신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임파워된 기업구성원은 자율

성과 직무에 대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믿기 때문에 

창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성은 

(2013)은 사회적 교환이론을 기초로 유추해 본다면 

조직이나 상사의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구

성원은 조직에 대한 애착심이 높고 내부 정보의 재

량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직목표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업무자율성과 기업지원인식은 

서로 상호작용으로 구성원의 자신감 부족함으로 인

하여 혁신적 생산행동하기 어려운 것을 줄일 수 있

다.  

본 연구는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가

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기업지원인식은 업무자율성과 혁신적 

생산행동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보일 것

이다. 

2.3 기업성과에 혁신적 생산행동의 매개효과

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모든 업

무활동들은 기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종우, 

이지우 (2013)는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업무에 도입하여 실행할수록 혁

신과 관련된 자신의 업무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혁신행동이 구

성원의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혁신행동을 하는 목적은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서 하는 것이며, 개인이 혁신행동에 대한 태도, 동기 

등과 같은 직접적인 혁신행동 요인이 조직 혁신 활

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Calantone, Cavusgil & Zhao, 2002; 지성구, 

설홍수 2004; 이건표, 2007; 김종우, 이지우, 2012, 

2013; 전화익, 윤관식, 2014). 앞에서 업무자율성이 

혁신적 생산행동의 선행요인으로 혁신적 생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논의하였으며 또한 혁신적 생산

행동이 결과요인인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혁신적 생산행동은 업무자율

성과 기업성과 간의 매개효과를 존재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다음의 가설을 설

정하였다.  

연구가설3: 혁신적 생산행동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업무자율성과 혁신적 생산행동의 관계에 매

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2.4 기업지원 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직무특성이론에 의하면 구성원들이 직무특성요인

들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보

람 등을 느낄 경우, 구성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직무를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지속적인 조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Hackman & Oldham, 1975, 

1980). 직무특성 중의 업무자율성은 업무에 대한 흥

미를 높여 구성원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고 혁신행

동을 유발한다(송병식, 2005; Oldham & Cummings, 

1996; Glassman, 1986). 또한 혁신행동을 하는 목적

이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혁신행동

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Calantone, Cavusgil & 

Zhao, 2002; 지성구, 설홍수 2004). 따라서 혁신행동

은 직무자율성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매개하는 것이

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혁신적 생산행동은 업무성과의 향상과 같

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실패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구성원에게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고 자신의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심리

적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진

윤희, 김성종, 2015; 고득영, 유태용, 2012; 심덕십, 

하성욱, 2013). 조직이나 상사의 물질적, 정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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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구성원은 조직에 대한 

애착심이 높고 내부 정보의 재량권을 많이 받기 때

문에 조직목표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 혁신행동을 유

발한다(김성은, 2013). 이러한 기업직원인식은 업무자

율성과 같이 구성원의 심리적 자본을 증가하여 혁신

적 생산행동을 유발하고 조직의 성과를 높일 것이

다. 구성원의 심리적 자본을 자극하는 과정에서 기

업지원인식과 업무자율성 간에 상호작용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다음의 가설을 설

정하였다.  

연구가설 4: 혁신적 생산행동은 업무자율성이 기

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효과가 발생

하는데 이러한 매개효과는 기업지원인식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높아질 것이다. 즉, 업무자율성, 혁신

적 생산행동,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기업지원인식

이 조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주요모형은 조절모형과 매개모형 및 

조절된 매개모형이다. 이들 중에서 매개모형과 조절

모형을 결합한 조절된 매개모형은 <Fig. 3.1>과 같다. 

<Fig. 3.1>은 업무자율성이 혁신적 생산행동에 미치

는 영향이 기업지원인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조절효과)과 업무자율성이 혁신적 생산행동을 통

해 기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가 기업지원인

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발생

하는데 이러한 조절된 매개효과는 업무자율성이 혁

신적 생산행동에 주는 영향을 기업지원인식이 조절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3.1 Research Model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중국 천진시에 위치

한 제조업체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00부 배포하는 

설문 중에서 213부를 회수하여 198부 유효한 답변을 

얻었다. 198 명 응답자 중에서 남자는 137 명(69.2%), 

여자 61명(30.8%)이다.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25세 

미만 24명 (12.6%); 25세-35세 미만 74명(37.4%); 35

세-45세 미만 64명(32.3%); 45세 이상 35명(17.7%) 이

다. 응답자의 근무년수는: 3년 미만 61명(30.8%); 3년

-6년 미만 59명(29.8); 6년-10년 미만 34명 (17.2%); 

10년 이상 44명(22.2%)이다. 응답자가 회사에서의 직

책 분포는: 사원 109명(55.0%); 주임-계장 43명

(21.7%), 대리-과장 25명(12.6%); 차장-부장 16명

(8.1%); 임원 5명(2.5%)이다. 응답자의 학력 분포는: 

고졸 이하 42명(21.2%); 초급대졸 64명(32.3%); 대졸 

74명(37.4%); 대학원졸 15명(7.6%); 미응답자 3명

(1.5%)이다. 회사의 규모가 15개 중에서 3개가 1000

명 이상 구성원을 가지고 있으며, 2개는 300명 정도

이고 나머지 9개 회사가 100명 이하의 구성원을 가

지고 있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1) 업무자율성

업무자율성은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목

표, 방법, 그리고 일정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선

택 또는 자유재량권 등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업무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들은 Hackman 

& Oldham(1975)의 업무진단조사(JDS) 도구의 업무자

율성에 관한 총 4개의 문항을 Likert 7점 척도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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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2) 혁신적 생산행동

혁신적 생산행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택하

고 확산하며 실천하는 행동”(Scott and Bruce, 1994)

과 “문제의 인식과 새로운 아이디어 및 해결책의 

생성, 그리고 그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한 후원을 얻

기 위하여 지지자들의 연합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

여 혁신을 위한 시제품을 만드는 것”(Kanter, 1988)

으로 정의되며, 구체적으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새

로운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후원을 

얻고, 이의 실현을 위해 세부적 이고 적절한 계획을 

개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Janssen(2000)이 개발한 혁신적 생산행동(혁신행동)에 

관한 9개 문항을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기업지원인식

기업지원인식이란 조직원이 조직을 위해 기여하

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조직이 그 공헌을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겨서 조직원의 혜택과 복지를 위해 보

상을 할 것이라는 조직원의 믿음을 말한다. 본 연구

는 Eisenbergeret. al. (1986)과 이정훈 (2012)이 사용

된 기업지원인식에 관한 7개 문항을 Likert 7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4) 기업성과

기업의 성과는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이다. 

기업의 성과란 기업을 구성하는 각 사업부문, 기능, 

업무, 집단 및 개인이 기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

여 달성한 결과, 즉 책임단위의 성과를 모두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기업성과를 측정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Venkatraman 

& Ramanujam, 1986). 본 연구는 기업성과를 측정하

기 위해서 경제성과, 시장성과, 재무성과 등에 관한 

6개 문항을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실증분석 및 결과 해석

4.1 기초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각 변인들의 서술통

계량과 이변량상관계수를 계산하였는데, 이들 결과

는 <Tab. 4.1>에 제시하였다. <Tab. 4.1>에서 네 변

수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정의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Tab 4.1 Descriptive Statistics and 

Discriminant Analysis

**p<.01

이어서 각 변수들을 제대로 나누기 위하여 기업

지원인식에 관한 1문항을 제외하고 변수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Tab. 4.2>는 이에 

관한 요인분석결과이다.

Variables Job 
Autonomy

Perceived 
Organizatio
nal Support

Innovative 
Behaviors

Organiza
tional 

Perform
ance

Mean Std. 
Deviation

Job Autonomy 1 4.954 0.971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0.503** 1 4.995 1.047

Innovative 

Behaviors
0.423** 0.559** 1 4.920 1.076

Organizational 

Behaviors
0.429** 0.461** 0.356** 1 4.770 0.944



중국 물류산업에서 업무의 자율성이 혁신적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93

Tab 4.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ariabl

es

Factor 

Loading

Commu

nalities

Eigen 

Value

% of 

Variance

Cronbach's 

alpha

Job 

Autono

my

A1 0.800 0.640

2.463 61.578% 0.790
A2 0.752 0.565

A3 0.807 0.652

A4 0.778 0.606

Perceiv

ed 

Organiz

ational 

Support

B1 0.787 0.619

3.792 63.199% 0.883

B2 0.763 0.582

B3 0.780 0.609

B4 0.807 0.652

B5 0.774 0.599

B6 0.855 0.731

Innovat

ive 

Behavi

ors

C1 0.772 0.596

5.471 60.785% 0.918

C2 0.716 0.513

C3 0.709 0.502

C4 0.838 0.701

C5 0.815 0.664

C6 0.794 0.631

C7 0.793 0.629

C8 0.775 0.601

C9 0.796 0.633

Organiz

ational 

Perfor

mances

D1 0.753 0.567

4.003 66.724% 0.899

D2 0.811 0.658

D3 0.836 0.700

D4 0.819 0.671

D5 0.827 0.683

D6 0.852 0.725

4.2 조절효과분석

조절효과는 업무자율성이 혁신적 생산행동에 미

치는 영향이 기업지원인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독립변인과 상호 항 간의 다

중공선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항

(interaction term)은 평균중심화 값(mean centering: 

평균-변인 값)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Aiken & 

West, 1991).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는 위계적 회

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는 업무자율성을 투입하고, 2

단계에서는 업무자율성과 기업지원인식을 투입하며 

3단계에서는 업무자율성과 기업지원인식의 상호 항

을 추가로 투입한다. <Tab. 4.3>은 위계적 회귀분석

의 결과이다. 

1단계에서 업무자율성이 혁신적 생산행동에 미치

는 영향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자율성이 

높을수록 혁신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

이 채택되었다. 2단계에서 투입된 기업지원인식도 

유의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지원인식이 높으면 

조직원의 혁신적 생산행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기업지원인식의 도입은 혁신적 생산행

동의 분산의 증가량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46.717,  .01). 조절효과 분석을 위하여 3단계에서 

업무자율성과 기업지원인식의 상호 항을 투입한 결

과 상호 항이 유의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절효과

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상호항의 도입은 혁신적 

생산행동의 분산의 증가량( =9.767,  .01)이 유의

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절모형의 타당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가 채택되었다.

Tab 4.3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p<.01, ***p<.001

4.3 매개효과분석

업무자율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혁신적 

생산행동이 매개효과를 주는지에 관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는 Baron & Kenny(1986)방법과 

Sobel test 및 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

였다. Baron & Kenny (1986)방법에 의한 매개효과분

석 결과는 <Tab. 4.4>에 제시되었다.

<Tab. 4.4>에서 a, b, c, c’ 모두가 유의적이므로 

부분매개효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aron & Kenny (1986)의 방법은 매개효과의 크기(

Model Input Variable
β

R2 F ∆R2 ∆F
Step 1 Step 2 Step 3

1
Job 

Autonomy(A)
0.469*** 0.211*** 0.219** 0.179 42.784***

2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B)

0.476*** 0.523** 0.339 50.076*** 0.16 46.717**

3 A*B 0.178** 0.371 38.115*** 0.032 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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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들이 완전매개

인지 부분매개인지만을 알 수 있고 매개효과의 크기

의 유의성은 알 수 없다. 이러한 의 통계적 유

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2.7317, =.006). 

Sobel test는 의 표본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룬다

고 가정하는데 많은 경우에 가 정규분포를 이루

지 않는다(Preacher & Hayes, 2004). 따라서 이를 보

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비모수재표본추출법인 

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크기의 유

의성을 검증한 결과 95%의 신뢰수준 하에서 매개효

과()는 [0.2927~0.5400]의 구간에 위치하고 이 구

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유의한

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업무자율성이 증가하

면 혁신적 생산행동을 촉진하여, 이러한 혁신적 생

산행동의 촉진은 기업성과를 증가시켜서 결론적으로 

업무자율성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내용은 <가설 3>을 지

지하고 있다.

Tab 4.4 Result of Baron & Kenny Method

Path β Std. 
Deviation t p

Job 
Autonomy->Organizatio
nal Performance(c)

0.416 0.063 6.640 0.000

Job 
Autonomy->Innovative 

Behaviors(a)
0.469 0.072 6.541 0.000

Innovative 
Behaviors->Organization

al Performance(b) 
(Job Autonomy 
Controlled)

0.312 0.059 6.326 0.000

Job 
Autonomy->Organizatio
nal Performance(c’)
(Innovative Behaviors 

Controlled)

0.329 0.068 4.854 0.000

4.4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앞의 분석에서 조절효과와 매개효과가 확인되었

으므로 다음은 이들을 결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분

석을 실시하였다. <Tab. 4.5>는 Preacher, Rucker 및 

Hayes (2007)가 제시한 SPSS Macro를 이용한 조절된 

매개효과분석 결과이다.

Tab 4.5 Result of Moderated  Mediation Effect 

Analysis

Mediated Variable Model
(Dependent Variable: Innovative Behaviors)

Variable β Std. Error t P

Constant 4.830 0.0677 71.31 0.000

Job 
Autonomy(a1) 0.218 0.073 2.995 0.003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0.526 0.069 7.537 0.000

(A*B)(a3) 0.178 0.057 3.117 0.002

Dependent Variable Model
(Dependent Variable: Organizational Performance)

Variable β Std. Error t P

Constant 4.346 0.334 12.993 0.000

Innovative 
Behaviors(b1) 0.244 0.074 3.275 0.001

Job Autonomy 0.235 0.070 3.331 0.001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0.033 0.055 -0.600 0.548

(A*B) 0.089 0.068 1.316 0.189

<Tab. 4.5>에서 조절된 매개효과의 크기(W는 조절

변수인 기업지원인식)는 다음과 같다.

     = .244(.218+ .178*기업지원인식)

위 식에서 업무자율성이 증가하면 혁신적 생산행

동이 증가하고( .218) 혁신적 생산행동이 증가하면 

기업성과가 증가하는데( .244) 이러한 매개효과는 

기업지원인식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점점 증가(

.178)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려준다. 조절효과분석과 동일하게 매개효과가 기업

지원인식의 어느 영역에서 유의한지에 대하여 SPSS 

Macro(Preacher et al., 2007)를 이용하여 유의성 영

역을 분석하였는데 이의 결과가 <표 4.6>에 제시되

어 있다.

<Tab. 4.6>는 기업지원인식 값의 최소값(-3.495)과 

최대값(2.004)의 전체 구간 중에서 매개효과가 유의

한 구간과 유의하지 않은 구간의 일부 영역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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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Tab. 4.6>에서 업무자율성이 혁신적 생

산행동을 통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 매개

효과는 기업지원인식의 값이 증가하면서 점점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매개효과는 기

업지원인식의 값이 낮은 영역에서만 유의하고 기업

지원인식의 값이 일정수준 이상(1.179)에서는 더 이

상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업무자율성이 혁신적 생산행동을 유발하여 

기업성과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모든 조직원들에게 

동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인식이 

낮은 조직원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사실은 <가설 4>를 지지하는 것이다.

Tab 4.6 Results of Moderated Mediation Effect

Size of 

Perceived 

Organizati

onal 

Support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 Sig. Range

Indirect 

Effect
Std. Error t P LLCI ULCI  

-3.495 0.352 0.201 1.749 0.081 -0.044 0,749

-3.221 0.343 0.187 1.833 0.068 -0.026 0.712

-2.945 0.333 0.173 1.929 0.055 -0.007 0.675

-2.833 0.330 0.167 1.972 0.050 0.000 0.660

-2.670 0.324 0.159 2.039 0.042 0.010 0.638

⋮ ⋮ ⋮ ⋮ ⋮ ⋮ ⋮
-1.020 0.269 0.087 3.096 0.002 0.097 0.441

-0.745 0.260 0.079 3.293 0.001 0.104 0.416

⋮ ⋮ ⋮ ⋮ ⋮ ⋮ ⋮
1.168 0.196 0.099 1.972 0.050 0.000 0.393

1.179 0.196 0.100 1.960 0.514 -0.001 0.393

1.454 0.187 0.111 1.678 0.094 -0.032 0.406

1.729 0.177 0.123 1.438 0.151 -0.066 0.421

2.004 0.168 0.136 1.236 0.218 -0.100 0.438

5. 결론

오늘날 기업이 직면하는 환경은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기업이 이런 환경의 변화에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갖춰야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견이나 도입, 

이어서 그의 실천, 발전은 기업에게는 지속적인 경

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이다. 구성원의 혁신

적 사고, 혁신적 행동은 기업의 이런 경쟁우위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드디어 기업의 성과를 개선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업무자율성의 지각이 혁신적 

생산행동을 자극하는 인과적 관계를 밝히고 기업지

원인식이 두 변수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업지

원인식이 업무자율성과 혁신적 생산행동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

자율성이 혁신적 생산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기업지원인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적 

생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지원인식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자율성이 혁신적 생산행동에 미

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자율성

이 혁신적 생산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업무자율성이 혁신적 생산행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써 직무설계 시 업무자율성을 깊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 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에서 기업지원인식

이 업무자율성과 혁신적 생산행동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과 달리 기업지원인식이 두 변

수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

다. 이런 측면에서 조직이나 상사가 구성원에게 제

공하는 물질적, 심리적 지원은 업무자율성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혁신적 생산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친

다는 것이다. 기업이 구성원의 혁신적 생산행동을 

촉진하는 데에 기업지원인식과 업무자율성이 상호작

용이 있다는 연구 시사점을 제공하였고 조직의 지원

이 혁신적 생산행동의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밝혔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 혁신적 생산행동에 따른 기

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에서 업무자율성이 혁신적 생

산행동을 유발하여 기업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기업지원인식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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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기업이 

성과 개선을 위하여 업무자율성과 조직이 구성원에

게 제공하는 지원이 신중히 고려사항이 된다는 정책

적 시사점을 제고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지원인식이 업무자율성과 혁신적 

생산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이외

에 조절효과도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향후의 연

구에서 기업지원인식이 업무자율성이 심리적 측면에

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적 생산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밝히는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지원

인식이 다른 직무특성과 혁신적 생산행동의 관계에

서도 이런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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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the Job Autonomy on Innovative Work Behaviors in China 

Logistics Industry: Focus on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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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ty the effect of job autonomy, innovative work behaviors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o attain this goal, mediation analysis, 

moderation analysis and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198 valid questionnaires from 

China Tianjin City's logistics enterprises were analyzed with SPSS Macro program. The results indicated 

that: (1)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 moderating effect exis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autonomy and innovative work behaviors, (2) innovative behaviors' mediated effect exis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autonom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3)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 

moderated mediation effect is exist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autonomy, innovative behavior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at is to say, the strength of the mediated effect decreased along 

with level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stronger job autonomy relationship whe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was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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