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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인적자원 확보가 개인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팀 안전 분위기와 

직무열의의 다수준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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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감이 높은 구성원들이 조직에서 높은 성과를 보임에 따라, 기업에서는 구성원들의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탐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의 안녕감의 선행 요인

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최근 조직 내 과업 수행의 단위가 팀 중심으로 이

뤄짐에 따라 안녕감의 선행요인으로 팀 수준의 요인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팀 수준의 인적자원 확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구성원의 안녕감을 높이는지 실증

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개인 안녕감의 선행요인으로는 팀 수준의 인적자원 확보와의 관계를 살펴

보았으며, 팀 수준의 안전 분위기와 개인 수준의 직무열의를 그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보고 

2-2-1-1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팀 수준의 성과 관리가 이뤄지는 국내 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44개 집단의 2,036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다

수준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한 결과 팀 수준에서 팀 인적자원 확보와 팀 안전 분위

기는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팀 수준과 개인 수준을 연결하는 팀 안전 분위기와 

직무열의 간의 정적인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개인 수준에서 직무열의와 안녕감 역시 정적인 관계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베이지안 추출법으로 팀 수준 인적자원 확보, 팀 안전 분위기, 직

무열의, 안녕감 간의 2-2-1-1의 모형을 검증한 결과,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팀 수준의 인적자원 확보가 구성원 개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함의와 

관리자에게 주는 실무적 시사점에 대하여 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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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구성원들의 안녕감(well-being)

에 대한 조직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

직행동 분야에서는 주로 일을 통해 느껴지

는 ‘행복감’을 안녕감이라고 명칭하고 있다

(De Jonge & Schaufeli, 1998). 선행 연구

들에 따르면, 안녕감이 높은 구성원들은 

이직 의도가 낮고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등과 같은 긍정적 직무태도와 관련이 있으

며,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Diener, 1984; Judge & Locke 1993; 

Wright & Bonett, 1997). 이에 따라 조직

행동 분야에서는 안녕감을 주요 핵심변수

로 연구해 왔다. 

안녕감에 대한 선행요인을 탐색하는 연

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긍정적 성격, 성향, 수면

의 질 등과 같은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이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다(임

창희･이승윤, 2013; DeNeve & Cooper, 

1998).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개인의 긍정

적 성향이나, 높은 수면의 질을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았다. 두 번째로는 

안녕감이 조직 수준의 지원, 직무 설계 구

조, HRM 활동 등과 같은 조직의 관리 활

동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이다

(이유우･김효선･한주희, 2016; Chi, Huang 

& Lin, 2009; Danna, & Griffin, 1999; 

Wilson, Dejoy, Vandenberg, Richardson 

& McGrath, 2004).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조직의 환경이나 지원에 따라 구성원들의 

안녕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관리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특히, 개인의 안녕

감에 있어 HR 관리 활동은 중요한 선행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팀 수준의 요인이 구성원의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한

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 많

은 조직들이 팀을 중심으로 목표를 관리하

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정예지･김문주, 2013; Lovelace, Shapiro 

& Weingart, 2001), 팀 수준의 관리 활동

이 구성원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팀 수준의 관리 활

동 중에서도 팀 인적자원 확보가 구성원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팀 인적자원 확보란 성과를 달성

하기 위해 팀 수준에서 이뤄지는 인적자원

의 계획과 개발 등을 포함하는 관리로, 팀

은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지식, 능력, 기

술 등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

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Koch & McGrath, 

1996). 인적자원 확보가 잘 이뤄지는 팀은 

그렇지 않은 팀에 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팀 인적자원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팀에 속한 구성원들은 학습이나 

개발의 기회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Ca- 

brales, Medina, Lavado & Cabrera, 2008; 

Kirkman & Rosen, 1999; Wright & Mc- 

Mahan, 1992), 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팀 수준의 인적

자원 확보가 구성원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

향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뤄질 것으로 

보았다. 팀 인적자원 확보는 팀 수준의 관

리 활동이기 때문에, IPO 모델(Input-Pro- 

cess-Output)을 적용하여 팀 수준의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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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Hackman, 1983). 

즉, 팀 수준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통해 팀

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분

위기는 개인의 동기와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다(Cronin, Weingart 

& Todorova, 2011). 특히, 본 연구에서는 

팀 수준의 인적자원 확보가 구성원들 사이

에서의 충분한 자원 확보에 기인하여 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이것이 

일에 대한 몰두를 가져오게 되어 궁극적으

로는 개인의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팀 수준의 요인

인 팀 인적자원 확보가 구성원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

이 팀 수준의 안전 분위기와 직무열의를 

거쳐 일어날 것으로 보고 매개모형을 검증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팀 수준의 관

리 활동이 구성원의 태도로 이어지는 매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방법론적으로 보다 

더 적합한 방식인 다수준 구조방정식을 이

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팀의 관리 활동

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구성원의 안녕감을 

높이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2.1 팀 수준 인적자원 확보와 개인의 

안녕감

최근 조직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팀 중심으로 업무를 

실행하고 있으며, 팀 관리 활동을 통해 팀 

성과나 구성원의 태도, 성과를 관리하고자 

한다(Bishop, Scott & Burroughs, 2000). 

이에 따라 인적자원 확보 등과 같은 팀 

수준의 관리 활동이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

력을 살펴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Hol- 

lenbeck, DeRue & Guzzo, 2004). 본 연

구에서는 팀 수준의 인적자원 확보를 팀의 

성과나 효율을 위해 팀을 중심으로 이뤄지

는 팀 수준의 인적자원 관리 계획과 채용 

등의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Mathieu, Gilson & Ruddy(2006)에 따르

면 조직에서는 팀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

여 인적자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팀의 인적자원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

우, 구성원들의 일에 대한 동기가 높아지

고(Kirkman & Rosen, 1999), 팀워크가 증

가하여 성과로 이어진다고 밝혀진 바 있다

(Cabrales et al., 2008).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팀 수준의 요인들은 구성원들의 태

도나 안녕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다(Guest, 2002).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는데, Diener 

(1984)의 연구에서 안녕감이 높은 사람이

란 행복감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정

의내린 바 있다. 최근 들어서는 ‘삶의 전

반적인 만족도’에서 각 영역(domain)을 나

누고 이러한 영역들 안에서의 만족감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이에 따라 조직 분야에서 

안녕감은 일을 통한 행복감, 일로 인해 만

들어지는 높은 삶의 질을 의미한다(Bakker 

& Oerlemans, 2011). 이에 따라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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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안녕감을 일을 통한 행복감으로 정

의하고자 한다. 안녕감이 조직 연구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일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

하며,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고 여러 연구

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이다(Grant, Chris- 

tianson & Price, 2007).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요인으로는 긍정적 정서나, 

성격 등이 있다(Judge, Heller & Mount, 

2002). Fredrickson(2001)의 연구에 따르면, 

구성원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는 인적 

자본의 확대를 가져 오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게 되고 일에 대한 

행복감인 안녕감에도 긍정적 영향력을 미

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 외에 환경적 요

인들 또한 안녕감에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나정･차종석

(2018)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에서의 주관

적 경력성공이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감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

히 조직에서 경험하는 학습과 개발이 개인

의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Danna & Griffin(1999)의 

연구에서는 구조나 관리 스타일에 따라 구

성원의 동기부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조나 관리스타일이 구성원의 건

강이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

명하고 있다. 또한 Wilson et al., (2004)

의 연구에서도 여러 직무 관련 제도들과 

분위기가 구성원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리 활동이나 제도들, 그리고 

안녕감과의 관계는 직무요구-자원 모델에 

의해 주로 설명되어 왔다(Bakker, Demerouti 

& Sanz-Vergel, 2014). 직무자원이란 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직무

요구를 감소시키며, 개인의 성장, 개발, 학

습을 촉진할 수 있는 직무의 물리적, 심리

적, 사회적, 조직적 측면을 의미한다. 직무

요구란 지속적으로 물리적, 심리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의 물리적, 심리적, 사회

적 측면을 말한다(Bakker & Demerouti, 

2007). 예를 들면, 직무자원이란 상사나 동

료로부터 얻는 사회적지지 등을 말하며, 

직무요구란 업무와 관련된 압력, 시간 등

을 말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직무요구에 

비해 직무자원이 많을 경우 구성원들은 업

무와 관련된 안녕감을 경험하게 된다(Bakker, 

Hakanen, Demerouti & Xanthopoulou, 

2007; Hakanen, Bakker & Schaufeli, 2006).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팀 수준의 인사관리 활동이나 환경이 구성

원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

는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더하여, 팀 

수준의 환경적 요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

쳐 구성원의 안녕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보다 면 히 살

펴보기 위해 팀 수준의 인적자원 확보로 

인해 팀의 안전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러

한 안전 분위기가 구성원의 직무 열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구성원의 안녕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러한 관계를 검증하

여 보고자 한다. 

2.2 팀 수준 인적자원 확보와 팀 안전 

분위기

팀 인적자원 확보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은 팀의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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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있다

(Chi, Huang & Lin, 2009). 인적자원 확보

가 이뤄지는 팀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적시에 제공되고, 업무를 더욱 효

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피드백이 이뤄지

며, 팀 구성원들의 능력 개발을 지원한다

(Mathieu, Gilson & Ruddy, 2006). 따라서 

이러한 팀의 구성원들은 팀으로부터 업무 

처리에 충분한 자원을 지원 받기 때문에 

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형성할 수 있다

(Edmondson, 1999). 팀의 안전 분위기의 

형성은 팀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게 되는데, 팀 안전 분위기가 높은 

팀의 구성원들은 서로 간에 신뢰를 공유하

는 팀이라 할 수 있다(Dollar & Bakker, 

2010). 이렇게 형성된 팀에 대한 신뢰와 믿

음은 팀의 안전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 

팀의 안전 분위기란 구성원들이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서 위험감수(risk-taking)가 가

능한 분위기를 의미한다. 즉, 팀 내 한 구

성원이 어떠한 발언을 했을 경우 이러한 

발언에 대해 처벌받거나 비난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팀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된 지

각을 말한다(Edmondson, 1999). 

Edmondson(1999)에 따르면 이러한 팀 

수준의 안전 분위기는 상황 지원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팀 인적자원 확보가 이뤄지는 팀은 

이것이 상황 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팀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혁신

적인 성과나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

원이나 정보가 필요한데, 만약 자원이나 

정보가 부족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

로 인해 구성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높아지

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방어적인 

태도가 형성된다. 그러나 팀 수준의 자원

이 충분할 경우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팀에서 자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자

신을 둘러싼 환경으로써의 팀을 안전하다

고 여기기 때문에 팀 안전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게 된다(Neal, Griffin & Hart, 2000). 

따라서 인적자원 확보가 이뤄지는 팀에서

는 구성원들 사이에 업무를 달성하기에 충

분한 지원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정서적, 심리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

고 위험 부담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 보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

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팀 수준의 인적자원 확보는 팀 

안전 분위기와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2.3 팀 안전 분위기와 개인의 직무

열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팀 수준에서 형성

된 안전 분위기는 개인의 긍정적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얻은 사회적 단서

(social cue)를 바탕으로 자신이 어떻게 행

동해야 하고,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

지 결정하는데(Ehrhart & Naumann, 2004), 

팀 수준에서 형성된 분위기는 구성원이 자

신의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요인이 된다. 안전 분위기가 높은 팀의 구

성원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안전하다

는 믿음을 공유하게 되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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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Bradley, Postlethwaite, Klotz & Ham- 

dani, 2012). 또한 이러한 안전 분위기는 

심리적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즉, 구성원

들은 사회적 지원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

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안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을 받는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들의 

안전 역시 지원하게 된다(Morgeson & Hum- 

phrey, 2006). 따라서 안전 분위기가 높은 

팀의 구성원은 무엇을 해도 지지받을 수 

있다는 안전감을 느끼게 되고, 업무와 관

련된 실질적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팀 안전 분위기로 인해 형성된 

분위기는 자원으로 작용하게 되어 구성원

들에게 직무열의를 경험할 수 있게 돕는다

(Halbesleben, Neveu, Paustian-Underdahl 

& Westman, 2014). Dollard & Bakker(2010)

의 연구에서 팀 안전 분위기가 동기적

(motivational) 관점에서 자원의 증가로 이

어져 궁극적으로는 구성원의 직무열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직무열의

란 개인이 업무에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신체적, 인지적, 감정적으로 온전히 몰입

하여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Rich, Lepine 

& Crawford, 2010).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직무열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으

로, 구성원들은 업무에 가용할 수 있는 자

원이 많을수록 직무열의를 더 경험하게 된

다고 설명하고 있다(Schaufeli & Bakker, 

2004). 자원이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자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같은 정서적 지원도 포함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안전 분위기가 높

은 팀은 그렇지 않은 팀에 비해 구성원들

에게 업무와 관련된 실질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고,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 정서적 

지원이나 지지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이

러한 팀에 속한 구성원들은 직무 열의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 2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2. 팀 안전 분위기는 개인의 직무

열의와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2.4 개인의 직무열의와 안녕감

선행연구에 따르면 직무열의를 경험한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은 구성원에 비해 일

에 대한 긍정적 태도나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Bakker, Demerouti & ten Brummel- 

huis, 2012). 왜냐하면 직무열의가 높은 구

성원들은 자신의 니즈를 파악하여 이를 성

취하려하고, 업무에 매진하여 목표를 달성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

무열의를 경험한 구성원들은 자신의 직무

에서 높은 성취감을 이루게 되어 긍정적 

정서를 느끼고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를 형성하게 된다(Bakker & Demerouti, 

2008). 이에 따라 직무열의는 구성원들의 

긍정적 태도, 과업 성과, 조직시민행동, 직무 

만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Christian, Garza & Slaughter, 

2011; Rich, Lepine & Crawford, 2010). 또

한 열의는 구성원 개인이 부정적 사건에 

집중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작업 상황

에서의 열의는 곧 긍정적 정서와 접한 

관계가 있다(Rodríguez-Muñoz, Sanz-Vergel, 

Demerouti & Bakker, 201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직무열의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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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인적자원 확보 팀 안전 분위기

직무열의

팀 수준

 개인 수준

안녕감

[그림 1] 연구모형

원의 안녕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조직행동 분야에서 안녕감이란 일반적으로 

행복감(happiness)이란 단어 대신 널리 사

용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Ryff, 1989). 안

녕감은 감정적 조건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

져 있다. 즉,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사

람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사람에 비해 

안녕감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Wright & Cropanzano, 2000). 앞서 언급

한 것처럼 직무열의를 경험하는 구성원들

은 자신의 일에 완벽히 몰두하여 업무를 

성취하고 성과를 거두기 때문에, 일을 통

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긍정적 정서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감정을 억제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또한 

긍정적 정서의 확장-축적이론(broaden-and- 

build theory, Fredrickson, 2001)에 의해서

도 설명하여 볼 수 있다. 긍정적 정서의 

확장-축적 이론에 따르면, 구성원의 긍정

적 정서의 경험은 시야를 넓혀주고, 상대

적으로 여유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구성

원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하고 있다(Fredrickson, 

2001). 또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 구성원

이 이와 같은 경험을 지속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Fredrickson, 2004). 따라서 

직무열의를 경험한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

은 구성원에 비해 긍정적 정서를 느끼게 

되고 이는 안녕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직무열의가 

안녕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3. 개인의 직무열의와 안녕감은 정

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설 1부터 

3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

고자 한다. 즉, 팀 수준의 인적자원이라는 

투입물은 상황 지원으로 작용하게 되어 팀 

수준의 긍정적 분위기인 팀 안전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것은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단

서가 되어 일에 대한 긍정적 상태인 직무

열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안녕감에 이

르게 할 것으로 보고 이를 가설로 제시하

였다. 

가설 4. 팀 인적자원 확보와 개인의 안

녕감의 관계는 팀 안전 분위기와 

직무열의가 매개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나타낸 연구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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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 제시하였다.

Ⅲ. 연구방법

3.1 표본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다수준의 매개모형을 통해 

팀 인적자원 확보와 조직 내 구성원의 안

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내의 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의 업종은 통신

업으로, 사업의 내용으로는 무선통신사업, 

유선통신사업, 그리고 기타사업 부문이다. 

설문조사 실시 이전에 인사담당자와의 지

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중

요성을 공유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팀 

수준의 인적자원 확보가 개인 안녕감에 미

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인사담

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기업 내에서 팀 인

적자원 유지 관리와 확보를 위하여 구성원

의 교육훈련과 개발의 기회를 탐색하고 실

행하는 등의 팀 수준의 인적자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기업은 시장변화와 고객의 니즈에 발

맞추기 위하여 팀 차원의 목표설정과 프로

세스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기업

을 대상으로 개인 수준의 변수와 집단 수

준의 변수를 측정하였으며, 2,763명을 연

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약 20일간 이뤄졌으며, 온라

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

구는 다수준의 매개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기 때문에 구성 인원이 20명 미만인 팀은 

제외하였으며, 결측치가 포함되어 분석이 

어려운 응답은 제외시켰다. 이 결과, 최초 

연구대상이었던 2,763명 중에 총 44개 집

단, 2,036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집단 규모는 최소 20명부터 최대 109명이

며, 집단의 평균 규모는 46.28명(SD = 21.83)

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표본 구

조를 살펴보면, 직책은 팀원이 1,862명(91%), 

중간 관리자 이상이 174명(9%)으로 팀원

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재직 기간은 10년 

미만이 890명(44%), 10년 이상이 1,146명

(56%)으로 나타났다. 경력 여부는 이전에 

조직 경험이 없는 공채 입사자 1,000명

(49%), 그리고 경력이 있는 입사자 1,036

명(51%)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 및 분석 방법

3.2.1 팀 인적자원 확보

본 연구에서는 팀의 인적자원을 인적자

원 계획, 채용, 개발의 차원에서 보고자 

하였으며, Delaney & Huselid(1996)가 개

발한 인적 자원 채용, 훈련, 그리고 개발

에 관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3개

의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는 ‘목표 달성에 어떤 역량이 필

요한지 명확히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다’ 

등이 있으며,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3.2.2 팀 안전 분위기

안전 분위기란 위험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팀 구성원들의 공유된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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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ondson, 1999). 본 연구에 사용된 문

항은 Edmondson(1999)이 개발한 7개 문

항을 바탕으로 하여 Dollard & Bakker 

(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

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

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 팀처럼 

일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등이며, 신뢰

도는 .84로 나타났다. 

3.2.3 직무열의

열의란 구성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이나 성과에 심리적으로 온전히 집중하며, 

주의 깊게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역할에 흡

수된 상태를 의미한다(Rich, Lepine & Craw- 

ford, 2010). 또한, Kahn(1990)은 몰입을 

개인의 신체적, 인지적, 그리고 감정적 차

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chaufeli & Bakker(2003)가 개발한 일 몰

입 척도인 Utrecht Work Engagement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도전적인 업무를 통해 

구성원들이 일의 의미를 찾게 하고 있다’ 

등이 있다. 신뢰도는 .84로 나타났다.

3.2.4 안녕감

안녕감이란, 구성원이 인생의 전반적인 

경험에 대해 묘사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의미한다. 특히, 선행연구

에 따르면 안녕감을 직무와 관련된 안녕감

의 지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De 

Jonge & Schaufeli, 1998).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Van Katwyk, Fox, Spector & 

Kelloway(2000)가 개발한 직무 관련 안녕

감 척도(Job-Related Affective Well-Being 

Scale)를 수정하여 리커트 5점 척도의 4개 

설문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나는 업

무를 수행하면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 

등이며, 문항들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3.2.5 통제 변수

본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에서 직급과 

근속연수, 그리고 경력 여부 변수를, 집단 

수준에서는 팀 규모와 팀 목표 달성 경향

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직급은 팀원

을 0, 중간 관리자 이상을 1로 더미변수 

처리하였으며, 근속연수는 10년 미만을 0, 

10년 이상을 1, 그리고 경력 여부는 신입

을 0, 경력을 1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통제

하였다. 또한, 44개 팀의 구성원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집단 수준에서 팀 

규모를 통제하였다. 팀 목표 달성 경향 변

수는 구성원의 성과 또는 태도에 대한 팀 

성향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Gong, Kim, 

Lee & Zhu, 2013), 목표 달성 경향에 대

한 전체 팀의 평균값(3.90)에 대하여 미만

인 팀은 0, 평균 이상인 팀은 1로 더미변

수 처리하였다. 

3.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데이터는 팀에 속해 있는 개

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각각의 팀 안

에 개인들이 속해있는 내재된(nested) 다

수준 구조(multilevel structure)이며, 개인 

수준과 팀 수준이 위계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수준 데이터의 매개모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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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적합도 검증 결과

구분 χ
2

df TLI CFI RMSEA

모형 1 (1요인) 2963.830 65 .771 .809 .148

모형 2 (2요인) 1294.078 64 .901 .919 .097

모형 3 (4요인)  364.025 59 .973 .980 .050

석을 위해 다수준 구조방정식모형(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Mplus version 

7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다수준 구조방정식은 집단 간 및 집단 

내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권석균･오승

희･최보인, 2016), 본 연구와 같은 다수준 

매개모형(예. 2-1-1, 2-2-1-1)의 분석이 보

다 용이하게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Pre- 

acher, Zyphur & Zhang, 2010). 기존의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에서는 매개모형의 검증을 위해서 분석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지만, 다수준 구조방

정식에서는 수준별 효과의 추출이 가능하

기 때문에 한 번에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다. 또한 경로별 효과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개효과의 검증이 보다 엄

하게 이뤄질 수 있다.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매개모형 간접효

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베이지안 추

출법(Bayesian estimation)을 통해 95% 신

뢰도 구간(Confidence Interval)을 확인하

여 효과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이는 매

개모형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성(non-norma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Muthén & As- 

parouhov, 2012; Yuan & MacKinnon, 2009). 

Ⅳ. 연구결과

4.1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4.1.1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팀 인적자원 확

보, 팀 안전 분위기, 직무열의, 그리고 안

녕감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7 

이상의 값을 얻었으므로 양호한 신뢰도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Nunnally & Bernstein, 

1994)

4.1.2 타당도 분석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각 측정도구의 

개념들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인지에 대한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1.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

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실

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구성타당

도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지수는 TLI, CFI, 

RMSEA 등이 있다. TLI와 CFI는 그 값이 

.90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RMSEA는 .050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Hu & Bentler, 1999). <표 1>은 

팀 인적자원 확보, 팀 안전 분위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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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관계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 팀 규모 46.273 21.826

2. 팀 목표 달성 경향
a

.630 .482 .077
**

3. 팀 인적자원 확보 3.735 .730 .022 .560** (.799)

4. 팀 안전 분위기 3.740 .756 .041 .538** .619** (.844)

5. 직급
b

.090 .280 -.044
*

.066
**

.062
**

.150
**

6. 근속연수c .560 .496 .122** .204** .151** .204** .184**

7. 경력 여부d .510 .500 -.012 -.142** -.118** -.145** .016 -.260**

8. 직무열의 3.791 .735 .072
**

.553
**

.670
**

.690
**

.144
**

.153
**

-.140
**

(.838)

9. 안녕감 4.256 .627 .065** .441** .506** .562** .163** .149** -.090** .596** (.870)

주: 1. N=2,036

2. *p < .05, **p < .01

3. 대각선 (  )은 신뢰도(Cronbach-α)임

4. a. 직급: 팀원=0, 중간 관리자 이상=1, b. 근속연수: 10년 미만=0, 10년 이상=1, 

c. 경력 여부: 신입=0, 경력=1, d. 목표 달성 경향: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5. 팀 수준 변수 상관계수: 팀 규모와 팀 목표 달성 경향(-.053
**
), 팀 인적자원 확보(.076

**
), 팀 

안전 분위기(.121
**
), 팀 목표 달성 경향과 팀 인적자원 확보(.651

**
), 팀 안전 분위기(.834

**
), 팀 

인적자원 확보와 팀 안전 분위기(.805
**
)

열의, 그리고 안녕감에 대한 적합도 검증 

결과이다.

적합도 검증 결과, 본 연구모델과 같이 

팀 인적자원 확보, 안전 분위기, 직무열의, 

그리고 안녕감을 각각의 변수로 구분한 4

요인 분석의 적합도 지수가 χ² = 364.025, 

df = 59, TLI = .973, CFI = .980, RMSEA =

.050으로 나타나 팀 인적자원 확보, 안전 

분위기, 직무열의를 하나의 요인으로 보

고 분석한 2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χ²= 

1294.078, df = 64, TLI = .901, CFI = .919, 

RMSEA = .097)보다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요인 적합도 지수(χ²= 2963.830, 

df = 65, TLI = .771, CFI = .809, RMSEA =

.148)와 비교했을 때에도 본 연구모델인 4

요인이 분석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4.1.3 분석수준 검토(ICC 값)

팀 인적자원 확보는 각 팀별로 개별 구

성원이 응답한 점수를 평균화하여 팀 수준

의 변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ICC(1)과 

ICC(2) 값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로 .45와 

.75로 나타났다. 또한 팀 안전 분위기의 

ICC(1) 값은 .57, ICC(2) 값은 .83으로 나

타났다. ICC(1)은 .20 이상, 그리고 ICC(2)

는 .60 이상이면 팀 수준의 변수로 사용하

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Bliese, 1998).

4.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제42집 4권

- 188 -

<표 3> 간접효과 유의성 분석 결과

간접효과 경로 간접효과 P-value CI 95%

팀 인적자원 확보 → 직무열의 → 안녕감 .234 .000 [.039, .450]

팀 인적자원 확보 → 팀 안전 분위기 → 직무열의 .315 .000 [.115, .758]

팀 안전 분위기 → 직무열의 → 안녕감 .154 .000 [.025, .319]

팀 인적자원 확보 → 팀 안전 분위기 → 직무열의 

→ 안녕감
.130 .000 [.021, .333]

았다. <표 2>는 변수들 간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팀 인적 자원 확보

와 안전 분위기는 (p < .01) 유의미한 정적

(+) 상관관계를 갖는다. 안전 분위기와 직

무 몰입은 (p < .01) 유의미한 정적(+) 상

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직무 몰입과 안녕

감은 (p < .01)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변수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

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파악하기 위

하여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추가적으로 구하였다. 분산팽창인자

(VIF) 값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

제가 발생한다. 팀 인적 자원 확보는 1.984, 

안전 분위기는 2.084, 직무 몰입은 2.337

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Graham, 2003).

4.3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Mplus.7.0을 활용한 다수준구조방정식 모

형을 이용하였다. 분석에는 앞서 서술한 

통제 변수들을 포함하여 그 효과를 통제 

하였으나, 통제 변수의 효과는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이 아니므로, 결과 보고에는 생

략하고자 한다.

가설 1에서는 집단 수준에서 팀 인적 

자원 확보와 안전 분위기의 관계를 검증하

였는데, 그 결과 팀 인적 자원 확보는 안

전 분위기에 유의미한 영향(b = .729,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

지되었다. 가설 2는 집단 수준의 안전 분

위기와 개인 수준의 직무 몰입의 관계를 

다루었으며, 검증 결과 안전 분위기는 직

무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b = .415, p < .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했던 집단 수준과 개인 

수준의 연결을 확인하였으며, 가설 2는 지

지되었다. 가설3은 개인 수준의 직무 몰입

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었으

며, 가설 검증 결과 구성원의 직무 몰입은 

구성원의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b =

.727,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3은 지지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간접

효과 유의성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설 4에서는 집단 수준의 팀 인적 자원 

확보가 집단 수준의 안전 분위기, 개인 수

준의 직무 몰입을 거쳐 개인 수준의 안녕

감에 영향을 준다는 2-2-1-1 매개모형으로, 

분석 결과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b =

.130, p < .01). 베이지안 추출법은 매개모

형의 간접효과를 95% 신뢰도 구간으로 그 



팀 인적자원 확보가 개인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팀 안전 분위기와 직무열의의 다수준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189 -

팀 수준

개인 수준

팀 인적자원 확보 팀 안전 분위기

직무열의 안녕감

.903
**

.371
**

.421**

[그림 2] 분석결과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95% 신뢰도 구간을 

측정한 결과 상위 값(.333)과 하위 값

(.021)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개효과를 검증한 가설 4는 지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

구에서 가설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팀 

인적자원 확보와 개인 수준의 안녕감 간의 

직접효과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185, N.S.). 따라서, 팀 안

전 분위기와 직무열의는 팀 인적자원 확보

와 안녕감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2]에 제

시하였다. 

Ⅴ. 논 의

본 연구는 팀 수준의 팀 인적자원 확보

가 개인 수준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매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하여 

팀 안전 분위기와 직무열의의 매개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팀 수준의 팀 인적자원 확보는 팀 안전 

분위기와 개인 수준의 직무열의를 거쳐 개

인의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팀 수준의 인사관리 활

동이나 환경이 구성원 개인의 안녕감에 영

향을 미치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

라 할 수 있다. 또한 팀 수준의 요인이 어

떤 과정을 거쳐 구성원의 안녕감으로 이어

지는지를 검증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5.1 연구의 이론적 의의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본 연구는 팀 수준의 인적자원 확보

가 구성원의 안녕에 미치는 과정을 매개모

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이전의 연구들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로 개인 수준의 성격이

나 자존감 등의 특질, 업무의 특성에 의해 

살펴보거나(DeNeve & Cooper, 1998) 조

직 수준에서 조직 구조 등의 요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봤다면(Chi, Huang & Lin, 2009; 

Danna, & Griffin, 1999; Wilson et al., 

2004), 팀 단위의 관리활동이 일상화된 본 

연구와 같은 조직에서는 팀 수준의 인적자

원 확보와 같은 인적자원 제도들이 구성원

들의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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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 또한 팀 수준의 다른 활동이 구성

원의 긍정적 태도나 성과에 영향력을 실증

적으로 확인한 연구가 아직까지 많지 않은 

만큼 미래의 연구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팀 수준의 인적자

원 확보 활동이 구성원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팀 수준의 안전 분위기와 구성원의 

직무열의라는 매개변인을 거쳐 이뤄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겠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

면, 인적자원 확보 활동이 구성원에게 긍

정적 산출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팀 수준

이나 개인 수준에서 자원의 획득과 관련된 

분위기가 형성되어야하고, 자원의 증가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증

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Halbesleben et al.(2014)의 연구에서 논의

되었던 구성원의 긍정적 태도나 성과를 자

원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

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안녕감과 관련된 연구들에게 시사점

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팀 수준에서 형성된 팀 

수준의 분위기가 다시 개인의 태도 및 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수준 구조방

정식의 2-2-1-1 모델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

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팀 역동

성(dynamic)연구에 따르면, 구성원들의 상

호작용을 바탕으로 형성된 팀 수준의 발현

(emergent)이 다시 개인의 상태, 태도, 행

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Cronin, Weingart & Todorova, 2011).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팀 역동성 연

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수준 매개모형의 검증을 기

존의 위계적 회귀분석에 비해 보다 간편하

고 엄 한 효과 추정이 가능한 다수준 구

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이후의 

팀 역동성 연구의 확장(예를 들면 1-1-2 

와 같은 모형)에 방법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에는 앞서 살펴본 한계점이 있

지만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

여 준다. 첫째, 조직 내 팀 차원에서 이루

어지는 제도적 실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 조직은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 내 팀 중심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팀 수준 인

적자원 확보가 팀 안전 분위기와 개인의 

직무열의를 거쳐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제도와 시

스템의 적용 단위가 조직에서 팀으로 이동

해야할 필요성을 확인한 연구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향후 조직에서는 본 연구를 바

탕으로 하여 팀 수준의 제도 및 시스템의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팀 수준 인적자원

이 확보될 때 팀 수준 안전 분위기가 형

성됨이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팀 내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팀 

수준의 인적자원 확보를 인적자원 계획, 

채용, 개발의 개념으로 보았는데, 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채용하거나 훈련시켜 

인적자원으로써 적절히 제공할 때 팀 차원

의 안전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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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조직 내 의사결정자와 각 

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팀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겠다.

셋째, 최근 많은 기업들이 구성원의 안

녕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본 연구

를 통하여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

인이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팀 수준의 제

도 또한 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가지고 오는 실무적 의의는 기업이 

업무 환경이 궁극적으로는 구성원의 안녕

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

려해야한다는 점이며, 더 나아가 기업은 

구성원의 안녕감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함께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안녕감이 높은 

구성원은 조직 내 높은 성과를 내기 때문

에 기업은 구성원의 안녕감에 대하여 지속

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본 연구는 실증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여러 의의와 시사

점을 갖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 또

한 지니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와 이

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변수 간 인과관계를 

가정하였으나, 이러한 이론적 보완과 연구

모형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변수 간 인과

관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성원의 직무열의가 개인의 안녕감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안녕감이 

높은 구성원이 더 높은 직무열의를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정확한 인과관계의 추론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 조직의 구성원

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개인 수준

과 팀 수준의 변수를 구성하여 이를 분석

에 이용하였다. 다수준 구조 방정식을 이

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동일방법편의를 최

대한 배제하고자 하였으나, 동일한 원천으

로부터 수집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지

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다. 향후 연구에

서는 이와 관련하여 동일방법편의를 줄이

기 위한 방안이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팀 수준의 구조에서 구

성원 개인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살펴보았다. 팀 수준에서는 팀 규모

와 팀 목표달성 경향 정도를 통제하여 개

인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팀 

수준의 요인들을 통제하였다. 하지만 팀 

수준의 직무특성이나 환경적 요인과 같은 

여러 팀 수준의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하는 것

이 본 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에 필요할 것

이다. 

넷째,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개인 수

준의 직무열의와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

았다. 특히 본 연구는 집단 수준의 선행 

요인에 주목하여 2-2-1-1의 매개모형으로 

그 관계를 설명했지만, 직무열의와 안녕감

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조

절변수를 살펴보지는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에는 개인의 특성과 같은 변수들을 고려하

여 직무열의와 안녕감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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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팀 수준 

인적자원 확보의 관계를 팀 안전 분위기와 

개인의 직무열의를 통한 2-2-1-1 매개효과

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는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다수준 접근을 통해 구

성원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선

행요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등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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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eam Human Resource Acquisition on Employee 

Well-Being: Focusing on Multi-Level Mediating Role of Team 

Safety Climate and Job Engagement*

 *

Lim, Hee Young**･Kwon, Na Young***･Kim, Min Soo****

Recently in the workplace, the meaning and a role of team has changed. Work 

team refers to organizational units composed of employees who work interdependently 

and the unit performs a team task in organization. Thus, this study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antecedents to well-being from individual level to team level. We propose 

2-2-1-1 mediation model that team human resource acquisition lead to individual well- 

being, also team safety climate and job engagemen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eam human resource acquisition and well-being. Data collected from 2,036 participants 

(in 44 teams), and analyzed the data using 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SEM). Results suggest that team level human resource acquisition positively related 

to safety climate, safety climate positively associated to individual level of job engagement, 

and also job engagement positively related to well-being. Moreover, the indirect effect 

of team human resource acquisition through team safety climate and individual job 

engagement on well-being was revealed by Bayesian approache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more details. 

Key words: Team Human Resource Acquisition, Team Safety Climate, Job Engagement, 

Well-Being, Multi-Level Medi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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