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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이 조직신뢰, 지식공유,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공유리더십과 혁신행
동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신뢰와 지식공유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울산과 경주지역의 제조업 종사자348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빈도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SPSS 22를 사용하
였다. 변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공분산 구조분석을 위해 
AMOS 22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리더십은 조직신뢰, 지식공유, 혁신행동에 모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신뢰는 지식공유와 혁신행동에 유의한 양(+)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와 지식공유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을 높이기 위해서 공유리더십을 통한 조직신뢰와 지식
공유를 강화시켜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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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effect of shared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trust, knowledge sharing, 
and innovative behavior. Also, it was verified that organizational trust and knowledge sharing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d leadership and innovative behavior. Data were 
collected from a survey of 348 manufacturing workers in Ulsan and Gyeongju. SPSS 22 was used for 
frequency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MOS 22 was used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variables and for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hared leadership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trust, knowledge sharing, innovative behavior. Second, organizational trust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knowledge sharing and innovative behavior. Third, knowledge sharing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nnovative behavior. Finally, organizational trust and knowledge sharing 
play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d leadership and innovative behavior.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at organizational trust and knowledge sharing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shared leadership in order to increase the innovative behavior of organization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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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업이 기존 질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경쟁방식을 
찾아내며, 진입 장벽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
보하기 위해 혁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 
즉 기업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장기적으로 성장
하기 위해서는 일선 조직구성원에서 최고경영자에 이
르기까지 전사원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직이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지속
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 경영혁신과 효율화, 업무개선, 
원가절감 등의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의 혁
신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과제는 매우 중요하다[2]. 그러므로 
조직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그 선
행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는 매우 의미가 크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 공유
리더십(shared leadership)이다. 조직구성원의 혁신행
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리더십이 아닌 조직구
성원 모두가 집합적으로 리더십을 공유하고 행사하는 
공유리더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 이러한 공유리더
십은 새로운 시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며 혁신이 성공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통해 조직구성원에게 심리
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자극
하게 된다[4].

Pearce & Sims[5]의 연구에 의하면 공유리더십은 
조직 내의 갈등 해소 및 화합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고, 한편 조직신뢰는 직장 내의 건설적인 인
간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재적 가치를 높인다. 따
라서 공유리더십은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는 조직신뢰를 높여가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식공
유는 획득한 지식을 개인 간 협력, 조직간 협력, 그리고 
네트워크 협력[6] 또는 지식습득, 스스로 자기개발을 통
한 지식습득 등의 활동으로 지식공유의 활성화에는 문
화적 요인이나 인적요인이 강조되고 있다. 지식공유의 
영향요인은 차원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개인과 관련하
여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이 영향력을 미친다[7]. 공유리
더십은 팀 구성원들 간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리
더십의 분산을 의미하며, 업무 상황과 환경의 복잡성으

로 인해 높은 수준의 자율성[8]이 있는 관리 형태로 변
모되어 가면서 구성원들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호 영
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여 조직의 
유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성원들은 본인이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 경험 등을 공유하고, 또한 타인으로부터
도 지식을 받아들여 상호간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적절
한 방향성 제시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직에 대한 신뢰가 강한 조직구성원들은 지식공유가 
활발해지는데[9], 기해란[10]은 높은 지식공유 수준은 
새로운 지식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각종 아이디어를 창
출하는 등 종업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결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조직의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 궁극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공유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조
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매개역할이 가능
한 변수에 대한 탐색을 지속하였다[11][12]. 이러한 연
구흐름은 공유리더십이 어떠한 요인과 과정에 따라 조
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여
러 맥락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기업
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행동을 이해하고,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 간의 매개변수를 찾으려는 연
구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
유리더십이 조직신뢰와 지식공유에 영향을 주고 최종
적으로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경로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를 살펴보면, 첫째, 공유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선
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분석의 틀
과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 설계에 따
라 제조업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유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 검증을 하고자 한다. 셋째, 조직신뢰와 지식공유
가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를 검증하고자 한다. 넷째,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에서 공유리더십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
직신뢰와 지식공유를 높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직구
성원의 혁신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기
업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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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과 가설설정

1. 공유리더십의 개념
공유리더십의 정의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공유리더십은 공식적, 비공식적 리더들에 
의해 팀 내에서 동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호 
간의 영향력이며[13], 둘 이상의 구성원들에 의해 기능
이 분산된 리더십의 형태이다[14]. Hiller et al.[15]는 
공유리더십을 조직 내 분산된 영향력으로 공식적인 1
인의 리더가 아닌 리더십 역할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함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는 조직구성원들의 상호 작용
이라고 정의하였다. 

Pearce[13]에 따르면, 이러한 공유리더십의 필요성
과 관련된 세 가지 특성으로 ‘상호 의존성, 창조성, 복잡
성’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상호 의존성은 공유리더십
의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어왔다. 집단으로 일하며 매
우 통합적이고 상호 연결된 업무를 진행하는 조직은 이
러한 상호의존성이 없는 조직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둘째, 공유리더십에서 창조성을 표현하기 위해
서는 효율적인 팀워크와 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창조
성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지식조직을 만들어간다[5].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참여형 조직구성원을 보
유한 조직은 과도한 명령형의 리더를 보유한 조직보다 
높은 효율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 셋째, 업
무 복잡성의 증가[16]이다. 오늘날의 거대하고 복잡한 
업무환경은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13][16].

공유리더십의 구성차원과 하위척도는 두 가지 흐름
으로 파악될 수 있다. 먼저 그 하나의 흐름으로 Pearce 
& sims[5]는 공유리더십을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수직
적 리더십을 대표하고 있는 거래적, 변혁적, 지시적, 임
파워링 리더십 등의 문항을 변환하여 네 가지 하위 요
인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또 다른 하나는 최근의 공유리더십 연구에
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Hiller et al.[15]가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차원이다. 그들이 제안한 공유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계획 및 조직화, 문
제해결, 지원 및 배려, 개발과 멘토링 등 리더의 역할을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공유리더십의 대표적 하위차원
은 계획 및 조직화, 문제해결, 지원 및 배려, 개발과 멘
토링 등이다. 계획 및 조직화(planning and organizing)
는 의사결정 과정, 목표 설정과 물적 그리고 인적자원
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데 참여시켜 설정된 목
표들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은 업무와 관련된 문제들을 확인하고 진단하며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팀 내 조합시키고 또
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지원 및 배려(support and consideration)는 팀 구성
원에 대한 지원, 신중한 행동, 집단적 팀 환경 조성, 동
료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고 있다. 개발과 멘토링
(development and mentoring)은 경력에 대한 조언
의 교환, 신입사원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 제공, 동료 
간 기술의 학습을 포함한다[7]. 이에 본 연구에서는 
Hiller et al.[15]의 네 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실증연구
를 검토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공유리더십은 전통적인 리더십 
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리더십 시스템을 제공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17]. 또는 낮은 위계뿐만 아니라 최
고 경영 팀 수준까지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5]. 물론 공유리더십이 수직적 리더십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반면에 공유리더십은 수직적 리더십과 서
로 보충하고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18]. 
그러나 아직까지 공유리더십에 대한 연구의 부족은 우
리의 이해를 제한하고 있는 현황은 사실이다. 따라서 
수직적 리더십의 보완과 수직적 리더십을 넘어 조직의 
성과를 설명하는 공유리더십은 실증적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5].

2. 공유리더십의 선행연구
공유리더십 연구는 전통적인 리더십과의 유효성 비

교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로 이루어 졌다
[17]. 공유리더십은 전통적 관점과는 달리 리더십의 원
천이 조직의 구성원들이고, 리더십의 영향력 방향이 수
평적이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듯이 공유리더십에 영
향을 주는 환경이나 현상으로서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
구들은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이와 같이 공유리더십
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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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첫째 선행변인과 공유리더십 간의 관계에 관
한 연구이며, 둘째, 공유리더십이 후행변인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 관한 연구이고, 셋째, 공유리더십이 매개변
인 또는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선행변인과 공유리더십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는 선행변인으로 팀 내 구성원의 다양성[19], 학습동아
리 구성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20] 등의 몇몇 연구만
이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공유리더십이 후행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공유리더십은 기업
과 팀 성과[14][15], 팀 몰입[8], 팀 효과성[3][5][7][12] 
[15][21] 등 조직수준의 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
며, 개인수준에서 조직신뢰[22][23], 지식공유[20], 혁
신행동[11][24][25][27], 조직시민행동[8][17], 직무성
과[25], 경영성과[26]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특히 공유리더십과 역할 외 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매개변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최근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서재교와 홍아정[11]의 연구에서 직무임
베디드니스와 무형식학습은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준근[25]
의 연구에서 공유리더십이 혁신행동에 긍정심리자본과 
공유멘탈모델을 부분매개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명[27]의 연구에서 공유리더십이 
과업갈등 및 관계갈등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 과업갈등 및 관계갈등이 공유리더십과 혁신행
동 간의 매개역할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하
비비[17]의 연구에서 공유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의 관
계에서 조직신뢰와 직무임베디드니스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 검증결과에 따르면, 공유리더십의 계획·조직
화, 문제 해결, 지원·배려와 조직시민행동의 매개경로에
서 조직신뢰는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끝으로 공유리더십이 매개변인 또는 조절변인으로서
의 역할에 관한 연구도 몇몇 연구만이 보고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혁기[28]의 연구에
서 조직문화 구성요소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공유리
더십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은진
과 홍아정[20]의 연구에서는 학습동아리 구성원의 자기

주도학습능력과 지식공유 사이에서 공유리더십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공유리더십은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지식공유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한편 지철규와 장영철[29]의 연구에서 지식근로
자의 직무특성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공유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직무특성 변수 
중 피드백과 문제해결이 조직몰입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고, 유의한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영헌과 장영철[30]의 연구에서는 합의문화와 개발문화
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공유리더십은 이
들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 

이렇게 최근 공유리더십과 결과변수 간의 다양한 관
계가 입증되면서, 공유리더십이 결과변수에 미치는 과
정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유리더십과 
결과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하는 다양한 변수들
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혁신을 추구 하는 조직 환경은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고 공유리더십은 수직적 
리더십에 비해 팀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음을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유리더십은 조
직신뢰, 지식공유, 혁신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변수로 혁
신행동을 설정하고,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
에서 조직신뢰와 지식공유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이론적 관계
3.1 공유리더십과 내생 변수들과의 관계
Pearce & Sims[5]의 연구에 의하면 공유리더십은 

조직 내의 갈등 해소 및 화합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고, 한편 조직신뢰는 직장 내의 건설적인 인
간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재적 가치를 높인다. 따
라서 공유리더십은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는 조직신뢰를 높여가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23]. 또
한 공유리더십과 조직신뢰 간의 관계에 대해 나지하
[22]의 연구에서 추가적인 논리를 찾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이 조직구성원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회를 주고, 다른 조직구성원들과 함
께 일하는 것을 장려해 주며, 성과목표를 스스로 결정



공유리더십이 조직신뢰, 지식공유 및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489

할 수 있게 하여 조직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여 준다
면, 조직구성원들 서로 간에 믿음이 커지고 공동운명체
로 생각해 조직의 목표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회
사에 대한 믿음도 커져 자신의 조직이 자신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들어줄 것이라는 조직신뢰를 갖게 해 준다.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연구로 국내 기업에 종사하
는 화이트칼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병헌[23]의 
연구에서 공유리더십의 모든 하위 요인이 조직신뢰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기업
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하비비[17]의 연구에서도 
공유리더십의 문제 해결과 지원·배려가 조직신뢰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적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여 조직구성원들의 분
산적 영향력을 가진 공유리더십의 중심에는 탈 중심적
인 조직구조와 조직구성원 간의 신뢰가 있어야만 발현
되는 것임으로 지식공유의 영향관계를 찾을 수 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리더십과 지식을 공
유하는 관계적 특성, 지식이 공유되는 환경적 분위기에 
따라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평적이고 관
계적 영향력을 의미하는 공유리더십은 지식공유에 긍
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20]. 또한 
사회적 자본 이론으로부터 공유리더십과 지식공유 간
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논리를 찾아볼 수 있다. 사회
적 자본 이론에 따르면 개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구조
적 차원, 관계적 차원, 인지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관계
적 자산이다[31]. 공유리더십의 개념 역시 구성원 간 네
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집단적인 공유가치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교환이라는 맥락에서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구조적인 연결 네트워크 하에서 신뢰를 기
반으로 팀 내의 비전, 목표, 가치 등이 공유되었을 때 
지식공유의 의도가 높아진다[32].  

문은진과 홍아정[20]은 학습동아리 구성원의 자기주
도 학습능력이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구성
원들 간에 공유된 리더십이 지식공유를 촉진시키는 역
할을 한다고 하였다. 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박
영실과 차민석[26]의 연구에서도 공유리더십은 지식공
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행동은 개인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구현해 가는 전 과정이며, 역할 외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확산시켜 나타나는 결과를 만들
어 나가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행위이다. 구성원들의 역
할 외 행동은 구성원에게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리더십은 혁신행동을 유발
할 수 있는 요인이다[24]. 

공유리더십은 팀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리더십이 수
행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리더십 현상을 설명하며, 
공유리더십에 의한 과정을 최종 결과 이상으로 중요시 
한다는 점 등에서 기존 리더십과 차별성을 가진다[33]. 
공유리더십은 영향력 근본의 집단성, 영향력 방향의 수
평성과 역동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리더십을 지
명된 리더에 의한 수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통적
인 리더십 이론들과는 다르다. 공유리더십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 지면 개인들은 조직
의 일원으로 자신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며,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보다 빠르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해 낙관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며, 이는 직무성과와 혁신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25].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에 대한 실증연구로는 제조업, 
IT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혁기[28]의 연구에서 구성
원들 간의 분산된 리더십 형태인 공유리더십은 혁신행
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
성원들이 조직 내 공유리더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
식할수록 혁신행동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
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준근[25]의 연
구에서도 직접효과 검증으로 공유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이
론적인 근거와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공유리더십과 
내생 변수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
다.

가설 1. 공유리더십은 조직신뢰에 유의한 양(+)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공유리더십은 지식공유에 유의한 양(+)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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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공유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양(+)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 조직신뢰와 지식공유, 혁신행동의 관계
Rousseau et al.[34]은 조직신뢰를 조직이 시행하고

자 하는 정책이나 그 의도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와 기
꺼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자 하는 조직구성원의 심리
적인 상태로 정의하였다. 지식공유는 구성원의 정서적 
공감과 함께 조직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동반되어
야 한다. 윤창근 등[35]은 행태적 관점에서 지시공유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내용을 공개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
고 하였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은 지식공유 이후의 긍정
적인 결과가 예측될 때나 불이익을 감수하려는 스스로
의 의지가 있을 때에 지식을 공유하게 된다고 하였다. 
조직신뢰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식공유를 증진시킬 수 
있다[9].  

또한 상사신뢰 이론을 바탕으로 조직신뢰와 지식공
유 간의 관계에 대해 김기흥[36]의 연구에서 추가적인 
논리를 찾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에서 상사에 대한 신뢰와 구성원간 신뢰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전감을 지각하게 하고, 정
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한
다. 또한 이런 환경에서는 심리적 부담감 없이 자신의 
의견이나 지식, 아이디어 등을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
게 된다[37]. 또 이런 신뢰의 관계와 환경은 호혜적인 
연대관계를 고취하고, 추구하는 가치의 공유 부분을 높
여 협조관계를 촉진하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
도록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뢰관계와 환경은 
보다 풍부하고 자유로운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가능하
게 한다고 볼 수 있다[38]. 한편 조직구성원들은 상사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을 신뢰할지 판단하며, 상사를 
신뢰할 때 그들이 조직을 대표한다고 인식하여 상사에 
대한 신뢰를 조직에 대한 신뢰로 확산시킨다[39]. 따라
서 조직신뢰는 상호 호혜적인 지식공유를 고취하는 이
타적인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36].

이를 지지하는 실증적 연구로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
로 한 김안드레아[40]의 연구에서는 지식경영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어 온 지식공유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 이외에도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조직에 대한 신뢰
가 구성원들의 지시공유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를 대상
으로 한 김기흥[36]의 연구에서도 조직 내 신뢰는 구성
원간에 지식을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조직신뢰와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설명
은 자기결정력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혁신행동의 정
도와 폭에 대한 자기결정력에 접한 환경적 요인의 하
나로 조직 내 구성원들의 신뢰를 들 수 있다[41]. 조직
신뢰는 상호의존 관계에서 위험성 혹은 취약성을 기꺼
이 감수하겠다는 심리적 상태이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
어를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혁신행동에 관한 자기
결정력과 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틀
을 깨고 발전적 측면에서 새로운 방법이나 서비스를 도
입하려는 혁신행동 과정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어 집
중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실패할 경
우 책임을 져야하는 위험부담도 크다. 따라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마음 없이는 사실상 혁신행동을 
기대하기 힘들다. Rousseau et al.[34]은 위험이 조직
신뢰의 기회를 생성하고, 조직신뢰는 다시 위험을 감수
하게 한다고 했다. 따라서 늘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 
혁신행동은 조직신뢰와 직결되며 조직신뢰는 혁신행동
을 촉발하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의 하나이다[42].

또한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 Leader-Menber 
Exchange) 이론으로부터 조직신뢰와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송운석과 이민호[43]의 연구에서 추가적인 
논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
적으로 LMX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할 수행과정을 
통해 형성된다[44]. 초기 LMX는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
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들 
중 한 사람이 규정된 역할보다 더 관심과 노력을 보이
면서 정서적인 사회관계 형태로 발전한다. 이를 토대로 
서서히 상호 신뢰가 싹트게 된다[45]. 서로는 업무와 관
련된 욕구와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점차 신뢰를 토대로 하는 동반자적 관계
로 발전하게 된다[44]. 이러한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내
집단 구성원들에게는 보다 많은 직무재량권, 의사결정
권한 기회가 주어지면서 혁신행동이 촉진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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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  
조직신뢰와 혁신행동에 대한 실증연구로는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송운석과 김용빈[42]의 연
구에서 조직신뢰가 혁신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장선혜[47]의 연구에서 조직신
뢰를 통해 조직구성원이 혁신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조직신뢰와 지식공유 및 혁신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조직신뢰는 지식공유에 유의한 양(+)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조직신뢰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양(+)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3 지식공유와 혁신행동의 관계
지식공유와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설명

은 박태호[48]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공유는 조직구성원들 간의 지적교류
를 통해 새로운 지식창출을 유발함[49]으로써 각종 아
이디어 창출 및 실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이 창의성을 발휘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 지식공유는 지식경영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선
구적 기업을 중심으로 조직 전체적인 측면의 성과향상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구성원들이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당조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
는 혁신행동의 결과인 것이다. ‘지식과 무관한 어떤 창
조적인 행동도 인지하기 어렵다’는 주장[50]처럼, 새로
운 아이디어는 지식의 전파/공유를 통해 창출되는 것이
므로 지식공유는 구성원의 혁신행동의 발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48]. 

지식공유와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논리
는 Radaelli et al.[1]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Radaelli et al.[1]는 개인들의 지식공유행동이 자신들
의 혁신행동과 연결시키는 세 가지의 메커니즘을 제시
하였다. 첫째, 공유하는 행동은 혁신을 촉진시키는 지식
의 재결합과 변환을 이끌어내는 직접 효과, 둘째, 지식
공유가 새로운 지식의 교환과 같은 사회적 여건을 창조

하는 간접효과, 셋째, 지식공유의 선행요인이 혁신을 촉
진시키는 말단효과 등을 설계하여 제안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공유하는 종업원들은 혁신을 창조, 촉진, 그리고 
실행하는데 더욱 몰입하고, 이는 혁신행동에 가장 긍정
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지식공유에 내재된 지식 재결합
과 변환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51]. 

지식공유와 혁신행동에 대한 실증연구로는 기업체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박태호[48]의 연구에서 지식공유
는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생산업체에 재직 중인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이연옥[50]의 연구에서도 지식공유가 혁신행동에 미
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지식공유가 혁신행동에 
많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지식공유와 혁신
행동에 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6.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양(+)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4 조직신뢰와 지식공유의 매개효과
지금까지 공유리더십은 조직신뢰 및 지식공유의 선

행변수인 동시에 혁신행동의 선행변수로 제안되고 있
고, 조직신뢰 및 지식공유 역시 혁신행동의 선행변수로 
제안되고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살펴보았
다. 따라서 공유리더십은 조직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정보공유를 통해 혁신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조직신뢰와 지식공유의 매개작용은 공
유리더십이 조직신뢰, 지식공유 및 혁신행동에 미치고 
있는 영향, 조직신뢰가 지식공유와 혁신행동에 미치고 
있는 영향, 지식공유가 혁신행동에 미치고 있는 영향관
계의 결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공유리더십
은 조직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22][23], 공유리
더십은 지식공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20][26], 공
유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28]. 또한 조직신뢰가 지식공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9][36], 조직신뢰가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34][43], 지식공유가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48][52]. 따라서 조직신뢰와 지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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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공유리더십을 통해 혁신행동으로 이어지는 메커
니즘으로 볼 수 있다.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변
수의 매개역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팀 제도 하에 근무하는 사무
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서재교와 홍아정[11]의 연구
에서 직무임베디드니스와 무형식학습은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국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준
근[25]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과 공유멘탈모델을 매
개로 하여 직무성과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였다. 연구결과, 공유리더십은 팀원들이 공동의 목적
과 과업에 집중하도록 유도하여 개인 직무성과와 혁신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또한, 공유리더십과 직무성과와 혁신행동의 관계에
서 긍정심리자본과 공유멘탈모델이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팀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정규 사무직 인원을 대상으로 한 이준명[27]의 
연구에서 과업갈등과 관계갈등이 공유리더십과 혁신행
동 간의 영향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중국 전자상거래기업 종업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하비비[17]의 연구에서 공유리더십의 하위차원 중 
계획·조직화, 문제 해결, 지원·배려와 조직시민행동 간
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신뢰와 직무임베드니스는 긍정
적인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선혜[47]의 연구에서 긍정리더십이 높을수록 조직
신뢰가 높아지고, 이는 다시 높은 혁신행동을 예측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긍정리더십이 혁신행동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
리더십을 통해 조직 구성원이 조직신뢰를 갖게 되고 그
러한 조직신뢰를 통해 조직 구성원이 혁신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조직신뢰가 긍정리더십과 혁신행동 간
에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양심파와 권기
환[51]의 연구에서도 변혁적 리더십과 부하들의 혁신행
동 간의 관계에 지식공유의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실증
적으로 규명하였다.

위 내용을 토대로 공유리더십은 조직신뢰 수준을 높
여 조직구성원이 지식공유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직

과 조직구성원 사이에서 형성된 조직신뢰는 구성원에
게 조직의 목표에 대한 성과를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혁신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공유리더십
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효과에 대한 다음
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공유리더십과 지식공유 간의 관계에서 조직
신뢰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8.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직
신뢰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9.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지식
공유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0. 조직신뢰와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 지식공
유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4. 연구모형
본 연구는 공유리더십이 혁신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변수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제조업 종사자를 대상
으로 공유리더십, 조직신뢰, 지식공유,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그림 1]의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공유리더십이 전통적이고 수직적인 리더십보다 조직

구성원의 성과창출에 더 효과적임이 증명되고 있고
[13],  Pearce & Sims[5]의 자동차산업 종사원을 대상
으로 한 공유리더십과 경영 팀의 효과성 간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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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를 기점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리
더십에 대한 관심과 연구[24-26][28][30]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간과 근접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산업이 가장 집되어 있는 울산과 경주 지역의 
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재직 중인 종사원을 대상으로 자
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 업체를 찾아가 연구취지와 
목적을 알려주고 협조를 구한 다음, 설문지 500부를 배
부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7월 03일부터 
2017년 8월 18일까지 총 36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들 
중 응답내용이 성실하지 못한 12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348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은 83.3%, 여성은 16.7%이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3.2%, 30대가 48.6%, 40대가 38.2%이었다. 결혼여
부는 기혼이 77.6%, 미혼이 22.4%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22.1%, 전문대졸이 28.7%, 대졸이 48.3%, 대학
원졸이 0.9%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81.0%, 
비정규직이 19.0%이었다. 월 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
만 20.7%,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9.0%, 300만
원 이상 400만원 미만 20.4%,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5.5%,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8.9%, 600
만원 이상이 5.5%이었다. 재직기간은 1년 미만은 
8.9%, 1년 이상 3년 미만은 17.2%, 3년 이상 5년 미만
은 25.8%,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9.3%,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21.8%,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17.0%를 
차지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공유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계획 및 조

직화, 문제해결, 지원 및 배려, 개발과 멘토링 등 리더의 
역할을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Hiller et 
al.[15]에 근거하여 개발한 도구를 신정현[7]이 번역하
여 사용한 총 25개 설문문항을 측정하고자 한다. 

조직신뢰란 종업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조직에 
대하여 기꺼이 믿고 따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도
를 의미하며, 김호정[53]의 연구에서 사용한 5개 설문
문항을 사용하고자 한다. 

지식공유는 조직 구성원 개인이 보유, 획득, 창출한 
지식을 조직의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용할 의지이
며 다른 구성원과 함께 지식을 축적, 활용, 개선하고자 
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측정문항은 Swan & 
Nolan[54]이 개발한 측정 도구를 이연옥[52]이 사용한 
5개 설문문항을 사용하고자 한다. 

혁신행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확산하며 
실천하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Scott & 
Bruce[46]가 개발한 6개 문항을 측정하고자 한다. 

IV. 실증분석

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신뢰도 분석을 통

해서 나온 값으로 크론바하 알파계수에 의한 측정도구
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
행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공
유리더십의 계획 및 조직화(0.870), 문제해결(0.924), 
지원 및 배려(0.918), 개발과 멘토링(0.907), 조직신뢰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290 83.3
여성 58 16.7
20대 46 13.2

연령 30대 169 48.6
40대 이상 133 38.2

기혼 270 77.6
결혼유무

미혼 78 22.4

교육수준

고졸 77 22.1
전문대졸 100 28.7

대졸 168 48.3
대학원졸 3 0.9
정규직 282 81.0

고용형태
비정규직 66 19.0

월 소득
200만원 미만 72 20.7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01 29.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71 20.4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4 15.5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31 8.9

600만원 이상 19 5.5

재직기간

1년 미만 31 8.9
1년 이상-3년 미만 60 17.2
3년 이상-5년 미만 90 25.8
5년 이상-10년 미만 67 19.3
10년 이상-15년 미만 76 21.8
15년 이상-20년 미만 59 17.0

합계 3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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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5), 지식공유(0.831), 마지막으로 혁신행동
(0.927)로 측정항목들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
단할 수 있다.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은 일반적으
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성분분석을 통한 직각회전을 
활용한 요인추출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공유리더십은 제거된 문항은 없으며,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인 요인은 계획 및 조직
화, 문제해결, 지원 및 배려, 개발과 멘토링 등 4개로 추
출되었다. 이때 누적분산비율은 68.845%로 나타났다. 
조직신뢰는 5개 문항 모두 1 보다 큰 고유치를 가졌다. 
지식공유는 5개 문항 중에서 1개 문항을 제외시키고 4
개 문항이 1 보다 큰 고유치를 가졌다. 혁신행동은 6개 
문항 중에서 1개 문항을 제거하고  5개 문항이 1 보다 
큰 고유치를 가졌다. 이때 누적분산비율은 75.376%로 
나타났다. 

2. 확인적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AMOS 22.0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공

유리더십은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하나의 잠재적 
요인으로 변환시켰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지표 값들은 χ2=440.363, d.f=112, p=0.000, 
GFI=0.915, TLI=0.922, CFI=0.949, RMR=0.040으로 
적합도 평가기준을 대부분 만족시키고 있어서, 측정모
형은 수용할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분산추출값과 복합신뢰도는 Bagozzi & Yi[55]
가 제시한 기준(각각 0.5 이상, 0.7 이상)과 비교해볼 
때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구성개념
과 측정항목들을 연결하는 표준화 요인적재치가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들을 보여주고 있
어서 집중타당성이 입증되었다. [표 3]에서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행렬을 보여주고 있다. [표 3]의 대각선에는 
각 구성개념의 평균분산추출값을 표기하였다. 판별타당
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각선에 있는 수치와 대각선 위쪽
에 표기된 구성개념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과 비교하였
다. 그 결과 모든 경우에 있어서 대각선에 있는 수치가 
더 큰 값이므로 판별타당성도 확보되었다. 

구성 
개념 측정문항/요인 요인 

적재량
표준
오차 t값 AVE CR

공유 
리더십

계획 및 조직화 0.697 0.023 9.681

0.678 0.893
문제해결 0.710 0.020 9.457

지원 및 배려 0.520 0.031 12.496

개발과 멘토링 0.636 0.026 10.785

조직신뢰

조직신뢰1 0.881 0.019 8.398

0.799 0.952

조직신뢰2 0.903 0.016 7.546

조직신뢰3 0.927 0.014 6.110

조직신뢰4 0.844 0.021 8.861

조직신뢰5 0.735 0.032 12.105

지식공유

지식공유2 0.898 0.026 4.368

0.781 0.947
지식공유3 0.775 0.016 9.236

지식공유4 0.506 0.038 12.285

지식공유5 0.556 0.032 11.172

 혁신행동

혁신행동1 0.818 0.018 11.160

0.708 0.902

혁신행동3 0.876 0.017 9.898

혁신행동4 0.903 0.015 8.785

혁신행동5 0.846 0.017 10.651

혁신행동6 0.758 0.027 11.567
CR: construct reliability, 복합신뢰도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분산추출값

표 2.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표 3. 상관관계

3.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유리더십, 조직신뢰, 지식공유 

및 혁신행동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각각 공분산 구조분석을 통해 구조모형을 검증하
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살펴보면 χ2=485.879, 
d.f=113, p=0.000, GFI=0.907, TLI=0.910, CFI=0.939, 
RMR=0.045를 갖는 모형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모형
은 공분산 구조분석의 보편적인 평가기준과 비교해본 
결과 대부분 만족스러운 수준이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
단된다. 경로모형에 의한 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들은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구분 공유리더십 조직신뢰 지식공유 혁신행동
공유리더십 0.678 0.401 0.335 0.472

조직신뢰 0.633* 0.799 0.332 0.354

지식공유 0.579* 0.576* 0.781 0.537

혁신행동 0.687* 0.595* 0.733* 0.708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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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공유리더십은 조직신뢰
에 유의한 영향(0.624)을 주기 때문에 가설 1은 지지되
었으며, 둘째, 공유리더십은 지식공유에 유의한 영향
(0.299)을 주기 때문에 가설 2는 지지되었고, 셋째, 공
유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0.392)을 주기 때
문에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넷째, 조직신뢰는 지식공유
에 유의한 영향(0.355)을 주기 때문에 가설 4는 지지되
었으며, 다섯째, 조직신뢰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
(0.134)을 주기 때문에 가설 5는 지지되었고, 여섯째,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0.399)을 주기 때
문에 가설 6은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조직신뢰와 지식공유가 유의미한 매개효과
를 가지는지에 대해 경쟁모델 분석방법으로 실시하였
다. Singh et al.[56]의 경쟁모델 분석방법으로 매개효
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① 매개 경로모형이 직접 경로모형보다 더 많은 
분산설명을 보여주어야 하며, ②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가 유의한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③ 그리고 매개변수
와 결과변수도 유의한 관계가 성립해야 하며, ④ 직접 
경로모형에서 독립변수와 결과변수와의 통계적으로 유
의한 관계가 매개 경로모형에서 제거(완전매개)되거나 
감소(부분매개)되어야 한다.

표 4.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공유리더십과 지식공유 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신
뢰의 매개 경로모형에서의 지식공유에 대한 분산은 
0.347, 직접 경로모형에서의 분산은 0.122로, 매개 경
로모형이 직접 경로모형에 비해서 더 많은 분산설명을 
보여주었다.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이 조직신뢰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며, 매개변수로 조직신뢰가 결과변수인 
지식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직접 경로모형에서의 독립변수인 공유
리더십이 결과변수인 지식공유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
(0.350)에 비해서 매개 경로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0.299)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공유리더십은 
조직신뢰의 매개를 통해서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직신뢰가 부분매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 7은 채택되었다.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신
뢰의 매개 경로모형에서의 혁신행동에 대한 분산은 
0.617, 직접 경로모형에서의 분산은 0.421로, 매개 경
로모형이 직접 경로모형보다 더 많은 분산설명을 보여 
주었다.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이 조직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매개변수로 조직신뢰가 결과변수인 혁
신행동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
으로 직접 경로모형에서의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이 
결과변수인 혁신행동에 통계적으로 미치는 유의한 영
향(0.649)보다 매개 경로모형에서는 유의한 영향
(0.392)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공유리더십은 조직신뢰
의 부분매개를 통해서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8이 채택되었다.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식공
유의 매개 경로모형에서의 혁신행동에 대한 분산은 
0.617, 직접 경로모형에서의 분산은 0.421로, 매개 경
로모형이 직접 경로모형보다 더 많은 분산설명을 보여 
주었다.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이 지식공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매개변수로 지식공유가 결과변수인 혁
신행동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

경로 β 표준오차 t값 p Accept
SL->OT 0.624 0.112 8.774 0.000 0

SL->KS 0.299 0.164 3.766 0.000 0

SL->IB 0.392 0.102 5.200 0.000 0

OT->KS 0.355 0.093 5.020 0.000 0

OT->IB 0.134 0.054 2.147 0.032 0

KS->IB 0.399 0.041 6.424 0.000 0
SL->OT->KS - 0
SL->OT->IB - 0
SL->KS->IB - 0
OT->KS->IB - 0

SL: Shared leadership, OT: Organizational trust, 
KS: Knowledge Sharing, IB: Innovative behavior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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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직접 경로모형에서의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이 
결과변수인 혁신행동에 유의한 양(+)의 영향(0.649)보
다 매개 경로모형에서는 유의한 양(+)의 영향(0.392)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공유리더십은 지식공유의 부분매개
를 통해서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 9도 채택되었다. 

조직신뢰와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식공유
의 매개 경로모형에서의 혁신행동에 대한 분산은 
0.617, 직접 경로모형에서의 분산은 0.344로, 매개 경
로모형이 직접 경로모형보다 더 많은 분산설명을 보여 
주었다. 독립변수인 조직신뢰가 지식공유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며, 매개변수로 지식공유가 결과변수인 혁신
행동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
로 직접 경로모형에서의 독립변수인 조직신뢰가 결과
변수인 혁신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양(+)의 영향(0.587)
보다 매개 경로모형에서는 유의한 양(+)의 영향(0.134)
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조직신뢰는 지식공유의 부분매
개를 통해서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 10이 채택되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신속
하게 대응할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구성
원의 혁신행동을 촉진할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혁신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찾기 위한 다
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
유리더십을 독립변수로 하고 이와 혁신행동 간의 최적
의 경로를 찾고자 최근 연구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
는 조직신뢰와 지식공유를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고할 수 있
는 최적의 경로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유리더십
이 조직신뢰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나지하[22]와 정병헌[2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공유리더십이 지식공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는 문은진과 홍아정[20], 박영실과 차민석
[26]의 실증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공유리더십은 혁신

행동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러한 결과는 이준근[25]과 장혁기[28]의 연구결
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조직신뢰가 지식공유에 유
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김기흥[36]과 김
안드레아[4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조직신뢰가 
혁신행동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김
용빈[42]과 장선혜[47]의 실증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박태호[48]와 이연
옥[5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공유
리더십은 조직신뢰의 부분매개를 통해서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유리더십은 
조직신뢰와 지식공유의 부분매개를 통해서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신뢰는 지식
공유의 부분매개를 통해서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으로 실증분석결과는 공유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이르는 자세한 경
로를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재고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실마리를 제시한 것이 중요
한 시사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기업의 관리자들은 수직
적 리더십만이 조직성과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기존의 한계에서 벗어나, 조직구성원 모두
가 집합적으로 리더십을 공유하고 행사하는 공유리더
십이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이르는 데에는 적합한 
심리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으로 조직신뢰와 지식공유
라는 징검다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공유리더십, 조직신뢰, 지식공유, 그
리고 혁신행동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와 간접적인 영
향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
직신뢰와 지식공유가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다루는 경
우에 완전매개보다는 부분매개가 이론적 설득력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공유리더십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학습행동[21], 무형식학
습, 직무백태성[11], 효능감, 내재적 동기부여, 책무감
[12] 등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의 “조직신뢰, 지식공유” 
등의 매개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공유리



공유리더십이 조직신뢰, 지식공유 및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497

더십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를 확대하였
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수많은 후속연구를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살펴보면, 기업의 조직구
성원으로서 소집단이나 개인이 기업에서 새로운 조직
을 만들어 내거나 전사적 조직을 혁신적인 조직으로 변
화시키는 과정에서 수직적 리더십이 아닌 공유리더십
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우고,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을 
높이기 위해 조직신뢰를 돈독히 하고, 지식공유를 강화
하여 결과적으로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즉 기업 조직에
서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며 혁신이 성공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통해 조직구성원에게 심리
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공유리더십이 실제 조직신
뢰와 지식공유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조직구성원의 혁
신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
다.

또한 공유리더십만으로도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제고할 수 있겠지만 조직신뢰와 지식공유의 간접인 효
과도 고려함으로써 조직구성원으로부터 최적의 성과를 
도출해내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업들은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지식공유를 활성화하기에 유용한 인적자
원관리방식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학 분야에서 다양한 리더십, 변화관리 및 혁신관
리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육 현장에서 본 
실증연구결과를 반영한 강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
다 현실적으로 공유리더십이 조직신뢰와 지식공유의 
활성화 과정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촉발시
켜 조직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습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설문에 참여했던 연구대상자
와 적극적인 피드백 과정을 수행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전사적으로 모색해나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울산과 경주지역의 자동차 협력
업체로 국한하여 실시한 것을 다양한 산업체와 지역으
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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