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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ofthisstudywastoresearchontheeffectsofleadership
onturnoverintention.Inordertoachievethisaims,thefollowingresearch
questionswereaddressed:

1.Are there any differencesand affecting relationshipsin turnover
intentionaccordingtotheleadershipstyle?
2.Arethereanycontroleffectofjobsatisfactiontoturnoverintention?
3.Are there any differencesand affecting relationshipsin turnover
intentionaccordingtotheindividualcharacteristics?

Thesubjectofthisstudywas258organizersinkwangju,chonnam and
anotherarea.Thisstudywasperformedbyaquestionnaireconsistedof3
parts.Thescaleof jobsatisfaction,turnoverintention,leadership were
used.Thedatawasanalyzed with frequencies,χ²test,T-test,oneway
Anova,Generallinearregressionanalysis,andMultipleregressionanalysis.

Theresultsofthisstudyweresummarizedasfollows:
1.Thedifferenceinturnoverintentionaccordingtotheleadershipstylewas
significant. That is to say, employee-oriented leadership behavior,



- VI -

bureaucratically-oriented leadership behavior and goal-oriented leadership
behaviorhadeffectsonoverloadedbusiness.butincaseofsocialposition
security,only bureaucratically-oriented leadership behaviorhad effects on
turnoverintention.
2.Thedifferenceinturnoverintentionaccordingtojobsatisfaction was
significant.1)In caseofhigh-leveljobsatisfaction group,employee-oriented
leadership behaviorand bureaucratically-oriented leadership behavior had
effectsonoverloadedbusiness.butincaseoflow-leveljobsatisfactiongroup,
employee-orientedleadershipbehaviorandbureaucratically-orientedleadership
behaviorhad effectson overloaded business.2)In case ofhigh-leveljob
satisfaction group, employee-oriented leadership behavior and
bureaucratically-oriented leadership behaviorhad effectson socialposition
security.but in case of low-leveljob satisfaction group,goal-oriented
leadership behaviorand bureaucratically-oriented leadership behavior had
effectsonsocialpositionsecurity.
3.The difference in organizer's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the
individualcharacteristicswassignificant,especiallyacademicbackground,age,
andlevelofemployeehavebeenshownasignificantdifference.
4.Therewerenegativerelationshipbetweenjobsatisfactionandturnover
intentionandjobsatisfactionhadcontroleffecttoturnoverintention.Thatis
tosay,highjobsatisfactiongrouphadnotturnoverintention.
In conclusion,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leadership style,
organizationalclimateandjobsatisfactionwereessentialvariablestoprevent
theturnover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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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 서서서 론론론

문문문제제제제제제기기기 및및및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모든 조직체는 본질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적과 목표를 반드시 수반하고 있으
며,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
입하기도 한다.그러나 필요한 자원을 갖추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하여 조
직의 목적 및 목표가 저절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조직의 목적 및 목표를 효과적
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경영적 측면과 이를 조직에
맞게 구조화하고 활성화하는 과정적 노력이 중요하다.
산업체도 하나의 사회체제로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
행하며,구성원들이 상호 작용하는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산업체의
조직 목적 달성 정도는 조직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
한 변인에 의해 설명되며,이 점은 어떤 산업체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산업체의 조직목적 달성은 리더와 조직구성원의 상호작용,조직구성원간의 상호
작용,운영관리,물리적 환경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그 중에서도
조직구성원과 관련된 변인은 조직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조직목적의 달성 내지 산업체의 조직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조직구성원과
관련된 변인의 분석은 매우 중요한 절차의 하나이며,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또는 오랫동안 근무하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직장을 구하
거나 직장 구하기를 포기하고 싶은 지의 정도를 가지고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이영길,1992).
조직목적의 달성정도는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조직의 질적 향상을 결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직구성원이다.그렇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의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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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시키고 다양한 현직 교육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체의 조직목적 달성 및 산업체의 질적 향상은 조직구성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조직구
성원들은 직무에 불만족하게 되고 사기가 저하되어 결국 자주 이직하고 있다.이렇
듯 조직목적의 달성을 좌우하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불만족과 빈번한 이직
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산업체내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에 대한 불만족과 잦은 이직은 위기라고 표현
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빈번한 이직은 산업체의 조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조직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왜냐하면 높은 이직률
은 조직 구성원들 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의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서로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흔히 조직구성원의 이직을 설명하는데 있어 자주 사용되는 것이 직무만족도이다.
직무만족도는 이직률과 일반적으로 역상관을 보이고 있으며,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이직을 예측하는 데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송규상,
2000).이처럼 직무만족도가 조직구성원의 이직을 연구하는 경우 중요한 변인이 되
기는 하지만 직무만족 요인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개인적
배경이나 조직의 특성,특히 리더십을 포함한 여러 복합적인 요인까지도 고려되어
야 할 것이 지적되고 있다.
조직구성원의 이직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국의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Bloom,1989)국내의 조직구성원들의 이직과 관련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서지영,2002).
따라서 본 연구는 F산업체의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리더십유형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 이직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리더십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리더십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는 산업체의 질을 제고한다는 점에서,더불어 조직



- 3 -

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이나 이직 대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
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범범범위위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방법인 문헌연구
방법과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문헌연구에서는 리더십 이론, 직무만족 그리고 이직의도 이론 및 관련 선

행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의 통계분석을 통하여 검증하는
실증과정을 거쳤다.이를 위해 리더십, 직무만족 그리고 이직의도를 측정하기 위
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F산업체
구성원 258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한편,본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제 1장에서는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과 함께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 기

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우선 독립변수인 리더십에 대해서는

1)리더십의 정의 2)리더십 이론과 유형과 조절변수인 직무만족에 대해서는 1)직
무만족의 정의 2)직무만족의 이론 3)직무만족의 요인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이
직의도에 대해서는 1)이직의도의 정의 2)이직의 유형 3)이직의 영향을 체계적으
로 기술하는 한편,리더십과 이직의도, 그리고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관한 선행
연구를 기술하였다.
제 3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

하여 실증적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통계적 분석방법
을 통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으며 검증된 연구결과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 및 평가하고,본 연구의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결론을 정리하였다.



- 4 -

ⅡⅡⅡ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조직구성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기 위하여 리더십,직무만
족도 및 이직의도에 관한 문헌 및 선행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기초로 삼고자 한다.

리리리더더더십십십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리더십(leadership)의 개념은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나 지금까지 행정학을 연구하
는 학자들은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집중하여 왔다.이러한 리더십에 관
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심리학적,사회학적 및 행동과학적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
으며,이것은 리더십 이론의 발전순서이기도 하다.
심리학적 입장이란 지도자의 육체적,심리적,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는 데 주로

관심을 가지는 접근방법으로 흔히 특성이론(traitstheory)이라고도 한다.리더십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는 리더십과 몇 개의 특성 간의 긍정적 상관을 발견하였다고
해도 그 상관은 매우 낮으며,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그 가치를 의심받고 있다.사
회학적 입장은 리더십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의 필요
라고 보며,리더십은 사회적 상황과의 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면 지
도자의 특성도 다르다고 주장한다.이를 상황이론(situationtheory)이라고도 한다.
리더십을 가장 생산적으로 연구하자면 심리학적 요인과 사회학적 요인,또는 개

인적 특성과 상황적 요인의 양자가 모두 리더십의 결정요인임을 인정하여 어느 하
나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양자의 대립을 피하고,어떤 상황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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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된 지도자의 행위에 관심을 두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이것이 행동과학적 입
장이다.
오늘날 행동과학적 연구는 지도자가 나타내는 행위양식의 차이점을 유형화하는

리더십 유형론이 일반적 경향이다.그러나 리더십에 대한 행동과학적 입장은 리더
십을 조직성과나 조직구성원의 만족과 같은 조직효과성 차원과는 연결시키지 못하
였다.따라서 보다 기술적이며 설명력을 가진 대안으로서 어떤 상황조건하에서 리
더십 행위를 효과적이게 하는 요인을 상술하려고 시도하는 상황조건이론과 지도자
와 조직구성원의 쌍방적 상호작용과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간의 인지를
중시하는 상호작용이론(transactionalapproach)이 새로운 리더십 모형으로 대두하
게 되었다.물론 이와 같은 리더십 이론의 시대적 구분은 리더십의 연구가 단지
그 시기에 한정되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특히 그 시기에 지배적
으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한다.예를 들면,최근에도 지도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리더십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다.
리더십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Stogdill은 1902년부터

1967년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72개의 리더십 정의를 검토한 결과 그
유사성에 따라 11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즉,집단과정,개인의 성격과 그 결과
(characteristics and its effects),순종을 이끌어 내는 행위(act of inducing
compliance),영향력의 행사,행위 또는 행동(actorBehavior),설득,권력관계,목
적달성의 수단,상호작용의 결과,역할분화,구조 주도성(initiationofstructure)등
이다.이와 같이 리더십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 연구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김두범,1991).
리더십의 의미와 본질을 서술함에 있어서,Katz와 Kahn은 리더십 개념의 세 가

지 중요한 구성요소를 밝히고 있다.그 구성요소는 첫째,직장 또는 지위의 속성,
둘째,개인의 특성,셋째,행동의 영역이다.리더십이라는 것은 또한 추종자를 내포
하는 데,이는 추종자가 없는 지도자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상이한
집단들과 사람들에 있어서 상황의 특성에 의해 상당한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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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리더십의 개념은 단지 지도자의 지위와 행위와 개인적 특성 뿐만 아니라,상
황의 특성에도 의존하기 때문에 포착하기 어렵게 된다.
이처럼 리더십에 대한 대부분의 개념은 복합적 차원이므로,Barnard는 그의 분

석에서 지도자와 추종자의 협동적 행동을 능률과 효과로 분리하고 있다.이와 유
사하게 Cartwright와 Zander는 두 가지 고정된 집단의 기능으로서 리더십을 묘사
하였다.이것은 첫째,목표달성 즉,어떤 특수한 집단목표의 달성,둘째,집단 유지
즉,집단 자체의 유지 또는 강화이다.이와 비슷하게 Etzioni는 Parsons의 연구를
확대하여 모든 집합체는 욕구의 두 가지 기본적인 요인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이론
을 전개하였다.이것은 첫째,수단적 욕구 즉,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동원,둘
째,표현적 욕구 즉,집단 구성원들의 사회적,규범적 통합이다(이영길,1992).
한편 Fiedler는 리더십 유형(leadership style)과 리더십 행위(leadership

behavior)간의 엄격한 구별을 강조하고 있다.그에 의하면,리더십 유형은 “다양한
대인상황 속에서 행동을 유발하는 지도자의 기본적인 욕구구조”즉,리더십 상황
에서 행동을 동기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말한다.본질적으로 리더
십 유형은 행동이라기보다는 인성(personality)이다.반면에 리더십 행위는 “집단성
원들의 과업을 지시하고 조정하는 지도자의 구체적인 행위”즉,작업단위의 활동
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의 특수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직구
성원들에 의해 지각된 행위의 형태를 말한다.그는 리더십 행위는 작업관계를 구
조화하고,집단성원들을 칭찬하거나 비판하며,그들의 복지와 감정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행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Fiedler는 리더십 유형과 리더십 행동의 개념적인 구분을 시도하고 있지

만,일반적으로 상황조건론자들을 포함한 리더십 연구자들은 두 개념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Hersey와 Blanchard는 리더십에 관한 문헌을 통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목표달

성을 지향하려고 노력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라고 리더십을 정의하고 있다.이러한 정의로부터 리더십 과정은 지도자,추종자,
상황 간의 함수라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다.최근에 House와 Baetz는 하나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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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構念(scientificconstruct)으로서의 리더십을 “두 사람 이상의 집단 속에서 일어
나는 집단목표의 추구와 관련된 집단성원들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미래의 리더십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이영길,1992).
리더십의 제반 정의를 종합해 볼 때,리더십 행위는 “조직이나 집단의 목적을 달

성하도록 성원들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의 구체적인 행위”라고 정의
할 수 있다.여기서 리더십은 곧 리더십 행위임을 알 수 있다.사실상 행동이론과
상황조건이론의 관점에서는 리더십과 리더십 행위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의의의 이이이론론론 및및및 유유유형형형

일반조직에서의 리더십 행위에 관한 연구는 리더십에 관한 행동과학적 연구에서
그 개념이 발전되었다.초기 리더십 행위 연구자들은 리더십 행위 특성을 지도자
의 기능이나 역할에서 찾으려고 하였다.리더십에 대한 최초의 실험적 연구는 리
더십의 유형에 따른 리더십 행위 특성을 정하고 구성원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리더십 행위에 관한 연구는 Hemphill과 Coons에 의해서 “리더십 행동 기술 척

도”(LeaderBehaviorDescriptionQuestionnaire)가 최초로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그들은 이 척도를 개발하면서 리더십 차원으로 세 가지 요인을 얻었
다. 그 요인 가운데 첫번째 요인은 인화유지(maintenance of membership
character)로,이는 집단성원에 의해서 존중받기를 원하며,집단성원들에게 사회적
으로 용인될 수 있는 지도자의 행위를 말한다.두번째 요인은 객관적 목표달성 행
위(objectiveattainmentbehavior)로 이는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
동을 취하고,집단성원들로 하여금 목표를 향해 일하도록 집단활동을 구조화하며,
외부집단에 대하여 집단성취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집단의 산출과 관련된 행위
이다. 세번째 요인은 집단 상호작용 촉진행위(group interaction facilitation
behavior)이다.이는 즐거운 집단분위기를 조성하고 집단성원들 간의 갈등을 줄이
면서 집단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구조화하는 행위이다.



- 8 -

Halpin과 Winer는 이를 수정 보완하여 아래와 같은 네 가지 리더십 요인을 도
출하였다.첫째,배려성(consideration)은 우정,상호신뢰,존중,온정을 나타내는 행
위이고,둘째,구조 주도성(initiatingstructure)은 집단성원과의 관계를 조직하고
규정하며,조직의 유형,의사소통의 경로,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분명히 수립하
려는 행위이며,셋째,생산강조(productionemphasis)는 임무나 직무를 수행할 것
을 강조함으로써 조직성원들에게 더 많은 활동을 자극하는 행위이다.그리고 마지막
으로 감수성(sensitivity)과 사회인식(socialawareness)은 조직성원 간에 좋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압력에 대한 리더십의 감수성과 인식이다.이러한 리더십 요인을 그들은
생산강조와 감수성을 각각 구조주도성과 배려성에 포함시켜 지도자의 행위를 배려
성과 구조주도성으로 압축시켰다.그들의 분석에 의해 나타난 중요한 사실은 구조주
도성과 배려성이 양극의 개념이 아니라 별개의 독특한 차원이라는 점이다.
리더십에 대한 이론과 연구를 종합하려는 시도로 Bowers와 Seashore는 리더십

의 기본적 구조를 구성하는 네 가지 기본적 차원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지지로 이는 개인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다른 사람의 느낌을 앙양시키

는 행동이다.둘째는 상호작용 촉진으로 이는 집단의 성원들을 친밀하게 상호 만
족한 관계를 발전하게끔 격려하는 행동이다.셋째는 목적강조로 훌륭한 성과를 달
성하려는 집단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행동이며
넷째는 작업촉진으로 시간표 작성,조정,기획 그리고 도구와 자료 등 기술적인 지
식을 제공해 주는 활동에 의해 목적달성을 성취하도록 돕는 행동이다.
만약 이러한 네 가지 차원들이 두 가지로 재분류된다면 똑같은 차원이 전개된

다.그것은 지시적 행동과 상호작용 촉진,집단유지 기능 또는 표현적 활동하에서
적절하게 적용되어지고,목적강조와 작업촉진은 목적달성기능 또는 수단적 활동하
에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김창걸,1984).
Blake와 Mouton도 Ohio주립대학교와 Michigan대학교의 연구의 영향을 받

아 리더십 행위를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구분하고,양 차원
을 관리망(managerialgrid)속에 위치시켜 다섯 가지 기본적인 리더십 유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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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무기력형(impoverished)으로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노력
하는 것이 조직의 인화를 유지하는 데 적절하다.둘째는 관계지향형(countryclub)
으로 만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의 욕구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기울임으
로써 안락하고 우호적인 조직분위기와 작업속도로 이끈다.셋째는 과업지향형
(task)으로 작업조건을 잘 배열함으로써 작업의 능률을 높인다.넷째는 균형형
(middleoftheroad)으로 작업의 추진과 인간의 사기를 조화시킴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높인다.다섯째는 통합형(team)으로 작업완수는 헌신적인 사람들을 통해
가능하다.조직목적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는 신뢰와 존중의 관계로 이끈다.
Fiedler의 상황조건이론은 리더십 행위의 분석보다는 리더십 상황에 초점을 두

고 있지만,리더십 행위를 분석하기 위한 또 다른 이론적 틀로 그의 상황조건이론
을 상정해 볼 수 있다.Fiedler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대조적인 리더십 유형
을 규정하였다.과업지향성 지도자는 과업의 성공적인 달성에서 주된 욕구만족을
얻게 된다.그런 반면,관계지향성 지도자는 성공적인 인간적 상호관계에서 기본적
인 욕구충족을 받는다.요컨대,리더십 유형은 효과적 과업달성 또는 성공적인 상
호 인간관계와 같은 욕구구조를 개인이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과정을 표
시하는 것이다.
House와 Mitchell은 Fiedler의 이론과는 달리 리더십 행위에 초점을 두어 네 가

지 기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지시적 리더십(directiveleadership)으로 지도자가 조직성원들에게 무엇

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주며 또 집단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과업수행에서의 기준을 제
시하며 규정이나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이다.둘째는 성취지향적 리더십
(achievement-orientedleadership)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성원들에게
최대의 노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며 계속적으로 과업향상을 추구하고 그들이
책임을 갖고 도전적인 목표를 완수할 것이라는 높은 확신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세째는 지원적 리더십(supportiveleadership)으로 조직성원들의 지위,복지,욕구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고 친절하면서 접근하기 쉬우며 성원들을 차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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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공평하게 대우하는 행위이다.넷째는 참여적 리더십(participativeleadership)
으로 조직성원들과 협의하고 그들의 제안을 권유하며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제안
들을 신중히 고려하는 행위이다(김윤태,1991).
이상의 네 가지 리더십 유형은 Ohio주립대학교의 LBDQ를 기초로 하고 있다.

여기서 지시형은 X이론,성취지향형은 Y이론에 가까운 지도자의 행위이기는 하지
만 지시형과 성취지향형은 구조 주도성의 차원이고 지원형과 참여형은 배려성의
차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와 같이 일반조직에서 리더십 유형에 관한 구분은 명백하게 다양하지만,문헌

은 일반적으로 이중적 리더십 유형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그
것은 리더십 행위의 두 가지 일반적이고도 구별된 영역인데,하나는 인간과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생산과 과업달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과업에 관심을 가지는 이분론은
인간관계학파와 과학적 관리학파에서 리더십 유형에 대한 구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리더십 행위를 측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처럼 인화와 과업의 두가지 요

인만으로 측정하는 것에 대해 LBDQ의 유용성은 인정하면서도 측정도구의 속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리더십의 요인구조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그 동
안의 리더십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들은 인화와 과업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서로 다른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속성의 리더십 행위를 측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인화와 과업차원의 상관관계가 높
아서 이들 간의 개념적 독립성이 약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House와 Mitchell은 행로-목적이론에서 지도자의 행동을 지시형,성취지향형,지

원형,참가형으로 유형화하고 있다.지시형은 조직성원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무
엇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주며,과업수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규정이나 규칙을 준수하도록 한다.성취지향형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
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최대의 노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며,계속적으로 과
업수행에의 개선을 추구하고 Y이론적 경영신념을 가진다.지원형은 조직 구성원
들의 지위,복지,욕구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친절하고 접근하기 쉬우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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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대우한다.끝으로 참가형은 조직 구성원들과
협의 하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또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이것들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Hersey와 Blanchard는 조직 구성원의 성숙수준과 관련하여 리더십 유형을 지시

형,조성형,참가형,위임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지시형은 조직 구성원들이 어떠한
일을 책임 맡을 능력도 없고 또 맡으려 하지도 않는 경우에 이들에게 무엇을,언
제,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감독한다.조성형은 조직 구성원들
이 책임을 맡고는 싶으나 실제로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도자가 지시
적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일에 대한 동기와 의욕을 자극시킨다.참가형은 조직 구
성원들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경우에 지
도자는 그들의 동기를 자극하고,쌍방적 의사소통을 중시하며 그들과 공동으로 의
사결정을 한다.위임형은 조직 구성원들이 책임을 맡을 수도 있고 또 맡기를 원하
기도 하는 경우 지도자는 무엇을,언제,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그
들에게 위임한다.
Halpin과 Croft는 조직풍토기술질문지(OCDQ)에서 교장의 행위를 생산강조

(productionemphasis),초연성(aloofness),추진력(thrust),인화(consideration)등의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권위는 교사들과 신체적,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식
성과 몰인정성을 강조하는 행위이다.생산강조는 교사들을 철저하게 지시,감독,
통제하는 행위이다.또한 추진은 교장이 솔선수범을 통해서 조직을 이끄는 역동적
인 행위이고,배려성은 온정적이고 우호적인 교장의 행위를 말한다(김윤태,1991).
노종희(1998)는 리더십 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면서 관료지향성,목

표지향성,인간지향성으로 리더십 행위를 유형화하고 있다.관료지향성은 겉치레
행정,실적 중시,독단,몰인간성,일방적 의사결정 등을 나타내는 지도자의 행위와
관련된다.목표지향성은 치밀한 계획과 실행,그리고 이의 과정 및 결과의 확인,
교육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시도,개인보다 목표와 원칙의 강조 등을
나타내는 지도자의 행위이다.인간지향성은 조직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친밀,관심,
인정,칭찬,이해를 나타내고 또 조직구성원 상호간의 친목증진을 유도하는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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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로서 배려성,상호작용 촉진,인간에 대한 관심과 유사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영학,행정학 및 교육행정학 분야에서 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어느 주제보다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연구의 거의 모두가 Halpin과
Winer의 LBDQ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그 이유를 주삼환(1987)은 LBDQ와
같이 널리 알려진 도구가 있기 때문에 리더십 연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물론 그 동안 LBDQ가 리더십 연구에 크게 공헌한 점은
인정되지만,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리더십 행위에 대한 측정에 있어 새로운 도
구의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LBDQ의 배려성과 구조주도성 차원을 개념적 정의에
서 살펴보면 조직의 긍정적 효과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조
직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리더십 행위의 다차원
적인 개념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리더십 행위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한 사람으로 Stogdill,

Halpin과 Croft,House와 Mitchell,노종희 등이 있다.이들의 리더십 행위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생산강조,지시적 리더십,관료지향성 등은 조직의 부정적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각된다.특히 노종희는 우리나라의 조직문화와 조
직환경에 적합한 한국적 이론 모형을 정립하기 위해 새로운 리더십 행위측정의 도
구를 개발하였다(김두범,1991).
우리나라 산업체의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된 리더십 행위를 요인

분석하여 본 결과 조직내 지도자의 리더십 행위는 관료지향성,과업지향성,인화지
향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연구결과는 리더십 행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인화’와 ‘과업’차원으로 구분해 오던 종래의 리더십 유형에 대해 새로
운 관점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기존의 리더십 행위를 측정하는 도구에서 흔히
지적되는 문제점 즉,질문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내적 특성이 지도자의 리
더십 행위 평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거나 ‘인화’와 ‘과업’의 양 차원이 지
도자와 조직구성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결과를 나타내기에는 너무 단
순하고 편협적이며 이 두 가지 차원이 항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등의 문제점
을 해결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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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조직 내에서 인간의 행동은 복잡한 현상으로 나타난다.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여
조직발전에 공헌하는 조직구성원이 있는 반면,직무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불만을
느끼고 조직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심할 경우 전직을 하는 구성원도 있다.
산업체라는 조직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임으로써 직무수행을 효율화
할 수 있음이 거론되면서 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조직구성원은 일정한 조직 내에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에게 맡
겨진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이때 자신의 직무에 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불
만을 느끼기도 한다.
직무만족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의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일반적으로
직무만족도는 조직구성원들이 자기가 맡은 직무에 만족하는 정도라고 규정하기도
하고,직무를 통해 얻거나 경험하는 욕구만족 차원의 함수라고 정의되기도 하며,
직무만족도는 근무환경이 조직구성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대한 개개 조
직구성원들의 평가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이와 아울러 욕구충족의 관점에서 이
무근(1993)은 중진 직무 및 직무에의 역할,직무환경,직무로부터의 경험 등에 대하
여 조직구성원들이 느끼는 욕구충족의 정도라고 하였다.
한편,직무만족도를 주어진 직무가 얼마만큼 개인의 자아를 충족시켜주는지의 척
도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이러한 견해의 주요 요소는 직업에 대한 개인의 관
심도이며,일반적으로 볼 때,각 개인에게 흥미가 있고 자아표현의 기회가 풍부하
며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Bently와
Remple은 주어진 직무상황에서 개인과 집단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
들이 나타내는 직업적 관심과 열의라고 하였으며(한국교원교육연합회,1991),
Beatty(1981)는 직무만족은 구성원의 직무가치를 달성하고 촉진시키는 것으로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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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로 직무평가에서 얻은 명쾌한 감정적 상태라고 정의하기도 하고,직무환경을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관심,열의,호의,기쁨과 같은 감성적 태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신유근은 직무만족을 개인이 직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로서 인지(신념 혹
은 지식),정서(감정,평가),그리고 행위경향들의 복합체라고 하였다.또한 임규진
은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들이 그들의 직무와 직무환경에 대하여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뜻하며,또한 이것은 그들의 사기와 직무의욕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하
였다(이영길,1992).
상술한 바와 같은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직무만족도란 ‘개인의 태도와 가치,신
념 및 욕구 등의 수준과 차원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이 그들의 직무와 조직환경에
대하여 느끼게 되는 정서적 상태’,즉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뜻
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또한 이것은 그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직무만족에 대한 이러한 정의로부터 직무만족의 개념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살
펴볼 수 있다(윤종래,1991).첫째,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기 때문에
자기성찰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다른 태도들과 마찬가지로 직무만족도 실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직 구성원의 행위나 언어적 표현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둘째,직무만족은 원하는 것과 실제간의 격차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많은 학자들이 직무만족을 한 개인이 원하는 것과 실제 얻은 것과의 비교를 나타
내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따라서 직무만족은 다분히 주관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직무만족이 조직의 연구에서 중요한 이유는 첫째,직무만족이 조직구성원
의 직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행복한 조직구성원
은 그렇지 못한 조직구성원들보다는 효율적이고,혁신적이며 사려 깊을 것이라고 가
정된다.둘째,자신의 직무생활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은 외부생활에
대하여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을 호의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며,조직내부에서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간다.셋째,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직무만족이 높아지
면 이직률과 결근률이 감소되므로 조직의 안정과 목표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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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이론은 다양하나 크게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내용이론은 개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즉 동기부여의 요인
으로 직무만족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이론이고,과정이론은 대체적 행동과정 중
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가 하는 과정요인이라고 생각되는 유인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이론이다.

내내내용용용이이이론론론
내용이론의 대표적 이론은 Maslow의 욕구위계이론과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등으로 대표되며,이 연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이론만을 살펴보고자
한다(윤종래,1991).

①①① 의의의 욕욕욕구구구 위위위계계계이이이론론론
Maslow는 인간의 욕구와 그것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간동기화
이론을 제안하였다.욕구위계이론의 특징은 인간이 가지는 내재적 욕구를 모든 사
람에게 보편화 시켜 유형화하려는데 있다.그는 모든 인간은 다섯 가지 형태의 욕
구위계를 가지며 이 같은 욕구가 인간행동의 동인이 된다고 하였다.다섯 가지 욕
구란 신체적,안정적,사회적,자기 존경적 욕구와 자기실현의 욕구를 말하며,이들
욕구가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우선 순위에는 일정한 서열이 있다.가장 강도가
높은 욕구가 행동화하며 욕구위계의 우성의 원리를 형성하게 한다.Maslow의 욕구
위계이론을 학교조직에의 적용사례를 보면 <표 Ⅱ-Ⅰ>과 같다.
Maslow이론의 문제점은 인간의 욕구는 상호 중첩되는 경우가 많은데 욕구수준

을 위계화하였고,개인차와 다양한 욕구 수준을 무시한 점,두 사람이 동일한 행동
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똑같은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행동은 복합
적인 욕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욕구 위계 이론은 충분한 경험적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유발을 위한 동기 수준을 명백히 하고 행동화의 원리와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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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또한 어떤 상황
에서 어느 욕구가 지배적인가를 이해하는 데는 편리한 방법임을 시사해 줌으로써
행동과학 분야의 동기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직행위론 연구자
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한국교원교육연합회,1991).

<표 2-1>조직내에서 욕구위계 적용사례

욕구위계 보편적 보상 조직적 요인

1.생리적 욕구 음식,식수,주거성,
수면

쾌적한 근무조건,구내식당,
체력단련 프로그램,봉급

2.안정 욕구 생활안정 및 보장
생명안정 및 보호

안정된 근무조건,편익시설,
집단해고금지,직무안전,
생명 및 건강보험,정년퇴직
연장

3.사회적 욕구 소속감,사랑,애정,
친화

근무집단의 응집력,친절한
감독,야유회,취미활동,
체육대회

4.존경의 욕구 명예,위신,신분,
자기존중 및 존경

명예적 직무명칭,높은 신분의 직
무,직무자체로부터의 환류,공로
인정파티,사회적 인정,
업적소개,칭찬

5.자아실현 욕구 성장,승진,창의성,
이상의 실현

도전적 직무,성취,창의성
발휘,승진

②②② 의의의 동동동기기기 위위위생생생이이이론론론
Herzberg는 구성원에게 만족을 주거나 불만족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직무경험
과 직무태도를 조사하였다.그는 구성원이 불만을 느낄 때는 대체로 그들이 일하고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며,그들의 직무에 관하여 만족을 느낄 때에는 주로 직무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밝혔다.이는 만족은 단순히 불만이 있는 상태가 아니며,불만
또한 만족을 일으키는 요인과는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윤종래,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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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간성을 Adam 성(Adam nature)과 Abraham 성(Abraham nature)으로 구
분하고,전자는 동물적 특질로서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회피하려는 욕구인데,
이에서 불만요인이 발생한다고 보았고,후자는 인간적 성질로서 자기실현과 정신적
성장을 하려는 욕구인데 이에서 만족요인이 발생한다고 보았다.또한 환경에 관계
된 전자의 욕구가 불만을 예방할 수 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를 위생요인
(hygienefactors)이라고 칭하였으며,후자의 욕구는 보다 높은 업적을 위해 사람들
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유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동기부여 요인이라고 불
렀다.
그런데 그의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요인은 거의 없다
는 것이다.즉 직무에 대해서 만족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곧 불만족 요인은 아니
며 또 불만족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곧 만족 요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이와
같이 만족과 불만족은 별개의 감정이고,이들이 연속선상의 양극은 아닌 것이다.
인간은 직무에서 동기요인이 충족되면 비록 위생요인이 미흡하더라도 직무에 대
한 만족을 느끼며,개인적인 성장과 능력의 향상을 가져온다.그러나 위생요인이
충족된다고 해도 직무에 대한 불만족은 제거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과업수행을
위한 동기를 유발시키고,개인의 성장․발전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
Herzberg에 의한 양면적 동기부여 이론모형에서는 구성원의 성취유발을 위한 동
기부여의 내용요인을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으로 크게 대별하였다는 점에서 특색
이 있다.이들 양요인 중에서도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보다 중요한 요인은
만족요인이고,이들 만족요인에 속하는 인정,승진,직무 그 자체,성취,책임,그리
고 성장 등은 인간이 가지는 고차적인 욕구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Maslow의 이론
적 모형과 다를 바 없다.조직의 유효성 다시 말해서 조직의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위생 요인보다는 만족요인을 중요시하여야 하며,위생 요인의 추구자보다는 만족
요인의 추구자를 더 많이 확보하고 유지함으로써 조직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그의 이론은 동기부여 이론으로서는 그 지위가 확고하다.
그러나 이 같은 Herzberg이론은 너무나 단순하고 발달하는 개인적 요인과 개인
차이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이것은 욕구 요인을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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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간의 욕구는 상관되어 있으며 그 발현도 복합적으
로 야기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과과과정정정이이이론론론
과정이론은 Vroom의 기대이론과 Porter와 Lawler의 동기이론으로 대표된다(이영
길,1992).

①①① 의의의 기기기대대대이이이론론론
Vroom의 기대이론에서 개인의 행동은 어느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
록 하는 요인과 그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거기에서 얻을 수 있으리라 예측한 개
인적 가치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으로 동기화과정에 있어서의 개인차이와 동기부여,
조직목표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다루려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그의 이
론에 의하면 개인의 능력이 실제 결과를 거두리라고 기대하고,실제 결과가 승진이
나 보상 등 개인이 원하는 결과를 항상 가져오리라고 기대할수록 개인의 동기는
강하게 작용하고,그 반면에 거둘 수 있는 성과에 의심이 많고 성과와 개인이 원하
는 보상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믿을수록 개인의 동기는 낮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기대이론은 결과에 대한 가치는 물론,성과에 대한 기대감과 성과결과
에 대한 기대감 등 개인의 인지여하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방향과 동기의 강도가
정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Vroom의 기대이론은 이론 자체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실증적 연구방법과 자료
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하지만 기대이론은 성과로부터 기대되는 실
제결과와 이에 대한 만족감이 동기에 작용하는 역할을 중요시함으로써 개인행동
동기의 실질적인 이해를 증진시켜 주었다.그리고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노력과 성
과에 대한 기대감을 중심으로 구성원의 능력 및 기술개발을 강조하고,성과와 보상
에 대한 기대감을 중심으로 적절한 유인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동기부여
과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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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②② 와와와 의의의 동동동기기기이이이론론론
Porter와 Lawler는 Vroom의 기대이론을 토대로 하여 총괄적인 동기모형을 제시
하였다.이 모형에 의하면 개인의 동기는 노력과 성과,그리고 보상과 만족의 복합
함수로 나타나며,이 복합관계에서 성과와 보상에 대한 기대감과 보상에 대한 공정
성 개념,그리고 개인의 특성 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 이론은 생산
성에 대한 전통적 가정,즉 생산성의 증대는 구성원의 만족에서 비롯된다는 태도를
버리고 구성원의 노력은 성취를 실현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요인이 되고 만족은 성
취에 대해서 간접적인 환류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본데서 그 특징이 있다.
특히 이 이론은 성취를 위한 요인으로서 구성원의 노력과 그들이 갖는 노력,자질,
그리고 역할지각을 중요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이 크다고 하겠다(윤종래,1991).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의의의 요요요인인인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조직의 목표달성이나 생산
성 향상과 관련되어 연구되어 졌다.주로 기업조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초기 연구(Likert,1961)들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이 조직생산성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지만,그것의 수준별-개인,집단,조직-관련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
하였다.그 결과 직무만족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수정이론(Porter& Lawler,1968)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직무만족이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수단으로 작용하든,목적으로 작용하든,직무만
족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Herzberg와 동료들에 의해 이루
어졌다.그들은 조직구성원의 동기유발 요인의 탐색에 초점을 둔 연구를 수행하여
직무자체,성취감,인정,책임감,승진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의 정책,행
정,감독,보수,인간관계,직무환경은 불만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다(표용
태,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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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de-Bloom(1989)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아교육 교사들의 직무만
족 구성요인으로 동료와의 관계,원장과의 관계,직무자체,근무환경,보수와 승진
기회 등 5가지를 들었다.추후 연구를 통해 직무만족 요인으로 지위와 인정,자율
성,인간관계,승진,안전과 참여,업무량,급여와 편익을 제시하였고,직무만족 구
성요인으로 동료,보수,승진,원장의지지,직무자체,근무조건을 들었는데,교사들
은 직무자체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이와는 대조적으로 보수와 승진
에서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Sergiovanni는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을 교육자에게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는데,그는 교육자의 만족요인으로 성취,인정,책임을,불만족요인으로 인
간관계,장학,학교의 정책과 행정,그리고 개인생활을 제시하여 Herzberg의 연구
와 약간 다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Kaufman과 Buffer는 직무만족의 주요 결정요인을 승진,정년보장,봉급,직업안
정성,의료 및 퇴직금 혜택,행정적 감독,동료들과의 직업적 관계로 요약하였다.
반면 Andrisani는 직무 자체,승진기회,책임과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직업안정성,
의료 및 퇴직금 혜택,봉급,환경 및 동료관계보다 더 중요한 직무만족 결정요인임
을 밝혔으며,Matteson와 Ivanceveich는 직무만족을 제공하는 직무특성은 자율성,
피이드백,조직구성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과업 정체성,업무 중요성으로 구
성된다고 보았다(이영길,1992).Sarros와 Sarros는 직무만족 요인으로 지위와 인정,
자율성,인간관계,승진,안전과 참여,업무량,급여와 편익을 제시하였다(1992).
1990년 이후에 이루어진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직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구성
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들 역시 직무만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규칙
적인 피이드백과 행정적 지원,조직과의 상호작용에서의 자율권,공동의 의사결정,
학생의 존경,의사결정에의 참여와 집행,학부모의 지원 등을 제시하여 과거의 그
것들과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무근(1993)은 직무만족 구성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는
데,환경적 요인으로는 보수․복지시설 및 제도,근무환경,근무조건,작업안정,직
장내 인간관계,회사정책과 절차,관리나 감독스타일 등을 들었다.이와 같이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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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일 자체,성취감,사회적 인정,동료 및 상급자와의 관
계,자부심,보장제도,보수 등임을 알 수 있다.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이직은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의 외부로 이동하여 조직구성원의 신분에서 벗어나
는 것이며,조직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개인자격의 종결과 이탈이라고 정의된다.따
라서 이직의도는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하고 현 직장을 떠나려고 의도하는 정
도로 정의된다(Mottaz,1988).즉,조직구성원이 자발적인 의지로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로서 직장을 옮기고 싶다는 생각,같은 직장에서라도 직종을 바꾸고 싶다는 의
지 등으로,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정도를 의미한다.본 연
구에서는 이직의도의 개념을 '조직구성원이 자발적인 의지로 조직을 떠나려고 의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조직구성원이 이직의도를 갖게 되는 이유는 이해갈등과 가치갈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즉,보수,신분 등의 이해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사고의 상반,환경에의 부적
응 등의 가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만 두는 수도 있다.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직접
적인 요인은 그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의도(intention)이며,행동의도와
행동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고 한다.따라서 이직을 조직구성원의 구체적 행동이라고 가정한다면,이직의
도는 행동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직의 직전 단계인 이직의도는 행동변수인 이직을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직은 일련의 행동과정으로서 하나의 흐름을 구성하여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최종적인 이직행위를 이끌어 내게 된다.이에 따라 이직에 관한 종래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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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직과정의 개념적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이
러한 이직과정의 개념적 모델에서 이직행위의 직전 선행변수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이직의도이다(김지영,2000).
이러한 이직의도는 다른 요인보다도 이직행위를 가장 잘 예측할 수 것으로 생각
되며,Fleisher(1985)는 이직할 생각이 있으면 현재의 직업과 비교하면서 다른 직업
을 찾게 되며,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직을 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또한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평가해 보고 불만족을 느낄 때 이직을 생각하고 동
시에 대안을 탐색하며,대안이 더 경제적이라면 이직의도를 갖게 되고,이것이 이
직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직은 때로는 무능력자를 제거하거나 조직에 새로운 분위기를 창조하고,보다
진취적인 조직으로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개인에게 있어서는 자기 발전의 기
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그러나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이직하는 사람이 그 조직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유능한 사람일 때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또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직무를 탐색하고,새로운
직무의 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상당한 갈등을 경험해야 하며,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바람직한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특히 조직목적 달
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조직구성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조직
구성원의 높은 이직률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소병만,1998).

이이이직직직의의의 유유유형형형

이직 유형 구분이론을 종합하면 이직의 유형은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회
피가능 이직과 회피불가능 이직,순기능 이직과 역기능 이직,계획적 이직과 비계
획적 이직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강진옥,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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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자발발발적적적 이이이직직직과과과 비비비자자자발발발적적적 이이이직직직

이직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조직 구성원 자신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며,자신
이 아니라 조직,기타 환경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이다.이 가운데 특
히 자발적 이직은 이직의 대부분의 형태를 차지하고 있으며,자발적 이직은 일반적
으로 사직으로 표현된다.이는 직장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보다 나은 기회를 찾아
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전직과 결혼,임신,출산,질병,가족의 이사 등으로 직장
을 그만 두는 협의의 사직으로 나누어진다.
자발적 이직은 이론화가 용이하며 이직이 조직에 해가 되거나 조직에서 통제가 가
능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이직 이론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그리고 비자발
적 이직에는 해고,일시해고,정년퇴직 등이 포함된다.유치원 교사의 이직은 결혼이
나 임신,출산,질병 등을 이유로 사직하는 것을 제외하고 좀더 나은 보수나 근무조
건,업무시간 등 근무환경과 관련된 이유로 스스로 직장을 옮기는 자발적 이직이 이
직관리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회회회피피피가가가능능능 이이이직직직과과과 회회회피피피불불불가가가능능능 이이이직직직

조직에서 통제가 가능한,즉 사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업무시간,작업시간,임금
그리고 부가급부 등의 원인에 의한 이직을 회피가능 이직이라고 한다.반면에 조직
에서 통제할 수 없는 정년퇴임,교육,사망,건강문제,그리고 가족관계 등의 원인
에 의한 이직을 회피불가능 이직이라고 한다.특히 회피가능 이직은 경영자의 노력
에 의해서 이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직으로 조직에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은 이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며,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구성원의 불
필요하고 과도한 이직행위를 방지하려고 한다.

순순순기기기능능능 이이이직직직과과과 역역역기기기능능능 이이이직직직

이직결과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조직의도에 일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순기능



- 24 -

이직과 역기능 이직으로 분류한다.순기능 이직은 구성원이 조직을 떠나기를 원하
며,조직도 구성원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양자의 견해가 일치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직을 말한다.역기능 이직이란 구성원은 조직을 떠나기를 원
하지만 조직은 구성원을 보유하기를 원하여 양자의 견해가 불일치되어 발생하는
이직을 뜻한다.

계계계획획획적적적 이이이직직직과과과 비비비계계계획획획적적적 이이이직직직

조직에서 계획한 이직인가 혹은 계획하지 않은 이직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이이이직직직의의의 영영영향향향

이직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먼저 산업체 종사자의
경우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유로운 이동에 의해서 보다 나
은 보수와 근무조건을 찾을 수 있게 되며 사회적인 관계의 확대 등을 위해서 자발
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이직을 잠재적인 능력개발,경력축적의 중요한 기회로 사
용할 수 있다.
한편,산업체 차원에서는 불요불급한 조직구성원이 이직하여 남아있는 조직구성
원들에게 승진 및 역할 재분담의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조직의 분위기
가 전환되고 새로운 운영 방법이나 관리방법이 도입되어 자극이 되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직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조직
차원에서 조직구성원의 이직이 동료들의 사기에 영향을 주어 남아있는 다른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잔류의사를 재검토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조직의 교육목표 달
성에 간접적으로 차질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또한 이직은 다시 유능한 직원을 선발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소요
하게 되며,이직한 직원에게 투자했던 비용은 거의 회수가 불가능하며,능력있는
직원이 이직하게 되면 그 만큼 그 기관의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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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인 차원에서도 이직은 사회적 관계의 손실,이직에 따른 스트레스,경력과 기
회의 축소 가능성 등의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
조직 및 산업체의 성패는 조직구성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따라서 조직구성원의 이직은 다른 조직구성원들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상
실하게 하고,이것은 곧 산업생산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특
히 산업체 구성원의 이직과 조직목적 달성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성
공적인 조직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조직구성원의 잦은 이
직의 부정적인 영향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조직구성원의 이직은 조직구성원 간에 형성되어 있는 애착을 훼손하며,새
로운 조직구성원과 적응하느라 긴장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고,불안감을 가지게
한다.또한 이직 의도를 가진 조직구성원들이 다른 조직구성원의 요구에 덜 민감하
게 반응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 조직목적 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조직구성원간의 질적 상호작용을 저하시킬 수 있다.
둘째,조직구성원의 높은 이직은 조직의 불안정성은 물론 조직구성원들의 스트레
스를 증가시키고,새로운 조직구성원에게 적응하기까지는 생산성의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그러므로 산업체내의 조직구성원 건강한 의사소통과 신뢰를 구축하도록
조직구성원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조직구성원의 높은 이직률은 산업체에서 새로운 조직구성원을 채용하고 훈
련하기 위해,또 그들의 재교육을 위해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구성원의 이직은 조직구성원 사이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직무만족,
응집력,헌신도 등의 저하를 가져온다.또 이직한 조직구성원의 질적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그만큼 재정수입이 감소하여,직접적인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이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이직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으나 산업체에서의 조직구성원의 이직은 자주 발
생하는 경우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직구
성원들의 이직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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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선행행행 연연연구구구

개인이 왜 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려고 하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
의 이직 원인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다(March& Simon,1958).이직 자체에 대해
서는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이직을 예측하는 직접변인인 이직
의도는 조직차원에서는 부정적인 것만은 사실이다.떠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조직에 몰입을 하거나 직무에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만약,신임 조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조직
에 동화되는데 실패한다면 조직 내에서의 자신의 지위나 미래에 확신이 없게 될 것
이다.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신임 조직원은 조직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결
국 조직을 떠나는 것으로 불만을 표현할 것이다(서지영,2002).

리리리더더더십십십과과과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의의의 선선선행행행 연연연구구구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든 그것을 움직여 나가는 것은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들이며,조직의 지도자는 산업체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항상 따뜻하게 보호하고 신
뢰하고 존경하는 태도로 대함으로써 구성원들 간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노력
해야 한다.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리더십은 곧 직원들의 만족도와
조직목표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직원의 사기에도 직결된다(이선경,1990).
조직체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은 조직의 유지발전에는 물론 조직구성원의 근무사

기와 조직풍토 형성,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넓고 깊게 영향을 미
친다(박용한,1974).
한편,Halpin은 공군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구조리더십과 배려성의 양

차원이 모두 승무원의 직무에 대한 만족 및 이직의도와 의의있는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김두범,1991).또한 김창걸은 교장의 리더십을 연구한 결과 교장의 과업
구조적 차원과 인화관계성 차원이 모두 교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의의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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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보고하였다.교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보면 인
화관계성보다 과업구조의 비중이 약간 높았다(김창걸,1984).
표용태(1998)는 호텔 종사자를 중심으로 리더십 유형,조직몰입,응집력,이직의도

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리더십 유
형에 따라 이직의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유치원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원장이 행사하는 리더십 유형이 조직성과

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교사의 이직률이
라고 할 수 있다(강진옥,1993).조직효과성을 결정하는 변인을 인과적으로 고찰한
연구(이영길,1992)에 의하면 이직의도나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학교장의 리더십과 조직풍토를 들고 있다.
조직에 있어서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은 조직의 조직풍토와 직접 산업현장에 임
하는 조직구성원들의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특히 산업체는 인간 대 인간
으로 맺어진 조직이므로 조직구성원들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직무에 만족을 느
끼고 적극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게 하는 데는 조직내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과과과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의의의 선선선행행행 연연연구구구

개인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신유근은 크게 개인적 요인,직장요인,직
무요인,직장 외 요인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개인적 배경이 되는 특별한
요인으로 연령,경력,학력,직업적성,가족에 대한 고려,결혼 유무 등이 이직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우선 개인적 배경에 따른 이직의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조직구성원의 연령은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대부분의 연구에서 연령과
이직의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서은희,2002).
조직구성원의 경력에 따라서도 이직의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경력
에 따른 이직의도는 연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많은 연구에서 경력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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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높은 이직의도를 나타냈다(소병만,1998).이는 경력이 많은 조직구성원일수
록 잠재적인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효과적인 방식을 알고,지각하는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학력과 이직의도간의 관계도 일관성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는바,몇 몇 연구(송
규상,2000)에서는 학력과 이직의도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대수준과 성취욕구가 높아져 이직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학력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더 많은 성취와 도전의 기회를 요구
하지만,산업현장에서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직의도가 높다
고 해석한다.그러나 몇 몇 연구에서는 저 학력자가 높은 이직의도를 나타냈으며,
학력과 이직의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소병만,1998)도 있다.
조직구성원의 결혼여부도 역할갈등과 역할부담을 가져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
친다.미혼자가 기혼자보다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규상,
2000).이는 결혼을 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기혼자의 경우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크고 사회적 관계가 원만한 경향이 있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소병만,1998)도
있다.
이러한 개인적 요인 외에 직무만족 역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바,March와
Simon에 의하면 이직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공헌에 비하여 보상이 적다고 느낄
때 이루어지며 직무만족과 조직외적 대안의 수도 이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
장한다.이직 또는 잔류의 의사결정에 이르게 되는 인지적 과정에 관심을 두고 이
과정을 직무기대와 가치단계,만족과 같은 정서적 반응단계,대체적 직무기회 유무
와 상호작용하여 잔류 또는 이직의 행동으로 이르게 되는 단계로 설명하였다.
이직의 이러한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는데,그 결과 이직의
도가 이직의 직접적인 예측변인이고 만족과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의 직접적인 선행
변인이며,직무만족은 고용전의 기대와 인지된 직무특성,지도자에 의한 배려에 의
해 예측되며,조직몰입은 지도자의 배려에 의해 예측된다고 보고하였다(표용
태,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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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ley,Griffeth와 Meglino(1979)도 역시 조직구성원이 이직을 결정하는 과정을
직무만족과 실제 이직사이의 여러 단계를 규명하였다.그는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평가해 보고 불만족을 느낄 때 이직을 생각하고 동시에 대안을 탐색
하며 대안이 더 경제적이라면 이직의도를 갖게 되고 이는 이직이라는 행동으로 연
결된다고 보았다.
또한 조직구성원의 지향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반복성,집중화의 정도 등
직무환경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을 결합시켜 이직의 인과모형을 제시하였다.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인과모형을 수정하여 이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업무의 반복성,집
중화의 정도,수단적 의사소통,통합의 정도,급여수준,분배정의,승진기회,역할과
중 등을 포함시키고,매개변인으로는 직무만족,조직몰입 및 이직의도를 포함한 모
형을 제시하였다(김두범,1991).
Hendrix등은 국방부와 일반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이직의도와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연구했는데 그들에 의하면 직무스
트레스와 이직의도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는 높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은희,2002).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직무만족은 이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대부분의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이직의도간에는 부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직무만족이 높은 사람은 직장을 그만 둘 가
능성이 적다는 것이다.하지만 조직이 직무의 실체와 조직구성원들의 직무기대를
조화시키지 못한다면 이직률은 상승하게 된다.직무불만족이 클 때,이직률은 높게
나타나며 이직률은 일반적으로 취약한 작업조건,바람직하지 않은 직무,불공정한
임금,취약한 의사소통,승진에 대한 제한된 기회 등이 있는 조직에서 높게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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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 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및및및 가가가설설설설설설정정정

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본 연구모형에서는 직무만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존에 연구되어진 이론에
서 리더십의 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리더십의 유형을 인화지향 리더십,과업지향 리더십,그리고
관료지향 리더십으로 설정하였으며,조절변수는 직무만족도와 인구통계적 특성인
직위,연령,학력등으로 구분하였으며,종속변수인 이직의도는 업무과중,신분위협
적인 요인 등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그림 3-1>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본 논문의 연구 모형

리더십 유형

인화지향 리더십

과업지향 리더십

관료지향 리더십

이직의도

업무과중

신분위협

직무만족도

인구통계적 특성

직위, 연령, 학력

리더십 유형

인화지향 리더십

과업지향 리더십

관료지향 리더십

이직의도

업무과중

신분위협

직무만족도

인구통계적 특성

직위, 연령, 학력

인구통계적 특성

직위, 연령,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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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설설설설설설정정정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리더십 유형과 이직의도 사이의 관계
를 밝히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유형을 인화지향 리더십,과업지향 리더
십,관료지향 리더십으로 구분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의도에 어떠한 관계를 가
질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조직만족도에 의해 어떠한 조
절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 의한 <그림3-1>의 연구모형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가가설설설 ⅠⅠⅠ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은은은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Ⅰ-1.인화지향 리더십은 업무과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2.과업지향 리더십은 업무과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3.관료지향 리더십은 업무과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4.인화지향 리더십은 신분위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5.과업지향 리더십은 신분위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6.관료지향 리더십은 신분위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가가설설설 ⅡⅡⅡ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이이이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은은은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에에에 따따따라라라 다다다를를를 것것것
이이이다다다

가설 Ⅱ-1.인화지향 리더십이 업무과중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Ⅱ-2.과업지향 리더십이 업무과중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Ⅱ-3.관료지향 리더십이 업무과중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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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Ⅱ-4.인화지향 리더십이 신분위협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Ⅱ-5.과업지향 리더십이 신분위협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Ⅱ-6.관료지향 리더십이 신분위협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가가설설설 ⅢⅢⅢ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이이이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은은은 인인인구구구통통통계계계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라라라
다다다를를를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Ⅲ-1.인화지향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직위에 따라 다를 것

이다.
가설 Ⅲ-2.과업지향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직위에 따라 다를 것

이다.
가설 Ⅲ-3.관료지향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직위에 따라 다를 것

이다.
가설 Ⅲ-4.인화지향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다를 것

이다.
가설 Ⅲ-5.과업지향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다를 것

이다.
가설 Ⅲ-6.관료지향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다를 것

이다.
가설 Ⅲ-7.인화지향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에 따라 다를 것

이다.
가설 Ⅲ-8.과업지향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에 따라 다를 것

이다.
가설 Ⅲ-9.관료지향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에 따라 다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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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리리리더더더십십십

리더십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목표달성을 지향하려고 노력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사실상 행동이론과 상황조
건이론의 관점에서는 리더십과 리더십 행위 또는 리더십 유형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직무만족은 개인의 태도와 가치,신념 및 욕구 등의 수준과 차원에 따라 조직구
성원들이 그들의 직무와 조직 환경에 대하여 느끼게 되는 정서적 상태,즉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뜻하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

이직은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의 외부로 이동하여 조직구성원의 신분에서 벗어나
는 것이며,조직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개인자격의 종결과 이탈이라고 정의된다.즉,
이직의도는 조직구성원이 자발적인 의지로 조직을 떠나려고 의도하는 것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설설설문문문구구구성성성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각 설문문항에 대한 측정도구로서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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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을 인정받은 다음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소재지역,직위,연령,결혼여

부,학력,경력),리더십,직무만족도,이직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항목으로 구성
하였다.측정도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설문지 구성 및 내용

구구구분분분
주주주요요요내내내용용용 설설설문문문항항항목목목 내내내용용용 문문문항항항수수수 비비비고고고

리더십
인화지향 리더십(1)1,4,7,10,13,16,18,21,24,27
과업지향 리더십(1)2,5,8,11,14,17,19,22,25,28
관료지향 리더십(1)3,6,9,12,15,20,23,26,29

29문항

이직의도 업무과중(2)1,2,3
신분위협(2)4,5,6,7 7문항

직무만족 직무만족(3)1,2,3,4,5,6,7,8,9,10,11,12 12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6문항

첫째,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리더십의
유형을 인화지향 리더십,과업지향 리더십,그리고 관료지향 리더십으로 구분하고
있다.리더십 유형의 진단은 3개 하위요인 가운데 인화지향과 관련된 문항의 점수
가 과업지향이나 관료지향에 관련된 문항의 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때,상급
자의 리더십 유형을 인화지향 리더십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직무자체,보수,인간관
계,등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총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12개 각 문
항마다 ‘매우 그렇다’로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에 이르는 5단계 응답 범주를 제시
하였고,부정적 의미로 진술된 문항은 역 점수화하였다.
셋째,대상자의 이직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업무과중,신분위협 등 2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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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된 이직의도 측정 설문지는 각 문항
마다 ‘매우 그렇다’로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에 이르는 5단계 응답 범주를 제시하
였고,부정적 의미로 진술된 문항은 역점수화 하였다.

표표표본본본 선선선정정정 및및및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대상은 상담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F산업체의 회사원이며,301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항이 누락되
었거나 부실기재 등 통계처리가 곤란한 설문지를 제외한 258부의 설문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PSS/PC+를 사용하여 인구 통계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과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타당하지 못한 자료
는 제거하고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자료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가설검증을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분석방법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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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 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및및및 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표표표본본본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이론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모형에서 도출한 가설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를 파
악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된 자료는 광주․전남 및 기타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F산업체의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2004년 8월 10일부터 10월 5일
에 걸쳐 설문지를 작성 배부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수집된 표본의 수는 총 301명이었다.그러나 실제 실증분
석에서는 측정치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용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불성실한 답변을
제거하고 최종분석에 258부의 설문지를 최종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회사의 소재지역은 광주 120명(46.5%),
전남 66명(25.6%),기타 72명(27.9%)이다.직위는 평사원이 154명(59.7%)이고,과장
급이 60명(23.3%),부장급이 44명(17.1%)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 보면,31세~40세
가 176명(68.2%),21세~30세가 44명(15.5%),41세~50세가 38명(14.7%),51세 이상은
4명(1.6%)이다.또한 결혼여부를 보면 기혼이 234명이고 미혼이 24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력을 살펴보면 대졸이상이 68명(26.4%), 전문대졸이 92명(35.7%)그리
고 고졸이 98명(38.0%)으로 나타났다.근무경력은 3년 미만이 142명(55.0%)으로 가
장 많았으며,3년~5년 미만이 52명(20.2%)과 5년~10년 미만은 48명(18.6)으로 나타
났고,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6명(6.2%)이었다.



- 37 -

<표 4-1>표본의 특성

구구구 분분분 빈빈빈 도도도 비비비 율율율

소재지역
광주
전남
기타

120
66
72

46.5
25.6
27.9

직 위
평사원
과장급
부장급

154
60
44

59.7
23.3
17.1

연 령

21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 이상

40
176
38
4

15.5
68.2
14.7
1.6

결혼여부 미 혼
기 혼

24
234

9.3
90.7

학 력
대졸이상
전문대졸
고 졸

68
92
98

26.4
35.7
38.0

근무경력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142
52
48
16

55.0
20.2
18.6
6.2

신신신뢰뢰뢰성성성 및및및 타타타당당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신신신뢰뢰뢰성성성 검검검증증증

본 연구의 가설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가설검정에 필요한 각 개념들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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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신뢰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
으로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내적 일관성 검정법은 같은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측정도구내의 항목별 평균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신뢰성을 확인하려는 것
으로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Cronbach'sAlpha계수를 이용한다.Cronbach's
Alpha에 의한 신뢰성 검정은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으로
측정수단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0.6이상 수준으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는데,그
결과는 <표 4-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독립변수의 리더십 유형 변수 중
에서 인화지향 리더십 설문항목 중 6개를 제거하였고,과업지향 리더십 설문항목
중 6개를 제거하였으며,또한 관료지향 리더십 설문항목 중 6개를 제거하였다.그
리고 조절변수인 직무만족도 변수 중에서는 설문항목 중에 3개를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이직의도 변수 중에서는 업무과중과 신분위협에 관한 설
문항목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신뢰도 분석 연구결과를 보면 리더십의 유형 중 인화지향 리더십의
Cronbach'sAlpha계수는 .740,과업지향 리더십의 신뢰도 계수는 .821,관료지향
리더십의 신뢰도 계수는 .802로 평균적으로 0.6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직무만족도에 대한 신뢰성 계수 역시 .816으로 높게 나왔으며,이직의도
중 업무과중은 .825,신분위협의 경우 .807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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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변수들의 신뢰성 분석결과

범범범 위위위 변변변 수수수 설설설문문문항항항목목목 신신신뢰뢰뢰성성성계계계수수수

리더십 유형

인화지향 리더십 4 0.740

과업지향 리더십 4 0.821

관료지향 리더십 4 0.802

직무만족도 7 0.816

이직의도
업무과중 4 0.825

신분위협 3 0.807

타타타당당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이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이 실제로 측정도
구에 의해 적합하게 측정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설문지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요인분석은 일련의 관측된 변수에 근거하
여 직접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관련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변수나 불필요한 변수들의 제거를 통하여 변수들을 축소하고 변수들의 특성
을 파악하며,나아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요인분석결과 나타나는 요인 적재치는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
타내는 것으로서 특정변수는 각 요인들의 요인 적재치가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
요인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측된 요인의 선형결합인 주성분 분석(PCA)과 함께,
의미 있는 요인추출을 위해 직교회전 방식의 하나인 베리맥스(varimax)방식을 사
용하였다.이를 이용하여 개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아이겐 값(Eigen
value)이 1이 넘는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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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①①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리더십 유형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4-3>와 같으며,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은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요인 1은 과업지향 리더십,요인 2는 관료
지향 리더십,요인 3은 인화지향 리더십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표 4-3>리더십 유형에 대한 항목별 요인분석

구구구분분분
변변변수수수

요요요 인인인 요요요 인인인 요요요 인인인
과과과업업업지지지향향향 리리리더더더십십십 관관관료료료지지지향향향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인인인화화화지지지향향향 리리리더더더십십십

계획된 일 결과를 반드시
확인 경영방침을 분명하게
밝힌다 어떤일 시행하기에
치밀한계획 공사 구분이 뚜
렷하다

0.03
-0.16
-0.07
0.17

0.11
0.19
0.19
0.09

자기 방식대로 직원이 따
라오 혼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모든 일 자기 의도대로

행해지 계획된 일 자기 마
음대로 변경

0.03
-0.14
0.12
-0.03

-0.09
0.02
-0.10
0.03

직원 개개인의 신상에 관
심을 직원들의 애경사에 관
심을 갖는다.직원들과 동고
동락 한다 직원들의 장점을
인정해 준다

0.07
0.06
0.43
0.38

0.10
-0.19
-0.19
0.09

고유치 3.67 2.58 1.37
분산(%) 30.54 21.54 11.45
누적분산 30.54 52.08 63.53

리더십 유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인들이 총 분산의 60% 이상을 설명하고 있으
며,요인 적재치 또한 0.6이상으로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리더십 유형의 구성개념 타당성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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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②②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도도도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직무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는 <표 4-4>와 같으며,직무만족도을 구성하고
있는 설문항목들이 총 분산의 47.96%을 설명하고 있으며,요인 적재치 또한 0.6이
상으로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직무만족도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4>직무만족에 대한 항목별 요인분석

요요요 인인인 요요요인인인별별별 구구구성성성항항항목목목
설설설 명명명
분분분 산산산

누누누 적적적
분분분 산산산

직 무
만족도

나는 상담역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

3.36 47.96 47.96

동료들간의 불화로 인해 갈등을 겪는 일
직원들은 상사의 시책을 자유롭게 비판
상담역은 남들로부터 사회적 인정
직원들을 보면 우울하던 기분도 상쾌
보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다른 직업에
상사는 상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③③③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이직의도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7개 문항이 2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이 2개의
요인은 Eigenvalue가 1이상으로 <표 4-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이직
의도와 관련하여 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문항들이 요인 적재치
(FactorLoading)가 요인별로 모두 높게 나왔으며 2개 요인인 업무과중과 신분위협
요인으로 도출되었다.이 2개 요인을 설명해 주는 누적분산은 68.8325%였으며,업
무과중 요인의 설명 분산비율은 44.34%,신분위협의 설명 분산비율은 24.49%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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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이직의도에 대한 항목별 요인분석

구구구분분분
변변변수수수

요요요인인인 요요요인인인
업업업무무무과과과중중중 신신신분분분위위위협협협

판매활동 관련 업무에 대한 과중
직장상사가 많아 심신이 고달프다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아 속상하다
실내외 환경문제로 불만이 많다.

0.05
0.10
0.09
0.21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다른 직장
보다 나은 보수와 신분위협
나는 다른 회사에서 처우개선

0.19
0.13
0.05

고유치 3.10 1.71

분산(%) 44.34 24.49

누적분산 44.34 68.83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

상관관계 분석은 독립 변수들 간 관련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고,서로 관련성이 있
다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분석기법이다.그리고
상관관계분석은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가 연속형 데이터인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척도로서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r)가 있다.상관관계 수 r은 -1≤ r≤1의 값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
정도를 파악한다.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에서 요인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
된 6개의 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존재유무
를 알아보고,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미가 있는지 알아본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4-6>와 같다.
과업지향 리더십과 인화지향 리더십의 경우 상관계수(r)가 (.47)로 비교적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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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직무만족과 인화지향 리더십의 경우에도 (.47)
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업무과중과 관료지향 리더십의 경우 (.45),직무만족과 과업지향 리더십의
관계에서도 (.44)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직무만족과 업무과중,직
무만족과 신분위협과의 관계는 (-.29),(-.30)으로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전체요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변변 수수수 평평평 균균균 표표표 준준준
편편편 차차차

인인인 화화화
지지지 향향향
리리리더더더십십십

관관관 료료료
지지지 향향향
리리리더더더십십십

과과과 업업업
지지지 향향향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업업업 무무무
과과과 중중중

신신신 분분분
위위위 협협협

직직직 무무무
만만만 족족족

인화지향
리더십 2.300 0.585 1.00

관료지향
리더십 3.266 0.783 -0.11 1.00

과업지향
리더십 2.531 0.711 0.47** -0.02 1.00

업무과중 3.624 0.801 -0.15* 0.45** 0.11 1.00

신분위협 3.251 0.905 -0.11 0.16* -0.11 0.28 1.00

직무만족 2.161 0.484 0.47** -0.18** 0.44** -0.29** -0.30** 1.0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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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과과과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력이 어느 정도인지
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리더십 유형의 인화지향 리더
십,과업지향 리더십,관료지향 리더십 3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인 이직
의도의 업무과중과 신분위협에 어느 정도 영향력과 설명력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Ⅰ :리더십 유형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1.인화지향 리더십은 업무과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2.과업지향 리더십은 업무과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3.관료지향 리더십은 업무과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4.인화지향 리더십은 신분위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5.과업지향 리더십은 신분위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6.관료지향 리더십은 신분위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1,Ⅰ-2,Ⅰ-3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4-7>와 같다.

<표 4-7>리더십 유형이 이직의도의 업무과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업업업 무무무 과과과 중중중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인화지향 리더십 -.273 .085 -.199 -3.213 .001***

.249 28.005관료지향 리더십 .444 .056 .434 7.924 .000***

과업지향 리더십 .238 .070 .211 3.425 .001***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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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과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의 업무과중과의 영향력 검증결과
<표4-7>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설명력(R2)이 .249로 나타났으며 F값은 28.005(p=.000)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리더십 유형 중 이직의도의 업무과중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화지
향 리더십,과업지향 리더십,관료지향 리더십의 모든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인화지향 리더십의 경우 이직의도의 업무과중에 부(-)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
료지향 리더십과 과업지향 리더십을 행사하기보다는 함께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들
에게 화합을 강조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하겠다.
가설 Ⅰ-4,Ⅰ-5,Ⅰ-6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4-8>와 같다.

<표 4-8>리더십 유형이 이직의도의 신분위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신신신 분분분 위위위 협협협

B 표준오차 베 타 t 유의도 R2 F
인화지향 리더십 -8.1E-02 .108 -.052 -.747 .456*

.135 12.117관료지향 리더십 .172 .072 .148 2.397 .017*

과업지향 리더십 -.110 .089 -.086 -1.233 .219
*:P<.05,**:P<.01,***:P<.001

리더십 유형과 이직의도 변수인 신분위협과의 영향력 검증결과 <표 4-8>에서 제
시된바와 같이 설명력(R2)이 .135로 나타났으며 F값은 12.117(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리더십 유형 중 이직의도의 신분위협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료지향 리더십으로 나타났다(p<.05).그러나 인화지향 리더십과 과
업지향 리더십의 경우 이직의도의 신분위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화지향 리더십과 과업지향 리더십의 경우 t값이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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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리더십 유형 중에서 관료지향 리더십을 행사하는 경
우에는 조직 구성원들이 일에 대한 불만이 커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보다는 자신
의 상급자가 관료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과과과 조조조절절절변변변인인인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과과과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독립변수들,즉 리더십 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에 있어서 직무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가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설정된 연
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가가설설설 ⅡⅡⅡ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이이이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은은은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에에에 따따따라라라 다다다를를를 것것것
이이이다다다

가설 Ⅱ-1. 인화지향 리더십이 업무과중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Ⅱ-2. 과업지향 리더십이 업무과중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Ⅱ-3. 관료지향 리더십이 업무과중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Ⅱ-4. 인화지향 리더십이 신분위협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다를것이다.

가설 Ⅱ-5. 과업지향 리더십이 신분위협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다를것이다.

가설 Ⅱ-6. 관료지향 리더십이 신분위협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다를것이다.
가설 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직무만족에 대한 고/저 집단을 분류하였다.직무만족
에 대한 항목은 요인분석 결과 <표 4-4>와 같이 7개 항목으로 도출되어 이 항목을
합해서 하나의 통합 척도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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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척도의 평균은 2.160이었으며(표준편차는 0.484),중앙값은 2.142이었다.따라서
이 중앙값을 중심으로 직무만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
을 실시하였다.
가설 Ⅱ-1,Ⅱ-2,Ⅱ-3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4-9>와 같다.

<표 4-9>직무만족에 따른 리더십 유형의 업무과중에 대한 회귀분석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업업업무무무과과과중중중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고고고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저저저

베베베타타타 표표표준준준오오오차차차 베베베타타타 표표표준준준오오오차차차
인화지향 리더십 -.289 .111 -3.504*** -.012 .133 -.136

관료지향 리더십 .263 .080 3.314*** .507 .076 6.847***

과업지향 리더십 .161 .083 1.933 .322 .126 3.741***

R2
F

.148
7.871

.424
27.980

*:P<.05,**:P<.01,***:P<.001

조절변수인 직무만족에 따른 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과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의
업무과중과의 영향력 검증결과 <표 4-9>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직무만족을 높게 하
는 집단과 직무만족을 낮게 하는 집단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무만족을 높게 하는 집단의 경우 설명력(R2)이 .148로 나타났으며,직무만족을
낮게 하는 집단은 설명력(R2)이 .424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을 높게 하는 집단에서는 리더십 유형 중 이직의도의 업무과중에 유의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화지향 리더십과 관료지향 리더십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을 낮게 하는 집단에서는 관료지향 리더십과 과업지향 리더십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직무만족을 높게 하는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인화지향
리더십을 행사해야 하며,관료지향 리더십을 행사 할 때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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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이직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또한 직무만족을 낮게 하는 구성원들에게는
관료지향 리더십과 과업지향 리더십을 강조하게 되면 업무과중으로 인해 기회가
있으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한다고 할 수 있겠다.
가설 Ⅱ-4,Ⅱ-5,Ⅱ-6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4-10>와 같다.

<표 4-10>직무만족에 따른 리더십 유형의 신분위협에 대한 회귀분석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신신신 분분분 위위위 협협협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고고고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저저저

베베베타타타 표표표준준준오오오차차차 베베베타타타 표표표준준준오오오차차차
인화지향 리더십 .005 .144 .052 -.151 .175 -1.421

관료지향 리더십 .052 .104 .622 .116 .100 1.251

과업지향 리더십 -.236 .108 -2.722* .290 .166 2.680*

R2
F

.266
16.865

.155
8.495

*:P<.05,**:P<.01,***:P<.001

직무만족에 따른 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과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의 신분위협과
의 영향력 검증결과 <표 4-10>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직무만족을 높게 하는 집단의
경우 설명력(R2)이 .266로 나타났으며,직무만족을 낮게 하는 집단은 설명력(R2)이
.155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을 높게 하는 집단에서는 리더십 유형 중 이직의도의 신분위협에 유의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업지향 리더십으로 나타났으며,직무만족을 낮게 하
는 집단에서도 과업지향 리더십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직무만족을 높게 하는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과업지향
리더십을 행사하여도 신분 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 계속 근무하겠으나,직무만
족을 낮게 하는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과업지향 리더십을 행사하게 되면 신분에 대
한 보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직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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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이이이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에에에 있있있어어어 인인인구구구통통통계계계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차차차이이이검검검증증증

리더십 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개인적 특성 변수인 직위,연
령,학력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이직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가가설설설 ⅢⅢⅢ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이이이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은은은 인인인구구구통통통계계계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라라라
다다다를를를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Ⅲ-1.인화지향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직위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Ⅲ-2.과업지향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직위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Ⅲ-3.관료지향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직위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Ⅲ-4.인화지향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Ⅲ-5.과업지향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Ⅲ-6.관료지향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Ⅲ-7.인화지향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Ⅲ-8.과업지향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Ⅲ-9.관료지향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Ⅲ-1,Ⅲ-2,Ⅲ-3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4-11>와 같다.
<표 4-11>를 분석한 결과 평사원들은 관료지향 리더십과 인화지향 리더십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고,과장/부장들은 리더십 유형 중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장/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이 조직 내에서 리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상당 기간동안 자신이
회사에 몸담아 왔기 때문에 이 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평사원들의 경우 자신의 상사가 리더십 유형 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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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지향 리더십을 행사하면,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옮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 하겠다.또한 직장상사가 인화지향 리더십을 행사하게 되면 자신의 근무하는 환
경에 만족하고 직장을 옮기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가설 Ⅲ-4,Ⅲ-5,Ⅲ-6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4-12>와 같다.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설 Ⅲ-4,Ⅲ-5,Ⅲ-6의 채택여부를 살펴보면,21
세 ～30세의 경우 관료지향 리더십과 인화지향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유의적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31세～40세의 경우에서도 그 결과는 같이 나타났다.그러나 41세
이상의 경우에서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 유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직위에 따른 리더십 유형의 이직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직직직위위위별별별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표표표준준준오오오차차차 베베베타타타 유유유의의의도도도

평사원

과업지향 .111 .083 .109 1.343 .181

.230 14.966관료지향 .359 .062 .419 5.817 .000***

인화지향 -.259 .096 -.220 -2.698 .008**

과장/
부장급

과업지향 -2.7E-02 .094 -.031 -.282 .778

.197 11.024관료지향 .159 .090 .177 1.777 .079

인화지향 -5.0E-02 .129 -.043 -.386 .701

*:P<.05,**:P<.01,***:P<.001

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조직의 리더들이 인간관계나 팀웍을 중시하는 인화지향
리더십을 행사하게 되면 직장생활에 만족하고 근무하게 되지만,조직의 관행 및 실
적 결과와 목표달성을 강조하는 리더십을 행사하게 되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고
려한다고 볼 수 있겠다.마지막으로 41세 이상에서는 앞서의 결과와 같이 이직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 유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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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연령에 따른 리더십 유형의 이직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연연연령령령별별별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표표표준준준오오오차차차 베베베타타타 유유유의의의도도도

21세～
30세

과업지향 4.105E-02 .241 .021 .170 .866
.454 9.998관료지향 .622 .155 .524 4.025 .000***

인화지향 -.434 .198 -.288 -2.194 .035*

31세～
40세

과업지향 -.104 .065 -.119 -1.591 .113
.198 14.185관료지향 .125 .057 .157 2.178 .031*

인화지향 -.334 .084 -.306 -3.967 .000***

41세
이상

과업지향 .210 .181 .229 1.160 .253
.393 8.209관료지향 .221 .126 .250 1.757 .087

인화지향 .314 .232 .274 1.351 .185
*:P<.05,**:P<.01,***:P<.001

가설 Ⅲ-7,Ⅲ-8,Ⅲ-9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4-13>와 같다.

<표 4-13>학력에 따른 리더십 유형의 이직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학학학력력력별별별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표표표준준준오오오차차차 베베베타타타 유유유의의의도도도

대졸
과업지향 7.683E-02 .117 .069 .658 .513

.341 11.017관료지향 .223 .112 .233 1.984 .050*
인화지향 -.478 .125 -.447 -3.811 .000***

전문대
졸

과업지향 -.302 .132 -.263 -2.297 .024*
.132 5.454관료지향 .116 .077 .151 1.511 .134

인화지향 -.108 .139 -.089 -.777 .439

고졸
과업지향 6.993E-02 .096 .085 .730 .467

.252 10.572관료지향 .433 .081 .481 5.371 .000***
인화지향 3.589E-02 .140 .030 .257 .798

*:P<.05,**:P<.01,***:P<.001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설 Ⅲ-7,Ⅲ-8,Ⅲ-9의 채택여부를 살펴보면,고
졸의 경우 관료지향 리더십에 대해서만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과업지향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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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과 관료지향 리더십에서는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전문대졸의
경우 과업지향 리더십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관료지향 리더십과
인화지향 리더십의 경우에는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조직의 실적을
중시하고 생산성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들이 이직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졸이상의 경우에는 관료지향 리더십과 인화지향 리더십의 경우에
는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과업지향 리더십의 경우에는 유의적이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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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 결결결 론론론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의의의 요요요약약약 및및및 시시시사사사점점점

본 연구는 직무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리더십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실시되었다.이를 위하여 F산업체의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우선 리더십유형,직무만족도 그리고 이직의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리더십유형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 이직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리더십유형
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리더십유형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함으로서 조
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
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리더십 유형이 이직의도의 업무과중과 신분위협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력
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여 본 결과,우선 리더십 유형과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의
업무과중과의 영향력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리더십
유형 중 이직의도의 업무과중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화지향 리더십,
과업지향 리더십,관료지향 리더십의 모든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며 특히 인화지향 리더십의 경우 이직의도의 업무과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료
지향 리더십과 과업지향 리더십을 행사하기보다는 함께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게 화합을 강조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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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리더십 유형과 이직의도 변수인 신분위협과의 영향력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리더십 유형 중 이직의도의 신분위협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료지향 리더십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인화지향 리더십과 과업지향
리더십의 경우 이직의도의 신분위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화지향 리더십과 과업지향 리더십의 경우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리더십 유형 중에서 관료지향 리더십을 행사하는 경우에
는 조직 구성원들이 일에 대한 불만이 커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보다는 자신의
상급자가 관료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직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리더십 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도의 조절효
과를 가지는지의 여부를 알아본 결과,우선 조절변수인 직무만족에 따른 독립변수
인 리더십 유형과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의 업무과중과의 영향력 검증결과 직무만족
을 높게 하는 집단과 직무만족을 낮게 하는 집단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무만족을 높게 하는 집단에서는 리더십 유형 중 이직의도의 업무과중에 유
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화지향 리더십과 관료지향 리더십이며,직무만족을
낮게 하는 집단에서는 관료지향 리더십과 과업지향 리더십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직무만족에 따른 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과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의 신분위
협과의 영향력 검증결과 직무만족을 높게 하는 집단에서는 리더십 유형 중 이직의
도의 신분위협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업지향 리더십이며,직무만족을
낮게 하는 집단에서도 과업지향 리더십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리더십 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개인적 특성 변수
인 직위,연령,학력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우선 직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평사원들은 관료지향 리더십과 인화지향 리더십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고,과장/부
장들은 리더십 유형 중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는 과장/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이 조직 내에서
리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21세 ～30세의 경우 관료지향 리더십과 인화지향 리더십이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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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31세～40세의 경우에서도 그 결과는 같이 나
타났다.그러나 41세 이상의 경우에서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
유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에 따른 리더십 유형의 이직의도에 대한 회귀분석를 보면,고졸의 경
우 관료지향 리더십에 대해서만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과업지향 리더십과 관
료지향 리더십에서는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전문대졸의 경우 과
업지향 리더십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관료지향 리더십과 인화지
향 리더십의 경우에는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조직의 실적을 중시하
고 생산성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들이 이직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졸이상의 경우에는 관료지향 리더십과 인화지향 리더십의 경우에
는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과업지향 리더십의 경우에는 유의적이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바와 같은 연구결과 및 논의를 기초로 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하고 또한 이직하려는 의도를 낮게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리더십 유형을 취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상급자
자신의 리더십 정립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리더십 개발 및 리더
십 증진을 위한 연수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효율적인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조직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 및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볼 때,리더십 유형에 따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며,직무만족에 따라 이직의
도가 달라져 조절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다시 말해 자신의 직무에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질 것이다.조직구성원의
이직의도는 이직행동과 실제로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조직구성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줌과 동시에
자발적 이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직관리방안과 함께 직무만족을 증가시켜 조직
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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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점점점과과과 앞앞앞으으으로로로의의의 연연연구구구방방방향향향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사․조직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
제 중 하나인 리더십 유형과 직무만족 그리고 이직의도를 선정함으로서 기존 연구
자료의 수집에는 장점이 있는 반면,많은 연구 모형 속에서 연구모델을 찾는데 어
려움이 있었다.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첫째,일반화의 문제이다.본 연구의 경우
소규모 표본을 활용하였으며,시간을 두고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해보는
시계열적 종단연구가 되지 못하고 횡단적인 연구가 되었다는 점이다.따라서 본 연
구결과가 얼마나 많은 조직에 일반화될 수 있을지 일반화 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따라서 미래의 연구는 보다 많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횡단적인 연구는 물론
시간을 두고 일관성을 조사하는 종단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또한 본
연구는 산업체의 상담역으로 근무하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 대상의
편포가능성과 본 연구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따라서 연구대상을 확대시
켜 조직특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본 연구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환경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다.즉 리더십의 유형을 인화지향 리더십,과업지향 리더십,관료지향 리더십으로
설정해서 알아봄으로써 기존에 리더십 유형을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설정된 변수만을 중심으로 조직내 구성원들의 모습을 설명하려 했다는 점이다.따
라서 미래의 연구는 많은 변수를 고려하여 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추후조사를 실
시함으로써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가 실제 이직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설문조사 및 자료수집상의 한계점이 있다.설문지를 토대로 하여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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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기 때문에 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요소들에 대하여도 응답자들의 인식을
단순히 5점 척도를 이용하여 계량화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그러므로 미래의 연구
는 질적인 특성에 대하여는 5점 척도 등의 방법이외에 다른 적절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본 연구에서는 산업체의 조직구성원의 이직의도의 파악에 중점을 두었으나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와 아울러
직무만족도 제고와 이직관리 대책에 관한 높은 설명력을 갖는 후속적인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산업체의 질적 수준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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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1.리더십 측정 설문지

2.이직의도 측정 설문지

3.직무만족 측정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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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설   설   설   문   문   문   문   지지지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개인과 회사발전에 전력하시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하

며, 바쁘신 줄 알면서도 부탁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설문지는 리더십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하시는 선생님의 대답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선생님의 개인적인 신상이나 반응도 알려지지 않습

니다.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의 협조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년  8 월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김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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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란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ⅠⅠⅠ 소소소재재재지지지역역역

1.광주 ( ) 2.전남 ( ) 3.기타 ( )

ⅡⅡⅡ 직직직위위위

1.평사원 ( ) 2.과장급 ( ) 3.부장급 ( )

ⅢⅢⅢ 연연연령령령 만만만

1.21세～30세 ( ) 2.31세～40세 ( )
3.41세～50세 ( ) 4.51세 이상 ( )

ⅣⅣⅣ 결결결혼혼혼여여여부부부

1.미혼 ( ) 2.기혼 ( )

ⅤⅤⅤ 학학학력력력

1.대졸이상 ( ) 2.전문대졸 ( ) 3.고졸 ( )

ⅥⅥⅥ 근근근무무무경경경력력력

1.3년 미만( ) 2.3년 이상 ～ 5년 미만( )
3.5년 이상 ～ 10년 미만( ) 4.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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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부부부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측측측정정정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이 설문지는 상급자의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으시고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부분에 “Ⅴ”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질  문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상사는) 직원들의 애경사에 관심을 갖는다

2 (우리 상사는)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확인점검한다

3 (우리 상사는) 지나치게 일의 성과를 강조한다

4 (우리 상사는) 직원과 거리감없이 지낸다

5 (우리 상사는) 경영방침을 분명하게 밝힌다

6
(우리 상사는) 직원들이 정시 퇴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7 (우리 상사는) 직원들과 동고동락 한다

8
(우리 상사는) 직원들의 실수를 기분 거스리
지 않게 바로잡아 준다

9 (우리 상사는) 내실보다 겉치레를 좋아한다

10 (우리 상사는) 격의없이 대화에 응한다

11
(우리 상사는)어떤 일을 시행하기에 앞서 치
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12
(우리 상사는) 각종 행사를 통한 회사 홍보에 
역점을 둔다

13 (우리 상사는) 직원들의 상호친목에 힘쓴다

14
(우리 상사는) 계획된 일의 결과를 반드시 확
인한다

15
(우리 상사는) 모든 프로그램을 행사교육에 
치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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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  문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6
(우리 상사는) 직원 개개인의 신상에 관심을 

갖는다

17
(우리 상사는)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지도 방

법을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18
(우리 상사는) 아름다운 언행으로 다정다감

하다

19 (우리 상사는) 소신있게 직무를 수행한다

20
(우리 상사는) 모든 일이 자기 의도대로 행

해지기를 원한다

21 (우리 상사는)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한다

22 (우리 상사는) 회사 경영개선에 적극적이다

23
(우리 상사는) 계획된 일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킨다

24
(우리 상사는) 직원들의 노고에 칭찬을 아끼

지 않는다

25 (우리 상사는) 공사 구분이 뚜렷하다

26
(우리 상사는) 자기 방식대로 직원들이 따라

오기를 강요한다

27 (우리 상사는) 직원들의 장점을 인정해준다

28 (우리 상사는) 원리원칙을 강조한다

29 (우리 상사는) 혼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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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부부부 이이이직직직의의의도도도 측측측정정정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이 설문지는 상담역선생님의 이직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으시고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부분에 “Ⅴ”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   문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다른 회사에서 처우만 개선해 준다면 

이 회사를 떠날 수 있다

2
만약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3
보다 나은 보수와 신분이 보장된다면 언제든

지 이직할 의사가 있다

4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아 속상할 때가 많다

5
판매활동 관련 업무에 대한 과중함으로 개인

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6
직장행사가 너무 많아 준비에 급급하다보니 

심신이 고달프다

7
실내.외 환경문제로 상사와 동료 직원들간의 

불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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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부부부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도도도 측측측정정정 설설설문문문지지지

이 설문지는 상담역 선생님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문항을 읽으시고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부분에 “Ⅴ”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  문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직원들을 보면 우울하던 기분도 상쾌해진다

2
보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다른 직업에 비
해 적은 편이다

3
직원들은 상사의 시책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

4
상사는 상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족
스러운 정보를 제공해준다

5
동료 직원들간의 불화로 인해 갈등을 겪는 
일이 많다

6
나는 상담역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

7
상담역은 남들로부터 사회적 인정을 충분히 
받고 있다

8
직장의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없어 불
만이 있을 때가 많다

9
나는 내 직업에 대해 남 앞에 떳떳이 내세
울 수 있다

10
나는 보수 규정에 의해 정상적인 급여를 받
고 있다

11
현 직장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받
고 있다.

12
직장에서는 내 자신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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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무만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성 명 김현주
지도교수 이강옥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본 연구는 직무만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존에 연구되어진 이론에서 리더십
의 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리더십의 유형을 인화지향 리더십,과업지향 리더십,그리고
관료지향 리더십으로 설정하였으며,조절변수인 직무만족도는 직무자체,보수,인간
관계 등 3개 하위요인으로 인구통계적 특성은 직위,연령,학력등으로 구분하였으
며,종속변수인 이직의도는 업무과중,신분위협적인 요인 등 2개 하위요인으로 구
성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Ⅰ 리더십 유형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 리더십 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Ⅲ 리더십 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전남지역 및 기타지역에 상담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F산업
체의 회사원이며,3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회수된 설문지를 검토
하는 과정에서 문항이 누락되었거나 부실기재 등 통계처리가 곤란한 설문지를 제
외한 258부의 설문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PSS/PC+를 사용하여 인구 통계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과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타당하지 못한 자료
는 제거하고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자료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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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하고,가설검증을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분석방법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리더십 유형이 이직의도의 업무과중과 신분위협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력

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여 본 결과,우선 리더십 유형과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의
업무과중과의 영향력 검증결과 설명력(R2)은 .249그리고 F값은 28.005(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또한 리더십 유형과 이직의도 변수인 신분위
협과의 영향력 검증결과 설명력(R2)이 .135로 나타났으며 F값은 12.117(p=.001)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리더십 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도의 조절효
과를 가지는지의 여부를 알아본 결과,우선 조절변수인 직무만족에 따른 독립변수
인 리더십 유형과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의 업무과중과의 영향력 검증결과 직무만족
을 높게 하는 집단과 직무만족을 낮게 하는 집단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무만족을 높게 하는 집단의 경우 설명력(R2)이 .148로 나타났으며,직무만족을 낮
게 하는 집단은 설명력(R2)이 .424로 나타났다.한편,직무만족에 따른 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과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의 신분위협과의 영향력 검증결과 직무만족을
높게 하는 집단의 경우 설명력(R2)이 .266로 나타났으며,직무만족을 낮게 하는 집
단은 설명력(R2)이 .15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리더십 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개인적 특성 변수
인 직위,연령,학력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우선 직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평사원들은 관료지향 리더십과 인화지향 리더십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고,과장/부
장들은 리더십 유형 중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21세 ～30세의 경우 관료지향 리더십과
인화지향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31세～40세의 경우에
서도 그 결과는 같이 나타났다.그러나 41세 이상의 경우에서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 유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학력에 따른 리더십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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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도에 대한 회귀분석를 보면,고졸의 경우 관료지향 리더십에 대해서만 유의
적인 것으로 나타났고,과업지향 리더십과 관료지향 리더십에서는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전문대졸의 경우 과업지향 리더십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것
으로 나타났지만,관료지향 리더십과 인화지향 리더십의 경우에는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대졸이상의 경우에는 관료지향 리더십과 인화지향 리
더십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과업지향 리더십의 경우에는 유의적
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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