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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udyoftheLeadershipTypesonOrganizationalEffectiveness

byHee-myong,Kim
Advisor:Prof.Kang-Ok,LeePh.D.
DepartmentofBusinessAdminstration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stration
Chosun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typesand organizationaleffectivenessand verify whatleadership
typecouldreinforcemember'seffectivenesswithitsfocusonthemoderating
effectofpersonaltraits.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this study established leadership
types(transformationaland transactionalleadership)asindependentvariables
andorganizationaleffectiveness(organizationalcommitmentandjobsatisfaction)
asdependencevariables.
The main focusofthisstudy wason exploring the factorsinfluencing
organizationalandjobcommitmentbyreviewingbothtraditionalandmodern
leadershiptypes. Toanalyzethisprocess,thisstudyformedaresearchframe
usingleadership,organizationalcommitment,andjobcommitmenttheories,and
conducted empiricalanalysis,focusing on thesignificanceand influenceof
correlationbetweenestablishedvariables.Inotherwords,independentvariables
considered transformationaland transactionalleadership,moderatingvariables
established demographical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considered
organizationalandjobcommitment. Samplinganddatacollectionmethodsfor
empiricalanalysisweretoreview previousresearchesonleadershiptypes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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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ansformationalandtransactionalleadershipandinvestigatetherelationship
betweenjobsatisfactionandorganizationalcommitmentinsmallandmedium
companies.
Tosum up,theresultsofthisstudywereasfollows.
First,verificationofparameterssuggeststhattheeffectsofleadershiptypes
on organizationaleffectivenessvaried with demographicvariables. Groups
with hig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commitmentshowed higher
transformationalleadership.
Second,both transformationaland transactionalleadership had effectson
organizationalcommitmentandjobsatisfaction.
Finally,ahypothesisthattheeffectsofleadership typeson organizational
performancevariedwithpersonaltraitswasverified. Itsresultsuggeststhat
personaltraitssuchassex,education,age,andpositionhaddifferenteffectson
jobsatisfactionandorganizationalcommitment.
Similarly,it was verified that the effects of leadership types on job
satisfactionandorganizationalcommitmentvariedwithpersonaltraits.
Thisstudy isvery importantin suggesting thatwhatleadership can be
desirablebyconsideringtheeffectsofleadershiptypesonjobsatisfactionand
organizationalcommitmentinsmallandmiddlecompani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this study,some suggestions may be
presented.In theprocessofresearch,itwaseasytocollectdatasincethis
studyselectedverycommonsubjectsinthepersonnelandorganizationalfield
suchasleadershiptypes,jobsatisfaction,andorganizationalcommitment. On
thecontrary,itwasnoteasytosearchproperresearchmodelsamongmany
models. Sinceleadershipneedstobechangedaccordingtochangingsociety,
itsstudyshouldbealsocontinued.Furtherstudywillcontributetoexploring
morerealisticandeffectivealterative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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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Ⅰ장 서  론

제제제제1111절 절 절 절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오늘날의 사회현상은 변화가 요구되고,조직구성원들은 자기 스스로 욕구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
처럼 현대사회는 질과 양의 측면에서 급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기업의 경영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기업간 생존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
에서 기업경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리더가 부하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
하여 기업목표를 조직적이고,효율적으로 달성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본다.
특히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조직관리의 주요목표의 하나로서 효과적인 리더십
관계의 형성을 통해 조직의 응집력을 높이고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탁
월한 리더십 개발은 조직관리상의 주요과제이며,이러한 사실은 리더들로 하여금
인간의 본질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조직구성원들의 잠재능력을 발휘시키고,리더
십 유효성을 극대화하여 생산성 및 사기향상과 더불어 직무만족으로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리더의 행동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리더십 유형과 조직유효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조직 구성원
에게 유효성을 높여주는 리더십 유형은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특히 개
인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변혁적 리더십,거래적 리더십,유형으로 추
출하고,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조직 유효성으로 추출하였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독립변수를 리더십 유형으로,종속변수로는 조직 유효성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리더의 성향과 개인의 조직과 직무에 대한 관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특히 리더의 성향에 있어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이론이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함에 그 목적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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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리더십 유형이 조직 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서 서비스업,제조업,공기업,공무원조직 기타 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함으로써 조직
원들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리더십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연구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은 광주지역 공기업,관공서,제조업,서비스업,
기타 등등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리더십 유형이 조직 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범위로
정하였다.
앞 절에서 제기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독립변수로
서 리더십 유형은 Bass(1985)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설정하였고,종
속변수로는 조직 구성원들의 몰입변수로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매개변수로 설
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
정하고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설문지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10.1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제제제333절절절 논논논문문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목적과 범위,방법 및 논문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 Ⅱ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에 관한 부분으로 이론을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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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리더십,거래적 리더십 이론들을 고찰하였으며,구성원들의 몰입에 관한
변수로서 조직몰입,직무만족에 관한 이론들을 고찰하였다.
제 Ⅲ 장에서는 리더십 유형에 따른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주요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그리고 설문지의 구성 및
조사 방법을 설정하였다.
제 Ⅳ 장에서는 실증분석 및 가설을 검정하는 장으로서 표본의 일반적 특성,실
뢰성 및 타당성 검정,요인별 기술통계분석,변수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한 후,
연구가설을 검정하여 리더십의 유형이 조직유효성(조직몰입,직무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 Ⅴ장은 결론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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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이론적 배경

제제제111절절절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이이이론론론

111...리리리더더더십십십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지난 수십년간 진행되어 왔고 경영관리와 조직행동분야
의 문헌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리더십은 연구논문의 수가 가장 많은 분야중의 하나이면서도 리더십에 대한 일
치된 정의는 아직까지 내려지지 못하고 있다.리더십이라는 용어는 많은 사람들
이 사용할 정도로 일반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
렵다.먼저 리더십이란 용어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의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
용해왔던 것도 문제가 되며 이로 인해 리더십과 인접 유사용어인 권력,영향력,권
한,관리,통계,감독 등의 용어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현대조직에 있어서 리더십은 리더가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발적
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여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그러므로 조직이 다양화되고 구성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조직 외부의 환경도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조직 성원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효과적인 조직 목
표 달성을 위해 리더십은 현대의 대규모 조직에 있어서 필수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이 같이 리더십은 경영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중의 하나이기 때문
에 리더십에 대한 연구도 수없이 행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오히려 리더십의 개념을 각자의 연
구 목적에 맞추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에 리더십의 개념이 수 없이 많다는 것
이다.연구자들은 항상 리더십을 그들의 개인적 관점에 의해서 그들에게 가장 흥
미 있는 현상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수많은 리더십에 관한 몇 가지 대표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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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리더십을 리더가 갖는 성격특성에 근거를 두고 설명하는 것으로 Pigors(1953)
는 「리더십이란 특정한 성격의 소유자가 공통의 문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그의
의지,감정 및 통찰력 등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고 다스리는 특성」이라 하였다.
② 집단목표의 달성이나 집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단성원의 자발적인행동을
유도하는데 리더가 발휘하는 영향력에 중점을 둔 것으로 Terry(1951)는 「한 집단
의 공동목표를 향하여 스스로 즐겨 일하도록 부하에게 영향력을 주는 활동」이라
하였으며 Stogdill(1974)도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부하의 활동에 영향을 주
는 리더의 행동」이라 하였다.
③ 집단의 변화를 가져오는 집단상황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Loyd와 Allport
(1924)는 「리더의 영향력과 부하간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집단상황에 크게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이라 하였다.
④ 리더십이란 「조직 구성원들에 의하여 공유된 목표를 향하여 집단을 지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의 행위」이다.
⑤ 리더십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구체화된 목표를 달성하고자하는 노력으로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대인간의 영향력」이다.
⑥ 리더십이란 「기대와 상호작용 속에서 조직을 주도하고,유지하는 것」이다.
⑦ 리더십이란 「과업의 목표나,집단과 조직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전략을 실행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과업행동에 있어서는 투입이나 동조를 발휘하도
록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으로,조직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리더십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리더 개인의 특성,리더와 부하의 상호작
용 형태,리더의 행위,역할관계,특정직위에 부여된 권한,과업목표에 대한 영향
력,조직문화에 대한 영향력 등의 견지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리더십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종합하면 〈표 Ⅱ-1〉과 같으
며 이를 종합하여 정의를 내리면,“리더십이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조직구
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기를 높이고 그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극대화시
키는 과정”또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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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요약된다.

〈표 Ⅱ-1〉 리더십에 관한 학자들의 다양한 개념정의

Fleishman(1973) 어떤 목표나 목표들의 달성을 향하도록 의사결정과정을 통해서
개인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Stogdill(1974) 집단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특정 목표를 지향하게 하고,그
목표달성을 위해 실제행동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Kochan,Schmidt&
DeCottis(1975)

영향력 행사과정으로서 O가 P에 영향을 가하여 P의 행위를
변화시켰을 때 P가 O의 영향력 행사를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야기된 변화가 P자신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여길 때 리더십은
발생함

Katz&Kahn(1978) 기계적으로 조직의 일상적 명령을 수행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영향력이다.

Jago(1982)
강제성을 띠지 않는 영향력 행사과정으로 구성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활동을 조정하는 것;성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성들.

Peters&Austin(1985) 리더십은 비전이요 우렁찬 응원가요,열정(Passion)

Bryman(1986)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 공식적으로 리더의 직위에 임명되었을 때
발생한다.

Bass(1990) 상황이나 집단 구성원들의 인식과 기대를 구조화,또는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구성원들 간에 교류하는 과정임.

Nanus(1992)
꿈(비전)의 제시를 통하여 추종자들의 자발적 몰입을 유인하고
그들에게 활력을 줌으로써 조직을 혁신하여 보다 큰 잠재력을
갖는 새로운 조직형태로 변형시키는 과정임.

Hersey&Blanchard(1993)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Bartol&Martin(1994) 조직목적의 달성을 위해 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Yukl(1998)
집단이나 조직의 한 구성원이 사건의 해석,목표나 전략의 선택,
작업활동의 조직화,목표성취를 위한구성원동기부여,협력적
관계의 유지,구성원들의 기술과 자신감의 개발,외부인의 w지와
협력의 확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자료:백기복,「조직행동연구」,(서울:법무사 1994).

이상과 같이 리더십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종합하면 〈표 Ⅱ-1〉과 같으
며 이를 종합하여 정의를 내리면,“리더십이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조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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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기를 높이고 그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극대화시
키는 과정”또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요약된다.
리더십은 어떤 주어진 상황 하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또는 집단의 활
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리더십은 한마디로 리더,부하,상
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리더십의 효과는 이들 요인의 성
격과 수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222...리리리더더더십십십 이이이론론론의의의 발발발전전전과과과정정정

리더십 이론은 전형적으로 특성이론에서 행동이론 그리고 상황이론으로 전개되
어 왔다.이러한 리더십이론의 주요목적은 일반적으로 리더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어떠한 것들인가를 발견하는 것이었다.즉,어떤 특성,형태,상황에 따라
어떠한 유형의 리더십이 유효성이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표 Ⅱ-2〉 리더십 이론의 접근방법 및 시대별 구분

리더십 이론 연구모형 특 성

특성이론
(1930～1950년대)

개인적 특성
⇒ 리더와 비리더의
구별

리더와 비리더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나 특징
이 분명히 존재한다.

행동이론
(1950～1960년대)

리더의 행동
⇒ 성과 종업원 유지

리더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어떠하든 부하에게
비춰지는 것은 리더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므로 리더십을 결정하는 것은 리더의
행동이다.

상황이론
(1970년 이후)

리더행동
⇒ 성과만족,상황요인
:과업,개인적 특성,
집단성격

리더의 유효성은 그의 유형뿐만 아니라 리더십
환경을 이루는 상황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상황에는 리더나 하위자들의 특성,과업의 성격,
집단의 구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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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어 온 이래 리더가 다른 구성원에 비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 이를 예측.설명.이해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행
동과학적 리더십 개념에는 리더,부하,상황요소 등 이들 변수와 상호관계를 중심
으로 리더십 이론은 특성이론,행동이론,상황이론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발전하여 왔다.이상에서 설명한 세 가지의 이론을 상호 비교하면 위의〈표 Ⅱ-
2〉와 같다.
최근에는 상황이론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지만,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리더십의
완전한 이론이 되지는 않는다.특성이론과 행동이론도 나름대로 리더십 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이상의 이런 이론들을 통
합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111)))특특특성성성이이이론론론

(((111)))배배배경경경
리더십의 특성이론은 리더십연구에 있어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론
으로서 사회나 조직체에서 인정하는 성공적인 리더들은 어떤 공통된 특성을 가지
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들 특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개념화한 이론이다.
이 같은 리더십 연구의 초기단계에는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을 구별 짓는 것은
무엇이며,효과적인 리더와 비효과적인 리더의 차이를 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
는 문제 즉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리더의 특성과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주된 연구대상이었다.
전통적 리더십이론이 주류를 이루어 온 특성이론은 일련의 선천적,후천적 자질
인 리더의 공통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으로 리더가 “고유한 개인적 특성”만 가지
고 있으면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모든 사람이 리더의 자질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가진 자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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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기셀리(EdwinE.Ghiselli)를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이 여러 환경 내에서의 효율
적 리더와 비효율적 리더를 구별하기 위한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이 연구결과 기셀리는 리더는 능력,인적특성 그리
고 동기부여의 3가지 특성을 강조하고,자기기록조사표를 사용하였는데 이 테스트
의 일부는 〈표 Ⅱ-3〉과 같다.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셀리는 다음과 같은 리더십
의 특성을 분류하였다.
‘리더의 감독능력’은 작업지시,업무수행,집단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표 Ⅱ-3〉기셀리의 리더십 특성

능 력 인 적 특 성 동 기 부 여
감독능력 -자부심 -직업성취 욕구

지 능 -결단력 -자아실현 욕구

창 의 력
-남성미 ;여성미
-성숙
-작업집단친숙도

-지배권력 욕구
-재정적 보상욕구
-직무안정욕구

(((333)))특특특성성성이이이론론론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
리더십에 대한 특성이론의 적용에는 다음의 4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리더의 선발방법상 문제이다.이상적 선발방법은 자기기술서 작성과 다른
사람의 성과를 비교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다.오늘날 리더십 평가 특성은 주로
리더를 행정적 측면에 치중,성과를 측정,평가하고 있다.따라서 리더가 조직에
의해서 이미 선발 훈련됨으로써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리더를 찾기 위한 선발방
법의 유용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리더의 특성과 리더십 유효성간 관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실제 탁월한 자질을 보유한 리더라도 직무수행에는 실패한 연구결과
가 있다.즉,리더십 특성요인 중 부하에 대한 영향력은 단편적이기 보다 복합적
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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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특성이론가들이 상황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모든 리더들을 동일한 특성으
로 특정화하려는 점이다.모든 기업에서 탁월한 판매관리자,연구관리자,생산관
리자,재무관리자는 모두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기셀리의 가정이 복합기업
체에서도 광범위하게 작용될지는 의문이다.
넷째,어떤 상황 하에 있어서 활동적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는 비활동적이라는
점이다.인간이 갖고 있는 부끄러움 특성이 어떤 상황 하에서는 부끄러워하지만
다른 상황 하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즉 하나의 특성은 인간이 주어진
상황 하에서 취하는 하나의 행동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성격특성의 측정기법상 신뢰성에 대한 과학적 기초가 빈약하
다는 것이다.제닝스(E.EJennings)는 과거 100년간에 걸쳐 특성이론에 관한 연구
와 문헌에서도 아직 리더와 비리더를 식별하는 단 하나의 완전한 퍼스낼리티 특성
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특성화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결단력이 있다.따라서 자신이 발견한 상황이 높은 결단력을 필요로 한다면 실제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그러나 특성은 단순히 그렇게 서술될 수만은 없다.즉,개인
은 많은 상황 하에서 분명히 몇 가지 다른 행동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인적 특성을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신뢰할 수 있는 단계에
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 특성이론의 과학적 기초는 미약하다.특정한 특성을 가
진 인물이 어느 조직이나,어느 경우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도 다른 조직으로
옮기거나 같은 조직이라도 상황이 변동함으로써 리더십의 효과를 상실할 경우가
있다.결국 이러한 특성이론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행동이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222)))행행행동동동이이이론론론

(((111)))배배배경경경
리더십의 효율성은 리더가 집단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전제
하에 리더의 실제행동을 연구하는 것이 리더십의 행동이론이다.따라서 리더십의
행동이론은 리더십 효과에 대한 특성이론의 한계성에 직면,리더십연구방향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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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의 행동에 두고 또 리더십 유형을 분석하고 여러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리더
십 유형을 밝히려는 데 초점을 맞춘다.
리더의 행동스타일은 리더행동을 의사결정행동을 중심으로 독재적-민주적-자유
방임적 스타일,리더의 목표지향성을 중심으로 조직체의 목표달성을 중요시하는
과업 중심적 스타일과 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중요시하는 부하 중심적 스타일로 분
류하고 있다.

(((222)))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
①①① 독독독재재재적적적---민민민주주주적적적---자자자유유유방방방임임임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

리더행동에 관한 첫 번째 이론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리더의 행동을 중
심으로 독재적,민주적,자유방임적 리더십유형으로 나누고,이들 리더십 행동유형
이 집단성과나 집단구성원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개념화하고 있다.리더가 여
러 가지 많은 의사결정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어떻게 의사결정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의 행동유형이 결정된다.
첫째,독재적,권위형 리더십은 리더가 자기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
정에 자신의 개인적인 고려를 많이 반영시킬수록 이것을 독재적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그 추종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압력
이 가해지거나 벌과 위협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생산성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둘째,민주형 리더십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리더가 부하의 참여를 많이 허용하고
의사결정 자체에 있어서도 리더 자신보다 부하에 대한 고려를 많이 반영시키며,
업적이나 상벌은 집단구성원의 토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고 수여 한다.또한 민주적 스타일은 독재적 스타일에 반해 장기적인 생산
성에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에 나타나고 있으며,민주적 스
타일의 이러한 효과는 집단구성원들의 참여에 따른 적극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것
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셋째,자유방임형리더십,리더는 조직 계획이나 운영상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수동적 입장에서 행동하며 ,리더가 부하에게 최대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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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있어서는 리더십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또한 자유방
임적 스타일은 특히 기업조직에서는 집단 구성원간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 시킴으
로써 생산성에 역기능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일반적으로
집단구성원의 만족감에 있어서 민주적 스타일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민주적 리더 스타일은 집단구성원간의 협조와
친밀감 그리고 개방적 의사소통 등 적극적인 행동을 조성하는 한편 고충처리와
결근,이직률 등 부정적인 면에서는 민주적 스타일이 독재적 스타일이나 자유방임
적 스타일에 비하여 낮은 통계적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 민주적-독재적-자유방임적 스타일을 종합․비교해 볼 때,민주적 스타일
이 집단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한 중개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효과적이라
고 할 수 있다.

②②② 리리리더더더십십십중중중심심심적적적 ---부부부하하하중중중심심심 리리리더더더십십십

〈표 Ⅱ-4〉리더의 의사결정유형과 리더 행동의 연속선

리더 중심적

(권위적)

부하 중심적

(민주적)

권한의 원천

리더의 권한 영역

부하의 자유재량 영역

리더의

결정

리더의

결정을

받아들

이도록

부하를

설득

시킨다

리더의

결정을

제시하

고 협조

받는다

리더가

변화에

따른

잠정적

결정을

제시

문제를

제시

하고

지시

하며

결정

한다

부하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할

때마다

부하의

결정을

허용

한다

부하가

감독자

에 의해

결정된

범위내

에서

직무을

수행

하도록

허락

한다

허용된

권한

범위

내에서

부하의

자율적

행동을

허용

한다

리더 중심적

(권위적)

부하 중심적

(민주적)

권한의 원천

리더의 권한 영역

부하의 자유재량 영역

리더의

결정

리더의

결정을

받아들

이도록

부하를

설득

시킨다

리더의

결정을

제시하

고 협조

받는다

리더가

변화에

따른

잠정적

결정을

제시

문제를

제시

하고

지시

하며

결정

한다

부하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할

때마다

부하의

결정을

허용

한다

부하가

감독자

에 의해

결정된

범위내

에서

직무을

수행

하도록

허락

한다

허용된

권한

범위

내에서

부하의

자율적

행동을

허용

한다

리더의

결정

리더의

결정을

받아들

이도록

부하를

설득

시킨다

리더의

결정을

제시하

고 협조

받는다

리더가

변화에

따른

잠정적

결정을

제시

문제를

제시

하고

지시

하며

결정

한다

부하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할

때마다

부하의

결정을

허용

한다

부하가

감독자

에 의해

결정된

범위내

에서

직무을

수행

하도록

허락

한다

허용된

권한

범위

내에서

부하의

자율적

행동을

허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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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과정에서 리더의 권한영역과 부하의 자유재량영역이 어느 정도 인가에
따라 전제적 리더와 민주적 리더로 양극 분류하는 탄네바움(R.Tannenbaum)과 쉬
미트(W.H.Schmidt)는 리더십을 보스중심적인 권위형 리더십과 부하중심적인 민주
형 리더십을 〈표 Ⅱ-4〉와 같이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고 그 특징을 나열하고 있다.
연속선의 권위적 극단에 있는 리더의 행동은 독단적이며 조직의 과업수행에만
지나치게 얽매인다.이에 반하여 부하 중심적이고 민주적 극단에 존재하는 리더
는 부하들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고,인간관계적 측면에 관심을 갖는다.

③③③ 인인인간간간지지지향향향적적적․․․과과과업업업지지지향향향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
행동이론 중에서 인간지향적․과업지향적 리더십은 리더가 필연적으로 수행해
야 하는 2가지 기능,즉 과업을 완수하면서 집단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
는 기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간(관계)지향적 리더십과 과업 지향적 리더십〈표 Ⅱ-5〉행동지표를 보면 다
음과 같다.

〈표 Ⅱ-5〉인간(관계)지향적 리더십과 과업 지향적 리더십 행동지표

리더십 유형 행동 차원 행동지표
(관리자가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 정도)

과업지향

-목표달성
-업무의 구조화
-시한의 설정
-지시방법
-통제

-부하의 달성목표를 구체적으로 지시
-부하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
-달성해야 할 시한의 설정
-구체적으로 지시
-일의 진행내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요구

관계지향

-지원과 격려
-의사 소통
-상호작용의 조장
-능동적인 경청
-부하의 육성

-부하에 대한 지원과 격려
-업무추진의 의사결정에 부하의 참여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 조장
-부하의 의견과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찾아 귀를 기울임

-부하에게 지도와 훈련을 통해 부하의
능력향상 도모

자료:권영찬 ․이성욕 공저.「기획론」,(서울 :법문사,1997),p48.



- 14 -

발레스(R.Bales)는 과업지향적 리더는 인간에게 직무에만 주안점을 둘 것을 강
요하고,인간의 욕구를 억제하고 있다고 하였다.이로 인해 사회적 리더가 출현하
게 되었는데 이들은 긴장을 감소시키고 직무를 보다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이들은 인간이 갖는 사기를 고양시켜 주고 집단의 가치․태도․신념 등을
작도록 해주었다.리더의 과업과 인간에 대한 차원은 상호배타적이 아님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행동이론가들은 인간과 과업이 상호독립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리더는 이러한 양상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리더십의 유형은
과업과 인간차원의 리더십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인간중심적 리더십
은 종업원의 만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과업 지향적 리더십은 직무에 초점을 두
고 있다.

333)))상상상황황황이이이론론론

행동이론의 제한점이 인식됨에 따라 리더십 과정에서 작용하는 여러 조직체 성
향을 연구하는 상황이론이 전개되기 시작했다.상황리더십 이론가들은 그들 연구
를 리더들의 특정한 성격이나 행동이 주어진 상황에서 효과적이게 하는 변수들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Fiedler(1965)는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 모델을 개발하였는데,여기에 따르면 리
더십 유효성은 구성원의 상호 스타일고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상황적
합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리더와 상황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성과가 결정된다는 이
론을 구축하였다.Fiedler의 기본 가정은 스타일리란 대체로 비신축적일 뿐만 아니
라 모든 상황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어느 한 가지의 스타일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집단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적합한 경영자를 물색하
거나 아니면 그 경영자에게 맞도록 상황을 변경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주요 골자는 리더십의 유효성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가 처해 있
는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즉 사람들은 그들의 성격특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적 요소와 리더와 상황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리더가 된다는 것이다.
House(1988)는 리더의 행동에 영향을 상황적 변수의 시제적인 실험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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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로-목표이론을 전개하였다.이 이론은 각기 다른 상황하에서의 리더십 유
효성을 보상에 대한 기대와 그 보상의 중요성에 따라 좌우된다는 이른바 기대이
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그리하여 이 모델에서는 보상의 원천으로서의 리더에
중점을 두고 상이한 형태의 보상과 각기 다른 리더십 스타일이 어떻게 종업원들
의 동기,성과,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예측하려 하였다.

〈표 Ⅱ-6〉세 가지 상황이론적 리더십 이론의 비교
구 분 Fiedler House Vroom-Yetton

효과적인
리더십의
정의

-집단효과
-부하의 목표설정과
목표달성에 대한
리더의 영향력

-부하의 참가

주요상황변수
-과업구조
-리더-구성원관계
-리더의 직위상의
권력

-환경요소(과업특성)
-종업원의 개인적
특성

-의사결정의 질
-부하의 의사결정
수락

-적시성 등에 관한
8개 진단적 질문

리더십 유형 -과업지향적
-관계(종업원)지향적

-성취지향적
-지시적
-참가적
-지원

-전체적인AⅠAⅡ
-상담적인AⅠAⅡ
-집단적인AⅠAⅡ

결 과

-리더십 유형은
상황에 적합시키거나
리더십유형에 적합
토록 상황을 바꿈

-높거나 낮은 통제
상황에서는 과업
지향적 리더가
중간적인 상황에서는
관계지향적인
리더가 바람직함

-과업이 일상적이고
단순하면 사회적
욕구의 만족을원하는
성원들에 지원적
또는 참가적인 것이
최선임

-과업이 비일상적이고
복잡하면 직무상에서
자아실현을 원하는
구성원에게는 지시적
또는 성취지향적인
것이 최선임

-효과적인 리더는
9개의 진단적
질문에답함으로써
(의사결정 수에
따라)상황을
분석하고 5개유형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함

자료원 :이한검(1994),「인간행동론」,형설출관사,p.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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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는 리더가 부하에게 가용한 보상을 만들 수 있고 특정목표를 달성한 부
하에게 이 보상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유효한 리더가 된다고 하였다.
Vroom-Yetton(1973)의 모델에 의하면 결정의 유효성은 그 결정의 질과 수용성
에 의해 최선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즉 주어진 상황에 리더의 효과적 의
사결정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규범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리더의 행동과 의
사결정 상황의 적합적 관계를 특정화하고 있다.이 세 가지 이론의 특징을 비교하
면 위의〈표 Ⅱ-6〉과 같다.
상황이론적 접근에서의 제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연구방향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리더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상황요인들이 리더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고,관리적 지위에 따라 리더의 관리적 행동이 얼마만큼
달라지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둘째는 리더십의 유효성을 종속변수로 보
고 리더의 특성이나 행동과 리더의 유효성간의 관계가 상황변수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그러나 상황이론에서 변수간의 복잡한 인
과관계를 명확히 검증할 만한 연구 설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여러 학자
들이 상황이론의 한계에 대해 지적해 왔는데 예를 들면,연구간 상황측정의 비교
가 안 되거나 리더의 행동과 매개변수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점,그리고 변수간
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 주지 못하는 상관관계분석에 지나치게 의존
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상황이론이 아직까지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론 자체의 개념적 결함 때문인데,대부분의 이론이 대단히 애매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구체적이며,검증 가능한 가설의 추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1980년대 들어서 미국의 기업들은 조직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함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일환으로 리더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리더가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따라서 조직을 변화 또는 변혁시킨다
는 의미에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새로운 리더십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이제부
터는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와 대비되는 거래적 리더십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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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거거거래래래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

111)))거거거래래래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된 대부분의 리더십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한
가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리더가 부하들의 복종과 협력을 유도하여 성과를 높이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가 상황에 따른 보상에 기초하여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행
사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즉 리더십이란 리더가 행위,보상,인센티브를
사용해 하위자들로부터 올바른 행동을 유발시키게 만드는 과정이며,이과정은 리
더와 하위자간의 교환이나 거래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Burns(1978)는 거래적 리더십은 개인이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교환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계약에 있어 주도권을 행할 때 발생한다고 정의하였다.즉 리더는
교환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부하에게 접근한다는 것이다.
거래적 리더들은 부하에게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자신이 부하에게 기대
하는 바를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부하들이 조직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키 위해
최선을 다하는 묵시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한다(Burns,1978).
거래적 리더들은 부하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노력을 경주하
도록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해 부하들의 역할과 과업의 요구조건을 명확하게 만
들어 준다.거래적 리더들은 또한 부하들의 욕구나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인식하고
있으며,부하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어떻게 만족을 시켜주어야 할지를 명백히
알고 있다.이러한 거래적 리더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에 대한 리더십 훈
련이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리더와 부하간의 교환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거래적 리더십은 한 사람이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교환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를 유지 할 때 발생한다.
Bass(1985)는 Burns의 리더십이론에 기초하여 거래적 리더십은 1년에 교환 또는
협상에 토대를 둔 리더와 부하관계로부터 기대되는 노력 혹은 협상된 노력을 발
휘하도록 동기부여 시키는 리더십이라고 정의 내렸다.여기에서 교환 또는 협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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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리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하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위자의 성과를 리더나 하위자가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제고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Burns의 주장과 일치하지만,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상호 배타적인 이원론적 개념으로 보았던
Burns와는 달리 Bass는 모든 리더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동시에 발
휘하지만 그 양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일원론적 개념을 주장한 점에서 차이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22)))거거거래래래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의의의 하하하위위위요요요인인인

(((111)))예예예외외외에에에 의의의한한한 관관관리리리
예외에 의한 관리는 합의된 성과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만 리더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리더들은 하위자들이 잘못된 행동이나 부족한 면을 찾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게 된다.
예외에 의한 관리는 적극적인 예외에 의한 관리와 소극적인 예외에 의한 관리
로 구분될 수 있다.적극적인 관리란 업무가 정해진 절차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일
때 개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며,소극적인 관리란 일이 정해진 절
차에서 벗어난 경우에만 개입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예외에 의한 관리
는 리더들이 하위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개입을 하기 때문에 상황적 기피
강화를 의미한다.하위자들의 성과가 기준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리더들은 하위자
들이 성과기준을 도달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는데,리더는 조건적 보상과
함께 하위자들에게 경고 등과 같은 부정적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다.부정적 피드
백은 조건적 보상보다는 상대적으로 비효과적이며,특히 리더가 하위자에게 개입
하는 형태가 비난이나 처벌로 나타날 때에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Mitchell과 Wood(1980)의 연구에서는 리더가 하위자의 성과가 낮은 원인이 하
위자의 노력부족이라고 진단하면 처벌행동을 취하여야 하고 능력부족이라고 진단
되면 하위자를 훈련시키거나 하위자를 대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따라서 예
외에 의한 관리는 변혁적 리더의 행동이나 조건적 보상보다는 하위자에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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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노력을 적게 기여하게 된다.

(((222)))조조조건건건적적적 보보보상상상
리더 자신이 규정한 수준에 하위자가 성과를 달성하였을 때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을 뜻한다.Bass(1990)는 거래적 리더는 부하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부하와
합의를 이룬다고 하였다.
Zaleznik(1987)는 리더와 하위자간의 거래관계를 강조하는 조건적 보상은 아이
디어 창출보다는 관리의 효율적인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거래적
리더들은 작업수행에 있어서 무엇이 진실된 것인가를 모색하기 보다는 작업을 어
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적 리더들은 관리의 효율적인 과정을 유지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그
들이 소유한 권력을 융통성 있게 발휘함으로써 보상과 처벌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리더와 부하는 설정된 목표를 위해 상호 관련된 역
할과 책임을 받아들이고 리더는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하위자
에게 보상을 제공하거나 처벌을 한다.이와 같이 리더가 규정한 수준의 성과를 하
위자가 달성하였을 시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적 보상이라 한다.

444...변변변혁혁혁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

111)))변변변혁혁혁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은 Burns(1978)에 의해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그 후
Bass(1985)가 기업 상황에 맞춰 구체화하였다.Burns(1978)는 변혁적 리더십을 ‘리
더와 부하가 서로 보다 높은 수준의 사기진작과 동기를 일으키는 과정’이라고 정
의하고 있으며,Bass(1985)는 부하구성원들로 하여금 리더를 신뢰케 하고,리더에
충성케 하고,존경하게 함과 동시에 애초에 기대된 것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
는 과정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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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리더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보다
큰 인식을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동료,부하,고객들을 규합하고 고무시키는 역할
을 시도한다.또한 변혁적 리더는 부하들의 고무적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명
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강한 자신감을 소유하며,자신의 견해가 옳
고,또한 정당하다는 결단력을 부하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내적인 힘들 지니고 있
어야 한다(이봉세,2000).따라서 리더에 대한 부하들의 확고한 믿음이나 신념을 유
발시키고,리더가 부하들에게 확실한 목표를 설정해주고 모범을 보이며,부하들의
요구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적절한 자극을 통해 조직 및 구성원들의 성과 만족도
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뜻한다.또한 House와 그의
동료들(1988)에 의하면,변혁적 리더십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리더십 이론들
과 구분된다고 하였다.첫째는 기존의 리더십이론이 부하들의 인지,성과,만족 등
을 종속변수로 취하는 반면에 변혁적 리더십 이론은 부하의 직무만족,리더에 대
한 신뢰,추가적 노력과 관련된 높은 동기화 수준을 주요종속변수로 하고 있으며,
둘째로 기존의 리더십이론이 인간 지향적 또는 과업 지향적 행동을 리더의 주요
행동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변혁적 리더십 이론은 비전 제시와 부하의 도전적
인 목표실정을 해주는 행위를 리더의 주요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변혁적 리더십의 중요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배쓰에 의해 이루어졌는데,그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행위의 측정을 위한 다요인 리더십 설문지(MLQ)
를 개발 하였다.배쓰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은 세 가지 과정의 함수로 표시되는
데,그 과정으로는 〈표 Ⅱ-7〉과 같이 ① 카리스마적이어야 하고 ② 개인적인 배
려를 해주어야 하며 ③ 부하를 격려하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카리스마적으로 된다는 것은 부하들에게 비전과 사명감을 제시하며,성과에 대
한 자부심을 주입시켜 주고,그들의 존경과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며,개인적 배려
는 부하들을 개별적으로 다룸으로써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주고,그들이 가지고 있
는 기술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경력관리에 대하여 조언을 해 주는 것
이다.또 지적 자극은 합리성과 세심한 문제해결을 촉진시키고,새로운 견해와 개
인적 학습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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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카리스마:부하들에게 비전과 사명감을 제공
하고,자긍심을 고취시키며,부하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음.

-개별적 배려:부하들에게 개별적 관심을
보여주고,부하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대우
하며,지도하고 조언해 줌

-지적 자극:이해력과 합리성을 높이고,사려
깊은 문제해결을 하도록 촉진시킴.

-격려:기대가 크다는 것을 전달하고,노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상징물을 활용하고,중요한
목적을 명료하게 표현함.

-상황적 보상:노력에 대한 보상의 교환
조건으로 계약,높은 성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

-예외에 의한 관리(능동적):규칙이나
기준의 이탈 여부를 관찰하고,수정조치
를 취해줌

-예외에 의한 관리(수동적):기준에 부합
되지 안 을 경우에만 개입

-자유방임 :책임을 회피하고,의사결정을
포기함.

자료:B.M.Bass,"From TransactionaltoTransformationalLeadeship:LearningtoShare
theVision," Vol.18,Winter1990,p.22.

222)))BBBuuurrrnnnsss의의의 변변변혁혁혁적적적···거거거래래래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개념은 Burns(1978)가 처음으로 주장하였는데,그는 변혁
적 리더십이란 리더와 부하가 서로를 높은 도덕 및 동기수준으로 올리는 과정이
라고 했다.즉,그는 변혁적 리더십을 리더와 부하들이 서로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기와 동기부여를 고양시키는 한 과정으로 기술했다(이봉세,2000).이러한 리더
들은 부하들에게 두려운,질투,시기,증오 등의 감정대신 높은 이상,도덕적 가치
의식(자유,정의,공정성,평화 그리고 박애주의)를 호소함으로써 이들의 의식수준
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Burns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내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누구에 의해서도 가능할 수가 있다.동료,심지어 상급자까지도 영향력을 발
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Burns는 변혁적 리더십의 반대개념으로 거래적 리더십을
제시하였는데,이 유형은 리더들이 부하의 이익이 될 만한 반대급부를 제시함으로
서 부하를 동기부여 시킨다는 것이다.즉,기업 리더들은 부하들의 노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위와 보상을 교환한다.거래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 각자는 가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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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고 있으며,그 가치는 교환관점에서의 정직,공정성,책임성 그리고 상호
호혜성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Burns기존의 리더십연구들이 리더
와 부하간의 관계를 교환 관계로만 국한시켜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현대의 조직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제기하
였다.

333)))BBBaaassssss의의의 변변변혁혁혁적적적···거거거래래래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

Bass(1985)는 Burns(1978)의 이론을 바탕으로 변혁적 리더십 이론을 보다 체계화
하였는데,그는 변혁적 리더들을 부하들에게 기대되는 요구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
도록 부하들을 동기부여 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변혁적 리더들에 대해 부하들
은 신뢰,감탄,충성심,그리고 존경을 느끼며 자신들의 직위에 대해 기대 이상의
동기부여를 경험한다고 하였다.반면 거래적 리더십은 일련의 교환 또는 협상과
순종에 토대를 둔 리더와 부하의 관계로부터 기대되는 노력 혹은 협상된 노력을
발휘하도록 동기부여 시키는 리더십이라고 하였다.Bass의 거래적 리더십은 Burns
의 거래적 리더십보다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그 내용을 살펴보면,① 부하들로
하여금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존재 가치와 성취할 목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과업결과에 대한 중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지시켜 주며,② 자신의 이익에만
연연하지 않고 집단이나 조직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며,③ 부하들
의 상위욕구를 자극하고 확장시키는 행위를 언급할 수 있다(양순필,2000).Bass는
자신이 개발한 다요인 리더십 설문지(MLQ)를 토대로 반응할당분석과 요인 분석
을 통해서,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몇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다고 밝혔다.

444)))변변변혁혁혁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의의의 하하하위위위요요요인인인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은 카리스마,개별적 배려,지적 자극과 분발 고취이
며,거래적 리더십의 하위 요인은 조건적 보상,예외에 의한 관리로 구성되어 있
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거래적 리더십 요인들은 부하들로부터 기대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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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이끌어 내어 기대된 성과를 산출하지만,변혁적 리더십 하위요인들은 부하들
로 하여금 기대된 이상의 노력,즉 추가적인 노력을 발휘하도록 동기화시킴으로써
기대이상의 성과를 이끌어 낸다는 이론이다.

(((111)))카카카리리리스스스마마마
카리스마는 변혁적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인으로서 House(1977)의 이론
을 Bass가 정교화 시킨 개념이다.House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관한 이론에서,
카리스마적 리더들은 고도의 자신감,자신의 신념에 대한 강한 확신,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강한 권력 욕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한다.강한 권력욕구가 그 리더로 하여금 부하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행동에 영향
을 주게 만드는 것이다.Bass(1988)는 카리스마적 리더는 부하로 하여금 할당된 직
무에 몰입하도록 만들고,조직에 대하여 충성심을 지니게 하며,모든 부하들로부
터 존경을 받고,조직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재능과 조
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카리스마적 리더는
부하들에게 자기 신념에 기초한 목표를 제시하고,성공에 대한 확신을 부여함은
물론 부하들에게 상위수준의 욕구를 자극시켜 목표달성을 향상에 강한 동기를 일
으킨다.카리스마는 부정적인 특성과 긍정적인 특성을 들 수 있는데,권력원천에
서 볼 때 전자는 보상적,강압적,합법적 권한에 근거를 두고 있고,후자는 준거
적,합법적 권한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Bass와 Yokochi(1991)는 카리스마적 리더는 자신감,충성심,목적의식과 부하들
이 품고 있는 목표와 이상을 확실히 표명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
을 갖춘 재능 있고 존경받는 인물로 설명하고 있다.

(((222)))개개개별별별적적적 배배배려려려
변혁적 리더는 부하들을 개발시키기 위한 비전과 통찰력을 지니고 행동한다.그
들은 부하들이 현재의 직무수행과 더불어 보다 큰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장래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하들의 잠재력을 평가한다.또한 잴즈닉(A.Zaleznik)은 부하에
대한 리더의 개별적인 영향력 및 일대일의 관계가 리더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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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고 하였다.
조직에서 발생하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리더는 부하에게 가능한 정보를 충
분히 전달하여야 하며,이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쌍방향적인 대화나
직접적인 대면과 같은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부하들의 자아상을 확립시켜주고,부하들의 정보 확보에 대한 욕구를 고양시키며,
의사결정에 따르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제제제222절절절 조조조직직직유유유효효효성성성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및및및 측측측정정정

111...조조조직직직유유유효효효성성성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조직 유효성 개념은 유사 개념인 능률성이나 생산성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등
장한 개념으로서 1950년대에 이루어진 초기의 유효성 정의는 매우 단순하였는데
Etzioni(1964)는 “조직의 목표달성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또한 유효성이란 조직
이 그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라고 하는 단순한 정의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 속에는 많은 유호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유효성의 개념을 파
악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조직유효성은 연구 목적에 따라 조직효율성,조직의 유연성,조직구성원의 만족
도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조직유효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
로 조직유효성의 의의를 살펴본다.
Steer와 Black(1994)은 조직유효성을 희소가치 있는 자원을 획득,활용 할 수 있
는 조직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현상의 원인을 조직유효성에 대한 개념구
성의 타당성 문제,유효성 기준,그리고 다양한 유효성 기준을 제시할 때 기준들
간에 야기되는 갈등문제,유효성 측정문제,유효성기준의 이론적 타당성문제,유
효성 수준에 관한 문제들 때문이라고 하였다.
조직 유효성은 조직 모든 관계자들의 제각기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관점에



- 25 -

서 제각기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표 Ⅱ-8〉은 조직 유효성에 대한 많은 학자들
의 다양한 정의를 정리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조직 유효성’이란 개념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갖는다
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 같다.그러나 어떤 조직의 유효성을 측정할 때는 그 조직
의 기능에 상응하는 특성을 측정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수단 과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면 될 것이다.

〈표 Ⅱ-8〉조직 유효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

학 자 내 용
Amitai 목표달성 정도
Argyris 동일하거나 또는 점감되는 투입으로 같은 산출을 얻을 때
Seashore 희소하고 귀중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환경을 개척하는 전체의 능력
Perrow 조직체와 환경과의 적합성
Gulick 조직을 능가하는 힘에 만족스러워 하는 조직

Tannenbaum 사회의 시스템으로서의 조직이 그의 수단과 자원을 오용함이 없고,사회
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강압을 하지 않으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Mott 조직이 행동,생산,적응하기 위해 조직력을 발휘하는 능력

E.H.Schein 시스템이 지니는 존속,자기유지,적응력,일체감.성장의 능력

R.J.Webb 응집성,능력,적응력,지시력

자료 :신철우,「기업 문화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
원 경영학박사학위논문,1987,p86

이처럼 조직유효성의 개념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 속에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조직유효성은 관념의 표현인 개념이기보다는 구성개념의 성격이 강하다.
즉 구성개념은 객관적인 현실성을 갖는 관념이기보다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있는
추상적 생각으로서 이는 개념의 경계를 정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둘째,조직 유효성은 다원적인 면을 가지는 바,이는 조직관과 깊은 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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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런데 조직의 다양한 활동영역과 조직관의 다양성을 고려해 볼 때 전체조직
에 걸친 보편적인 조직유효성 개념을 모든 조직 관련 변수들을 참여 시켜서 규정
하기란 실로 어렵다.
셋째,조직 유효성은 그 조직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중요 판단수단이 되
고 있다.즉 조직은 사회의 선호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존재의 정당성을
부여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조직 유효성에 대한 개념은 일반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광의의 조직목표달성의 평가와 관련된 몇몇 중요 요인들의 결합관계에서 조
직 유효성에 대한 개념을 조직화하여 조직유효성을 구성원에 대한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으로 인식하기로 한다.

222...조조조직직직 유유유효효효성성성의의의 측측측정정정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조직 유효성의 측정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이론과 측정
기준 및 측정방법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표 Ⅱ-9〉조직 유효성 평가를 위한 지표

좌 표 주 요 내 용

심리적 지표 직무만족도,동기부여,사기,갈등과 응집성,유연성과 적응성,조직목표에 대한
조직원의 동조성,조직목표의 내면화

경제적 지표 전반적 유효성,생산성,능률,수익,품질,성장성,환경의 이용도,이해관계가
집단에 대한 평가,인간자원의 가치,목표달성도

관리적 지표
사고의 빈도,결근율,이직률,통제,계획과 목표설정,역할과 규범 일치성,경
영자의 인간관계,경영자의 과업지향성,정보관리와 의사전달,신속성,안정성,
조직 구성원의 의사결정 참가,훈련과 개발의 강조.

자료원 :J.P.Campbell,"OntheNatureofOrganizationalEffectiveness".inP.S.Goodman&
J.M.Pennings,eds.,New PerspectivesonOrganizationalEffectiveness,SanFrancisco:
Jossey-Bass,1977,p.36.

Campbell(1977)은 조직 유효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1973년까지의 문헌조
사를 통하여 조직 유효성 지표로 제시된 변수들을 〈표 Ⅱ-9〉와 같이 30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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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조직 유효성 지표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 유효성 평가지표 중에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연구자들 간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개인과 집단 및 조직수준의 조직 유효성을 가
장 잘 표현해주고 있다.

111)))조조조직직직 몰몰몰입입입

(((111)))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의의의 개개개념념념
Mowday와 Stees(1979)는 조직몰입을 정의함에 있어서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조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조직의 성원으로 남으려는 조직
구성원의 욕구로 정의하였으며,Wiener(1982)는 조직의 목적 및 성과달성에 부합
되는 행동을 취하려는 조직구성원의 내재화된 규범 압력으로 정의하였다
조직 몰입이란 사전적 의미는 영한사전에서는 위원회,위임,투옥,구류,공약,
구속,헌신,열심,주식의 매매계약 등으로 표시하고 있으며,국제정치학에서는 공
약,언약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사회과학에서는 결정적 관여로,심리학에서는 집
착 혹은 애착되어,자아 관여된 상태를 말한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적
측면의 입장을 받아들여 결정적 관여라는 측면에서 몰입으로 쓰기로 한다.
이러한 여러 학문 간의 표시 혹은 정의의 차가 존재하고 있는데,이러한 합의의
부족 원인은“한편으론 몰입의 결정인자들과 결과들에 대한 조심스러운 구별이 없
고 다른 한편으로는 몰입에 대한 기초와 이러한 원인과 결과”간 구별에 실패하였
기 때문이다.직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는 조직몰입,직무만족을 들 수
있으며,오늘날 기업조직에 있어서 구성원 몰입 도에 대한 개념은 구성원 이직의
방지 및 성과증대를 높이는 방안으로 조직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는 조직행위론 만큼이나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여태
학자들 간에 이론적 개념상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그 이유 중의 하나는 연구
자 각자 서로 다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
다,논리적으로 볼 때 조직몰입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면,
크게 나누어 사회심리학을 기초로 한 행위론적 접근법과 행위론을 기초로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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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태도적 접근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특히,조직몰입에 대한 사회 심리적 접
근법은 Becker의 부수적 투자이론에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Becker는 조직몰
입이란 만약 인간의 행동이 비연속적이면 잃게 되는 부수적 투자의 축적 염려 때
문에 발생하는 개인의 연속적인 행동을 지속하는 성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조직행위론적 접근법이란 조직몰입을 조직구성원이 지니는 태도적 측면에
서 접근하고 있다.Buchanan(1974)은 조직몰입이란 수단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조
직의 목표와 가치,이와 관련한 자기의 역할,그리고 조직 그 자체만을 위하여 가
지는 정서적 애착심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태도적 접근법에 따른 조직몰입의 대표적인 정의로는 Mowday(1982)등의 정의
가 있다.즉,이들은 조직몰입이란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 및 애착,
조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헌신과 희생의사,조직의 구성원
으로 남아 있으려는 강한 욕구 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지니는 개념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상 조직몰입에 대한 개념을 조합하면,조직몰입은 조직에 관한 구성원들 개인
의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이 태도는 외재적 보상 또는 가치 일치 등 여
러 근거에 의해 발생하지만 개인과 조직 간의 목표와 가치의 일치가 가장 핵심적
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 몰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그 중요성을 들 수 있다.첫
째,조직몰입도가 직무만족감보다는 이직성향을 더욱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둘
째,조직몰입도가 높은 구성원이 그렇지 않은 구성원보다 성과가 높다.마지막으
로 조직몰입도가 조직 유효성의 유용한 척도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222)))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의의의 정정정의의의
사회학적인 조직몰입의 유래는 심리학적 전통에서 출발하였다.즉,March,J.G.
와 Simon,H.A.은 최초로 조직몰입을 제창한 학자로써 근로의 동기를 생산에 대
한 참여와 결정으로 보았는데,조직에 대한 참가의 동기는 심리학적인 관여개념



- 29 -

에서 사회학적인 조직몰입으로 발전된 개념이다.그 후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들
의 직무성과,이직이나 결근 그리고 직무만족 등에 유의적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조직 몰입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몰입에 대한 용어도 가치몰입,규범몰입,동일시몰입,정서적 몰입,타산
적 몰입,근속몰입 등으로 소위 몰입의 정글시대를 도래하게 하였다.그럼에도 불
구하고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들은 행동과학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연구 주제들 중의 하나였다.조직몰입에 관한 초점들은 그 대상에
따라 형태로 분류하게 되면,직무몰입,근로윤리,전문직종이나 혹은 경력에 따른
경력․전문직종 몰입 등으로 구분돼 연구되어 왔다.

(((333)))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의의의 효효효과과과
조직 몰입의 효과는 몰입수준의 3가지 형태에 따라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효과

를〈표 Ⅱ-10〉조직몰입의 수준에 따른 개인적 효과와〈표 Ⅱ-11〉조직몰입의 수준
에 따른 조직적 효과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표 Ⅱ-10〉조직몰입의 수준에 따른 개인적 효과

구 분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긍정적

-개인의 창조성과
혁신성
-인적자원 이용의
좀 더 나은 효과

-책임,충성심,소속감이
높아짐
-창조적 개인주의
-조직으로부터의 명료함 유지

-개인의 경력 진보
-조직에 의해 보상되어지는
행동

부정적

-늦은 경력발견
-WhistleBlowing
으로서의 인적비용
문제
-조직목표의 방해
축출의 가능성

-승자의 기회 제한
-몰입요소 사이에 절충이
쉽지 않음

-변화의 창조적 성장억제
-변화에 대한 관료제적 저항
-사회 및 가족관계에 대한
긴장
-동료애 결핍
-비업무 활동에 있어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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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조직몰입의 수준에 따른 조직적 효과

구 분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긍정적
-낮은 성과의 종업원에
대한 이직,대체성 증가

-WhistleBlowing이 조직
측에서는 이익

-책임,충성심,소속감이
높아짐

-창조적 개인주의
-조직으로부터의 명료함
유지

-개인의 경력진보
-조직에 의해 상반되어
지는 행동

부정적
-높은 이직율,접근율
-저질업무,조직에 대한
불법행동

-머물려는 의지결핍

-업무와 비업무 사이의
균형문제

-조직의 효율 감소
-시민 행동이나 업무
이외 활동에 있어서의
제한

-인적자원의 비합리적
이용

-조직의 유연성,혁신성,
적응성결핍

-과거의 책 과정에 대한
무비판적 신뢰

-불법 부도덕행위

자료원:Randall,D.M.(1987)CommitmentandtheOrganization:The Organizationman
Revisited,AcademyofManagementJoumal.Vol.12,No.3,p462.

222)))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직무만족이란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초래되는 유쾌하거
나 긍정적인 정서 상태라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직무만족을 목표
지향적 에너지로서 목표 추구적 행동을 지속시키는 힘인 직무동기와 차이를 확실
히 하기 위해서 Locke는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직무를 평가하거나 직무를 통하
여 얻게 되는 경험을 평가함으로써 가지는 유쾌한 감정 상태로서 이와 같은 직무
차원의 유쾌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서는 직무자체,임금,승진,안정감,복지
후생,감독,동료,운영방침 등”이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조직을 다루는 학자들에 의해서 20세기 초
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초창기 연구자들은 직무만족을 직무에 대한 개인
의 감정적 태도 또는 지향성이라고 정의하고 직무에 대한 종업원들의 태도,감정,
지각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다.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은 성과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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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의 개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
지만,제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크게 산업심리학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산업심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Locke(1969)에 의하면 직무만족은 개인이 직무를 평가하거나 직무를 통해서 그
리고 경험을 평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쾌함이나 긍정적인 감정 상태라고 정의했
으며,Morse에 의하면 직무상 발생하는 현상뿐만 아니라 요구수준도 고려하면서
개인이 경험하는 만족도는 특별한 상황에서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 되었는지 그
욕구가 충족되고도 얼마나 남아있는지의 두 측면을 가진 기능이라고 정의하였다.
Betty(1981)는 직무만족을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가치를 달성하고 촉진하는 것으
로써 개인의 직무를 평가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쾌한 감정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Milton(1981)은 직무에 대한 태도의 하나로서 한 개인의 직무나 직무경험의 평
가로부터 생기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학자로는 Porter와 Lawler,Quinn등이 있으며
보상 등의 인지수준을 기준으로 직무만족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들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Porter와 Lawler(1967)는 직무만족을 구성원이 실제적으로 얻는 보상이 정당하
다고 인정되는 보상의 수준을 초과하는 정도이고 Quinn에 의하면 어떤 특별한
직무내용인 보상,안전,감독 등에 대한 만족도를 근거로 계량화된 개선의 정도로
그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견해를 종합하면 조직행동 측면에서 본 직무만족은 개인의
태도와 가치,신념 및 욕구 등의 수준이나 차원에 따라 구성원이 직무와 관련시
켜서 갖게 되는 감정적 심리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왜냐하면 직무만족이라는
개념은 조직행동 연구 측면에서 측정 가능한 상태에서 계량화시키는 문제가 중시
되고 있을 뿐 아니라,이를 해결하기 위한 만족도 변화에는 태도와 신념 및 의사
등의 요인이 개인의 감정적 심리상태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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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의의의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조직에서 직무만족이라는 변수가 차지하는 위치는 그것이 종속변수와 동시에
독립변수라는 양면적인 역할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고 중요하다.
즉,어떤 요인들이 조직 유효성의 한 부분을 점하고 있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가를 파악해야 할 뿐 아니라,동시에 직무만족의 결과가 그것을 제외한 조직
유효성 변수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해야 한다.그러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구자의 주관,지역,시기,대상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상의 몇 가지 견해를 종합해 보면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은 〈표 Ⅱ-12〉
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Ⅱ-12〉직무만족 결정요인
요 인 설 명

업무자체 -일 자체의 보람,일 자체에 대한 흥미,일의 다양성,난이도,업무량,업무 지식 및
기능 증진의 기회 직무 수행속도 및 수행방법의 자율성

급여 -급여의 량,타조직의 교환량,집단 동료와 비교한 량,급여의 결정 방법

승진 -지각된 승진 기회,승진의 공정성,승진 정책의 타당성

인정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동료 및 상급자의 결정,잠재 능력에 대한 인정

복지후생 -각종 수당,퇴직금,의료 시설,연금,유급 휴가,취미 및 여가활동.

작업 수준 -근무시간,근무 장소,휴식시간,작업 장비 및 시설 작업장 내 온도,습도,분진,
진동,유해용제,소음,안전 설비

감독 -감독 방법,감독의 범위,감독자와의 인간관계,감독자의 관리기술,감독자의 대인
관계

동료 -동료간의 협조,친밀성,직무 수행의 적합성,집단 압력 및 소집단 풍토

자료:김점새,“사회변동에 따른 군 리더십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서울대학교 대
학원,석사학위논문,1994),p47에서 인용



- 33 -

(((222)))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이이이론론론
직무만족에 대한 이론들은 많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직무만족이 결정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론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Lawler(1967)는 직무만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대표적인 직무만족

이론으로서 다음 4가지를 들고 있다.

①①① 욕욕욕구구구충충충족족족이이이론론론
Maslow는 인간의 욕구강도에 따라 생리적 욕구,안전욕구,사회적 욕구,자아실
현 욕구의 계층적 구조를 이론화하였다.그는 욕구들이 충족됨에 따라 앞 단계는
더 이상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의 욕구가 행동에 동기부여 할 수 있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욕구단계의 영향으로 개인이 직무로부터 욕구충족에 필요한 보상을 얼
마나 받느냐에 의해 직무만족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욕구충족 이론이다.즉,직
무만족은 충족되어질 수 있는 개인의 여러 가지 욕구들이 실제로 충족되어지는
정도에 따라 욕구계층별로 직무만족이 변화된다는 이론이다.

②②② 공공공정정정성성성 이이이론론론
공정성 이론은 Adams(1963)에 의해 동기이론으로 발표되었다.이 이론은 근로자
들의 직무에 관한 만족과 불만족의 원인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Adams는 자신의 공정성 이론에서 직무만족은 투입과 산출간의 균형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또한 자신의 투입과 산출비율을 타인의
투입․산출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크거나 작다고 생각되면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되고 심리적인 불안,불만이 뒤따라 이를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동기와 행동이 형
성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의 실증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소 보상의 경우는
대체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 비하여 과대 보상의 경우엔 증명이 용이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리고 개인의 특성가운데서 성격,가치관등 일부요인은 공
정성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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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③③ 성성성과과과차차차이이이 이이이론론론
성과차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능동적인 지각과 평가를 강조한다.
Locke(1969)은 개인의 만족수준은 그가 실제로 받은 보상을 기준으로 하여 받기
로 기대했던 보상과 실제로 받은 보상의 차이에 따라 욕구수준이 결정된다고 보
았다.

④④④ 222요요요인인인 이이이론론론
Herzberg(1966)는 종업원들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아주 즐거움을 느꼈을 때”와
“아주 불쾌함을 느꼈을 때”의 원인을 규명하고 분류한 결과,전자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은 직무내용과 관련이 있으면,후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직무자
체와는 직업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Herzberg(1966)의 견해는 만족과 불만족을 동일선상에서 파악했던 종래의 입장
에서 벗어나 만족과 불만족 요인을 전혀 개별의 차원으로 보았다.가령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불만을 느끼게 되면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일에 만
족하는 경우에는 환경 자체보다는 직무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는 환경과 관련되는 요인을 위생요인이라 부르고 직무자체와 관련된 요인을
동기요인이라 칭하였다.그리고 위생요인은 회사의 정책과 관리,감독,작업조건,
개인 상호간의 관계,임금,승진,지위 및 안전등을 들고 이를 불만족요인이라 칭
하였다.그런가 하면 동기요인은 성취감,안전감,도전감,책임감,성장과 발전 및
자아실현 등을 들고 이를 만족요인이라 하였다.

제제제333절절절 리리리더더더십십십과과과 조조조직직직유유유효효효성성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111...리리리더더더십십십과과과 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구성원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하고 있으
며,영향력이 클 때 리더십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이 영향력에 따라서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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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대한 몰입은 강하게 나타나고 조직몰입이 강할수록 강한 목표 성취도를
달성하게 된다.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들의 일상적 과업수행에 연연하지 않으며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부하 개개인을 격려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의 몰입을 제고하게 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근로자의 성과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거래적 리더십과는
리더십의 과정이 다르다.특히 경제,사회적인 변혁기에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
여 부하들이 열정과 노력을 집결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의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며,이러한 리더십에 의해 조직의 성패가 좌우 될 수도 있다고 Bass와
Avolio(1990)는 지적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을 추구하는 리더일수록 변화를 추구하면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조직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따라서 조직이 규모가 작고 상황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해야할 상황에 처할수록 조직의 몰입은 중요해지게 된다.만약 조직
몰입이 낮은 조직이 갑자기 변화를 추구할 경우 조직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지만
조직몰입이 높은 조직일수록 조직의 역동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그러나 이
같은 조직 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조직의 리더십이다.이 때 리더
십은 조직의 몰입을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구성원 자신들이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때 조직의 몰입도가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강한 조직 몰
입은 적절한 리더십이 뒷받침될 때 조직에서 강력한 역동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즉,안정을 추구하는 거래적 리더십의 경우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게
되므로 강한 조직의 몰입은 나타내지만 조직 구성원 각자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은 매우 현실적인 보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
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기 어렵게 되므로 실질적인 조직 몰입의 효과는 낮아
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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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리리리더더더십십십과과과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조직구성원들이 그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느냐의 여부
는 그 조직의 성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다.왜냐하면 직무만족은 업무가 제공
하는 것과 자신이 기대하는 것 사이에 일치되는 것으로 일치의 정도에 따라 만족
과 불만족의 기초가 된다.즉 개인이 직무에 대해 가지는 일련의 태도로 지식,기
대,신념과 보호에 대한 정의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그래서 직무만족에 대해
서 개인이 느끼는 만족처럼 직무에 대한 감정적․정서적인 긍정적 평가를 의미한
다.따라서 직무만족은 개인적방어로서 집단적인 반응의 시기와 구별된다.따라서
직무만족은 개인적인 반응이며,과제나 직무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
다.직무만족은 하나의 정서적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설명하지 못하고,인지
적 관점에서 만족에 대한 결과를 예언할 수 있다.
Deluga(1988)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상황하에
서 리더와 부하간의 상호 영향력 행사 전략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연구
를 수행했다.이 결과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상황보다 리더-부하간의 상
호 영향력 행사행위가 많고,회귀분석 결과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구성원 만족도와 리더십 유효성 측면에서 상관관계가 크고 설명력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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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본 연구의 목적은 리더십 유형과 조직 유효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조직 구성
원에게 유효성을 높여주는 리더십 유형을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특히
개인적 특성의 조절 효과를 고찰하고자 하며 합리적이고 조직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리더의 행동과 그 행동에 영향을 받는 조직 구성원들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는
수없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이러한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들 중 가장
중요시되는 것 중의 하나가 리더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또한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리더십 유형으로,종속변수로는 조직 유효성
으로 설정하였다.이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본 논문의 연구모형

리더십 유형 조직 유효성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
↑↑↑↑
∣∣∣∣
∣∣∣∣
∣∣∣∣

직무만족

조직몰입

인구통계학적 변수

(성별, 연령, 학력,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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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에서 두 부분은 리더십 변인부분 그리고 조직유효성 부
분으로 구성된다.여기서 본 모형은 궁극적으로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리더십 유형(변혁적 리더십,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유효성(조직몰입도,직무만
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제제222절절절 가가가설설설설설설정정정

리더의 행동은 조직 구성원간의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대화를 유도하여 조
직 성원 상호간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행동이다.또한 리더의 행동은 전
체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
고 책임을 완수하여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게 만든다.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구성원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으
며,영향력이 클 때 리더십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이 영향력에 따라서 조직의
직무에 대한 몰입은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조직몰입이 강할수록 강한 목표 성위
도를 달성하게 된다.마지막으로 직무만족에 대해서 개인이 느끼는 만족처럼 직
무에 대한 감정적․정서적인 긍정적 평가를 의미한다.따라서 직무만족은 개인적
방어로서 집단적인 반응의 시기와 구별된다.따라서 직무만족은 개인적인 반응이
며,과제나 직무에 대한 감정적인 방응으로 볼 수 있다.직무만족은 하나의 정서
적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설명하지 못하고,인지적 관점에서 만족에 대한 결
과를 예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에서의 리더십은 조직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전술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사의 리더십 유형과
부하의 목표지향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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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설설설 ⅠⅠⅠ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은은은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에에에 정정정(((+++)))의의의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Ⅰ-1변혁적 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2거래적 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가가설설설 ⅡⅡⅡ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은은은 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에에에 정정정(((+++)))의의의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Ⅱ-1변혁적 리더십은 근속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2변혁적 리더십은 애착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3거래적 리더십은 근속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4거래적 리더십은 애착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가가설설설 ⅢⅢⅢ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이이이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은은은 “““개개개인인인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Ⅲ-1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Ⅲ-2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Ⅲ-3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Ⅲ-4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가가설설설 ⅣⅣⅣ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이이이 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은은은 “““개개개인인인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Ⅳ-1리더십 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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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Ⅳ-2리더십 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Ⅳ-3리더십 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Ⅳ-4리더십 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제제333절절절 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111...변변변혁혁혁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에게 자신이 달성해야 할 과업의 중요성을 보다 강하게
인식시키거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조직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자 하
는 의지를 심어주거나,또는 부하의 욕구수준을 상위 수준의 욕구로 제고시키는
방법을 통해 부하가 성과를 달성하게 만드는 리더십을 말한다.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개별화된 배려,지적자극,그리고 분발고취로 이루어져 있으나,본 연구
는 카리스마 와 개별화된 배려만을 연구하였다.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Bass가 개발한 기존의 변혁적 리더십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다요인
리더십 설문지(MLQ)의 Form-5를 인용하였다.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는 문항은
14개이며 아래와 같이 상사의 행동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응답자의 반응은 Likert5점 척도로 측정되어졌다.

111)))카카카리리리스스스마마마

부하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자부심을 심어주며,그리고 존경과 신뢰감을 갖게
하는 행동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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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개개개별별별화화화된된된 배배배려려려

부하들에 대한 개별적 관심을 통해 부하들이 독특하고 이질적 욕구를 인정․수
용하며,개별적인 견지에서 도전적인 과업과 권한위양을 통해 부하들의 능력 개발
을 도모하는 리더 행동.

222...거거거래래래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

거래적 리더십은 부하가 업무수행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을 인식하고 부하가
정해진 성과를 달성할 경우 그것을 얻게 해주거나,부하가 적정 수준의 노력을 기
울일 경우 부하가 바라는 것을 제공 해준다던가,또는 부하가 일을 잘 해내고 있
을 경우에는 관여를 하지 않다가 무엇인가 잘못될 것 같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거래적 리더십은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로 이루어져 있으며,거래적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서 Bass의 설문지(MLQ)의 Form5를 사용하였으며,9개 설
문항목으로 구성되었고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문항 구성과 척도의
형식은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111)))조조조건건건적적적 보보보상상상

합의된 성과수준(혹은 노력정도,목표 수준)이 달성되었을 때,리더가 약속한
보상을 제공하는 행동과 보상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는 행
동을 의미.

222)))예예예외외외적적적 관관관리리리

합의된 성과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혹은 기준으로부터 이탈할 때만 리더가
개입하여 이탈에 대한 경고와 부정적인 피드백,처벌 등을 제공하는 리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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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조조조직직직 유유유효효효성성성

111)))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

구성원이 자기가 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 애착을 갖고,계속해서 근무하려고 하
는 것으로 근속몰입과 감정적인 애착몰입의 두 차원으로 파악하였다.
① 근속몰입 :조직구성원으로 계속해서 잔류하고 싶어 하는 정도를 의미하여
조직에 대한 애착은 다루지 않는다.
② 애착몰입 :조직의 일원이라는데 긍지를 갖고,조직 가치를 수용하며 조직의
장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조직을 위해 규정된 이상의 노력을 자발적
으로 하겠다는 항목에서 측정된다.
이러한 조직몰입도 측정요인은 조직에 대한 관심,애사심,운영에 대한 관심,이
직률 등으로 측정하였다.

222)))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개인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도 직무만족을 느끼는 사람
은 조직 내,외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결근,이직률이 줄고 생
산성 증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직무 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직무경험을 평가한 후 가지는 긍정적이며
유쾌한 감정 상태로서 한 개인이 직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이다.이러한 직
무만족의 측정은 직무에 대한 성취감 정도,작업조건,상사의 의사결정,상사의 관
리 감독,회사 정책,복리후생,현 직위,승진정책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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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절절절 설설설문문문지지지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및및및 조조조사사사 방방방법법법

111...설설설문문문지지지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본 연구의 목적을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표 Ⅲ-
1〉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표 Ⅲ-1〉설문지 구성

구분 변 수 요 인 설 문 번 호 문항수 원천

독립
변수

리더십
유형

변혁적 요인 Ⅰ-1,Ⅰ-2,Ⅰ-3,Ⅰ-4,Ⅰ-5,Ⅰ-6,
Ⅰ-7,Ⅰ-8Ⅰ-9,Ⅰ-10,Ⅰ-11,Ⅰ-12,Ⅰ-13,Ⅰ-14 14

Bass
거래적 요인 Ⅰ-15,Ⅰ-16,Ⅰ-17,Ⅰ-18,Ⅰ-19,Ⅰ-20,Ⅰ-21,

Ⅰ-22,Ⅰ-23 9

종속
변수

조직
유효성

조직몰입도 ⅡⅡⅡ-1,ⅡⅡⅡ-2,ⅡⅡⅡ-3,ⅡⅡⅡ-4,ⅡⅡⅡ-5,ⅡⅡⅡ-6,ⅡⅡⅡ-7,ⅡⅡⅡ-8,ⅡⅡⅡ-9
,ⅡⅡⅡ-10,ⅡⅡⅡ-11,ⅡⅡⅡ-12,ⅡⅡⅡ-13,ⅡⅡⅡ-14,ⅡⅡⅡ-15 15 Bateman

&
Strasser직무만족도 ⅡⅡⅡ-16,ⅡⅡⅡ-17,ⅡⅡⅡ-18,ⅡⅡⅡ-19,ⅡⅡⅡ-20 5

인구통계학적 사항 ⅢⅢⅢ-1,ⅢⅢⅢ-2,ⅢⅢⅢ-3,ⅢⅢⅢ-4,ⅢⅢⅢ-5,ⅢⅢⅢ-6,ⅢⅢⅢ-7 7

설문지의 구성은 전체 3부로 되었는데 제Ⅰ부에서는 리더십에 관한 설문문항
으로서 변혁적 리더십 14문항,거래적 리더십 9문항을 질문하였고,제Ⅱ부에서는
조직 유효성에 관한 질문으로서 조직몰입도 관련 15문항,직무만족도 관련 5문항
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일반 상항에 대해서 7문항을 질문하였다.결과적으로 전

체 50문항으로 집약하여 리더십의 유형이 기업의 조직 활성화 요인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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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조조조사사사목목목적적적 및및및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는 광주지역 공무원,공사,제조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조직 구성원의
보다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리더십 유
형을 변혁적인 리더십과 거래적인 리더십으로 구분하고,조직유효성,조직 분위기
및 조직구성원의 가치관으로 나누어 조사,분석함으로써 리더십 유형이 조직유효
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11월 18일부터 2005년 11월 29일에 거쳐 배포․회수하였다.
아래〈표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에 이용된 표본이 수는 300부의 설문
지를 배포하여 96%에 해당하는 288부를 회수하였으나 유용한 결과를 얻기 위하
여 불성실한 답변을 제거하고 최종분석에 277부의 설문지를 최종 실증분석 대상
으로 삼았다.

〈표 Ⅲ-2〉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구 분 배 포 수 회 수 수 회수율(%) 부실자료 활용자료
공무원조직 60 54 90% 0 54
제조업 57 56 99% 1 55
공기업 60 55 93% 1 54
서비스업 63 63 100% 4 59
기타 60 60 100% 5 55

333...조조조사사사도도도구구구 및및및 통통통계계계처처처리리리 방방방법법법

111)))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에서는 Likert5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변수들을 측정하
였다.설문지는 크게 조직 구성원이 지각하는 상사의 리더십 유형과 조직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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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 걸쳐 총 43개 설문 항목으로,인구통계학적 변수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0개 설문항목으로 조사하였다.
Nunnally(1978)는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측정상의

오차를 최소화해야 하며 측정 타당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일반적으로 사회
과학에서는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
법으로 크론바하 알파(Cronbach'sAlpha)를 사용한다.그러나 신뢰성을 제대로 평
가할 수 없다.따라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항목들이 공통요인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항목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222)))통통통계계계처처처리리리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통계처리방법은 통계패키지 SPSSWIN 11.0을 이용하여 가설을 분석
하였으며,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크론바하 알파 분석을 하여 내
적일관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Ⅲ-3〉자료 분석방법 및 분석절차

또한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의 한 방
법인 일괄 입력법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그리고 분산분석을 적용하여 팀웍
의 수준에 따라 조직유효성의 평균차이를 분석하였고,표본의 일반적인 특성간의
평균차이도 아울러 분석하였다.그 내용은 〈표 Ⅲ-3〉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구 분 분 석 내 용 빈도 분석 기법

기본 통계 분석
인구통계학적 분포 분석 Frequencies
신뢰도 측정 Reliabilitytest
타당성 측정 FactorAnalysis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CorrelationAnalysis

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독립변수가 조직유효성 미치는 영향 분석 Multiple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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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제제제111절절절 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111...표표표본본본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이론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모형에서 도출한 가설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행하였다.본 논문의 실증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활
용된 자료는 광주지역에 있는 공기업,제조업,관공서 및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2005년 11월 18일부터 11월 29일에 거처 배포 및 회수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수집된 표본의 수는 실증분석에서 측정치의 신뢰도를 높
이고 유용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불성실한 답변을 제거하고 최종분석에 277부의
설문지를 최종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Ⅳ-1>과 같다.
성별 표본 구성은 남성이 191명(69%),여성이 86명(31%)으로 남성이 많았으며,
연령은 30대,40대가 각각 145명(52.3%),72명(26.0%)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30대
전후가 대다수를 차지했다.학력은 전문대졸과 대졸이 각각 39명(14.1%),188명
(67.9%)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대졸이 절반이상 이었으며 고졸의 경우 34명
(12.3%)이었다.업종은 제조업과 공기업이 각각 55명(19.9%),52명(18.8%)인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는 81명(29.2%)으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다.
직위는 사원이 148명(53.4%)으로 절반을 넘었으며,대리는 60명(21.7%)과장 경
우에도 42명(15.2%)을 차지하고 있다.담당업무는 고객서비스,기술관리,영업업무
가 각각 28명(10.1%),30명(10.8%),41명(14.8%)비슷한 반면 일반관리에서는 113명
(40.8%)으로 표본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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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표본의 특성

구 분 빈도 (277명) 퍼센트(100%)

성별
남성 191 69.0
여성 86 31.0

연령

20대 54 19.5
30대 145 52.3
40대 72 26.0
50대 6 2.2

학력

고졸 34 12.3
전문대졸 39 14.1
대졸 188 67.9

대학원졸 16 5.9

업종

공기업 36 13.0
제조업 55 19.9
공무원 52 18.8
서비스업 81 29.2
기타 53 19.1

직급

사원 148 53.4
대리 60 21.7
과장 42 15.2
차장 13 4.7

부장이상 14 5.1

담당업무

기획 17 6.1
고객서비스 28 10.1
기술관리 30 10.8
영업 41 14.8

일반관리 113 40.8
기타 48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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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신신신뢰뢰뢰성성성 및및및 타타타당당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111)))신신신뢰뢰뢰성성성 검검검증증증

신뢰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측정값
을 얻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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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 측정도구
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이용한다.

<표 Ⅳ-2>전체 변수의 신뢰성 분석결과

범위 변수 설문문항 신뢰성 계수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5 .885

개별화된 배려 2 .794

거래적리더십
조건적 보상 2 .731
예외적 관리 2 .644

조직몰입
근속몰입 5 .884
애착몰입 2 .790

직무만족 3 .769

크론바하 알파에 의한 신뢰성 검정은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으로 측정수단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
파 0.6이상 수준으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는데,신뢰도 계수의 적성 수준을 판
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0.6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
다.그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의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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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리더십 변수 중에서 카리스마 설문항목 중 4개를 제거하였고,개별화된 배려
설문항목 중 3개를 제거하였다.또한 거래적 리더십의 변수 중에서 조건적 보상
설문항목 중 3개를 제거하였고,예외관리 설문항목 중 2개를 제거하였다.종속변
수인 조직몰입 변수 중에서는 근속몰입 설문항목 중에 8개를 제거하였다.마지막
으로 직무만족인 설문항목 중에 2개를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신뢰도 분석 연구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0.6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22)))타타타당당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이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이 실제로 측정
도구에 의해 적합하게 측정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을 실시하여 설문지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요인분석은 일련의 관측된 변수에 근
거하여 직접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관련요인으로 분류
되지 않은 변수나 불필요한 변수들의 제거를 통하여 변수들을 축소하고 변수들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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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하
게 된다.
요인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측된 요인의 선형결합인 주성분 분석(PCA)과 함께,
의미 있는 요인추출을 위해 직교회전 방식의 하나인 베리맥(varimax)방식을 사용
하였다.이를 이용하여 개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아이겐 값(Eigen
value)이 1이 넘는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111)))변변변혁혁혁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과과과 거거거래래래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타타타당당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Ⅳ-3>과 같
으며,아이겐 값이 1이상인 변혁적 리더십 요인은 2개,거래적 리더십 요인은 2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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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항목별 요인분석

요인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카리스마 개별 배려 조건적 보상 예외적 관리

변혁적Ⅰ-2
변혁적Ⅰ-3
변혁적Ⅰ-4
변혁적Ⅰ-5
변혁적Ⅰ-6

000...888888
000...777777
000...777333
000...777111
000...777111

0.10
0.28
0.22
0.26
0.37

0.16
0.20
0.34
0.16
0.21

0.07
0.08
0.03
-0.09
-0.09

변혁적Ⅰ-10
변혁적Ⅰ-11

0.33
0.38

000...888111
000...777888

0.22
0.21

0.04
-0.04

거래적Ⅰ-20
거래적Ⅰ-21

0.26
0.33

0.13
0.33

000...888666
000...777555

0.14
-0.01

거래적Ⅰ-17
거래적Ⅰ-23

-0.08
0.09

0.17
-0.18

-0.02
0.14

000...888777
000...888333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3.35
30.48
30.48

1.79
16.23
46.71

1.65
15.00
61.71

1.51
13.73
75.44

요인 1은 카리스마,요인 2는 개별배려,요인 3은 조건적 보상,요인 4는 예외적
관리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인들이 총 분산의
75% 을 설명하고 있으며,요인 적재치 또한 0.6이상으로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
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
십의 구성개념 타당성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222)))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과과과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직무만족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는 <표 Ⅳ-4>와 같으며,아이젠 값 1이상인 직무
만족 요인은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요인 1은 근속몰입,요인 2는 애착몰입이며,
요인 3은 직무만족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직무만족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인들이 총 분산의 72%을 설명하고 있으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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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재치 또한 0.6이상으로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직무만족의 구성개념 타당성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표 Ⅳ-4>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대한 항목별 요인분석

요인
항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근속몰입 애착몰입 직무만족

조직몰입Ⅱ-6
조직몰입Ⅱ-7
조직몰입Ⅱ-10
조직몰입Ⅱ-11
조직몰입Ⅱ-14

000...888444
000...888333
000...777999
000...777666
000...777333

-0.20
-0.11
-0.15
-0.28
-0.10

0.12
0.21
0.35
0.07
0.16

조직몰입Ⅱ-8
조직몰입Ⅱ-3

-0.18
-0.26

000...888888
000...888555

-0.14
-0.13

직무만족Ⅱ-17
직무만족Ⅱ-18
직무만족Ⅱ-19

0.19
0.11
0.24

-0.13
-0.04
-0.17

000...888666
000...888111
000...777444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3.33
33.29
33.29

1.71
17.15
50.44

2.17
21.73
72.17

            

333...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

상관관계 분석은 독립 변수들 간 관련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고,서로 관련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분석기법이다.그
리고 상관관계분석은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가 연속형 데이터인 경우에 주로 사용
한다.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척도로서 피어슨 상관계수(빈도분석 :r)가 있다.
상관관계 수 r은 -1≤ r≤1의 값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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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도를 파악한다.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에서 요인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11개의 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존
재유무를 알아보고,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미가 있는지 알아본다.
개별배려와 카리스마(0.66)와의 관계에서는 상관계수(r)가 0.5이상이 나타나 비교
적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근속몰입 관계에서는 카리스마와 개
별배려가 각각(0.43)과 (0.44)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Ⅳ-5>와 같다.

<표 Ⅳ-5>전체요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카리스마 개별배려 근속몰입 애착몰입 직무만족 조건보상 예외관리

카리스마 3.43 0.71 1.00

개별배려 3.45 0.75 0.66** 1.00

근속몰입 4.40 0.95 0.43** 0.44** 1.00

애착몰입 3.17 0.92 0.20** 0.22** 0.46** 1.00

직무만족 3.26 0.74 0.44** 0.47** 0.45** 0.33** 1.00

조건보상 3.33 0.81 0.61** 0.54** 0.40** 0.15* 0.35 1.00

예외관리 2.98 0.87 0.02 0.01 0.03 0.00 0.05 0.15* 1.00

*p<.05 **p<.01

또한 애착몰입관계에서는 카리스마(0.22),개별배려(0.22),근속몰입(0.46)의 관계
에서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직무만족에 있어서는 카리스마(0.44),개
별배려(0.47),근속몰입(0.45),애착몰입(0.33)이 가장 많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무만족 변수인 조건보상과 카리스마,개별배려 관계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위의 변수들의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공선성 진단 결과
VIF값이 1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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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머지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0.4이하로 대체로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제제222절절절 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111...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과과과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가설Ⅰ은 “리더십 유형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다.
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
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가가설설설 ⅠⅠⅠ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은은은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에에에 정정정(((+++)))의의의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Ⅰ-1변혁적 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2거래적 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리더십 유형과 직무만족 변수인 직무만족과의 영향력 검증결과 <표 Ⅳ-6>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설명력(R2)이 .256으로 나타났으며 F값은 23.435(P=.000)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Ⅳ-6>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 무 만 족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카리스마 .213 .079 .206 2.717 0.007**

.256 23.435
개별배려 .296 .071 .300 4.184 0.000***

조건보상 5.656E-02 .063 .062 .905 0.366
예외관리 2.550E-02 .045 .030 .564 0.573

  

  *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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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유형 중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와 개별배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설
명력(R2)이 .256(P=.000)으로 높은 것으로 가설Ⅰ-1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났으나 채택되었으나,가설Ⅰ-2는 비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각되었다.
변혁적 리더십의 카리스마는 부하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자부심을 심어주며,
부하들에 대한 개별적 관심을 통해 질적 욕구를 인정 수용함으로서 부하들의 능
력 개발을 도모하는 리더 행동은 직무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래적 리더십인 조건적 보상과 예외관리는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예외
관리란 리더가 부하직원의 잘못된 행동이나 부족한 면을 찾기 위한 활동이나 작
업수행에 있어서 무엇이 진실된 것인가를 모색하기보다는 작업을 어떻게 수행해
야 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는 조건적 보상과 같은 유형은 부하조직에
직무만족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Ⅰ은 부분채택 되
었다.

222...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과과과 조조조직직직 몰몰몰입입입

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력이 어느 정도인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리더십 유형인 변혁적 리
더십의 카리스마,개별배려,2요인과 리더십 유형인 거래적 리더십의 조건적 보상,
예외에 의한 관리 2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어느 정도 영
향력과 설명력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가가설설설 ⅡⅡⅡ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은은은 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에에에 정정정(((+++)))의의의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Ⅱ-1변혁적 리더십은 근속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3거래적 리더십은 근속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1,Ⅱ-3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Ⅳ-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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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유형과 조직몰입 변수인 근속몰입의 영향력 검증결과 <표 Ⅳ-7>에서 제
시된바와 같이 설명력(R2)이 .244으로 나타났으며 F값은 21.984(P=.000)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Ⅳ-7>리더십 유형이 근속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종속변수

독립변수
근 속 몰 입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카리스마 .241 .102 .180 2.357 0.019**

.244 21.984
개별배려 .297 .092 .234 3.231 0.001***

조건보상 .188 .081 .160 2.314 0.021*

예외관리 -2.78E-03 .059 -.003 -.047 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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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 유형 중 근속몰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카리스마(P<.001)
와 개별배려 그리고 조건적 보상(P<.01)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리더십 유형 나머
지 1가지 요인은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변혁적 리더십의 카리스마는 부하들
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자부심을 심어주고,부하들에 대한 개별적 관심을 통해 질
적 욕구를 인정 수용함으로서 부하들의 능력 개발을 도모하는 리더는 행동은 조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근무하려는 근속몰입성향이 높게 나타났다.반면 거래적 리
더십은 조직원들의 성과수준이나 달성에 대한 보답이나 리더가 약속한 보상을 제
공하는 행동과 보상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계속 근무하고 싶
은 경향으로 나타났다.카리스마,개별배려,조건보상인 근속몰입에 미치는 설명
력(R2)이 .244(P=.000)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Ⅱ-1에 대한 근속몰
입도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설 Ⅱ-3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설 Ⅱ-2변혁적 리더십은 애착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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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Ⅱ-4거래적 리더십은 애착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2,Ⅱ-4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Ⅳ-8>와 같다.
리더십 유형과 직무만족 변수인 애착몰입의 영향력 검증결과 <표 Ⅳ-8>에서 제
시된바와 같이 설명력(R2)이 .145로 나타났으며 F값은 12.507(P=.000)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Ⅳ-8>리더십 유형이 애착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종속변수

독립변수
애 착 몰 입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카리스마 .117 .110 .091 1.065 0.288

.145 12.507개별배려 .195 .099 .159 1.970 0.050*

조건보상 .9.754E-03 .088 .009 .111 0.912
예외관리 -8.78E-03 .063 -.008 -.138 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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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 유형의 변혁적 리더십 중 애착몰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별배려(P<.05)로 나타났다.그리고 카리스마,조건보상,예외관리 요인은 비유
의적인 결과를 보였다.이로써 가설 Ⅱ-2부분채택 하였으나 Ⅱ-4는 기각되었다.
검증된 설문을 보면 상사의 강한 카리스마나 일에 대한 조건보상 보다는 개인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게 상사의 배려가 더 중요시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부
하조직원의 각 개개인의 입장에서 일에 대한 문제,주부들의 배려 개인의 고민에
대해 상사의 세심한 배려가 있다면 조직에 대한 애착몰입이 강하게 작용될 것으
로 보인다.
가설 검증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근속몰입과 애
착몰입 요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인 개별배려와 거래적 리더십의 조
건적 보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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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과과과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과과과의의의 개개개인인인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
였다.이에 따라 리더십 유형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인 성별,
연령,학력,직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직무만족의 요인인 카리스마,개
별배려,조건보상,예외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검증하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가가설설설 ⅢⅢⅢ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이이이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은은은 “““개개개인인인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Ⅲ-1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Ⅲ-1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Ⅳ-9>와 같다.
<표 Ⅳ-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직무만족의 카리스마,개별배려,조
건보상,예외관리의 검증 결과 설명력(R2)이 남은 .266여는 .217,F값(P=.000)은
남자는 16.865여자는 5.626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남성의 경
우 개별 배려와 카리스마(P<.001)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작업조건에
대해서도 개별화된 배려(P<.001)와 카리스마(P<.05)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개별배려(P<.05)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성별에 따른 리더십 유형의 직무만족에 대한 회귀분석

성별 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남자

카리스마 .213 .097 .204 2.207 .029

.266 16.865개별배려 .315 .085 .310 3.541 .001
조건보상 5.907E-02 .081 .063 .739 .466
예외관리 1.937E-02 .054 .023 .359 .720

여자

카리스마 .206 .130 .203 1.485 .141

.217 5.626개별배려 .257 .120 .278 2.145 .035
조건보상 4.354E-02 .101 .051 .430 .668
예외관리 3.898E-02 .087 .045 .449 .655

  *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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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는 상사의 카리스마 같은 강한 리더와
배려가 중요시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카리스마보다는 아직까지 여성의 사회 진
출하는데 있어 남자보다는 폭이 좁기 때문에 배려심이 강할수록 직무에 만족을
같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개별화된 배려와 카리스마 같은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
고 여성은 변혁적 리더십 요인이 개별배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Ⅲ-1에 대한 성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설 Ⅲ-2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Ⅲ-2의 검증 결과는 <표 Ⅳ-10>와 같다.

<표 Ⅳ-10>연령에 따른 리더십 유형의 직무만족에 대한 회귀분석

연령 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20대

카리스마 -1.91E-02 .182 -.021 -.105 .917

.147 7.115
개별배려 .324 .153 .388 2.123 .039
조건보상 1.330E-02 .122 .018 .109 .914
예외관리 -4.52E-02 .102 -.060 .-.443 .660

30대

카리스마 .334 .113 .295 2.960 .004

.299 14.913
개별배려 .338 .098 .316 3.452 .001
조건보상 -1.66E-02 .096 -.017 -.173 .863
예외관리 9.603E-02 .067 .106 1.444 .151

40대～
50대

카리스마 .228 .144 .239 1.584 .118

.294 7.586
개별배려 .185 .147 .186 1.256 .213
조건보상 .190 .116 .202 1.643 .105
예외관리 -1.63E-02 .079 -.021 -.206 .837

* : P<.05, ** : P<.01,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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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 변수인 20대,30대,4~50대 영향력 검증결과 <표 Ⅳ
-10>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20대 설명력(R2)이 .147로 나타났으며 F값은 7.115(P=
.000),30대 설명력(R2)은 .299이며 F값은 14.913(P=.000),4~50대 설명력(R2)은 .294
로 F값은 7.586(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리더십 유형의 변혁적 리더십 중 20대는 개별배려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초년생이라 많은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30대 경우는
상사가 부하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부하들에게 일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심을 심
어주고,부하들에 대한 개별적 관심을 통해 일에 대한 욕구를 인정하고 수용하면
서 각 개개인의 능력개발에 힘을 더해진다면 일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더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4~50대엔 직위나 사회에 대한 성숙도가 높아 상사의 카리스마보다
는 일에 대한 보상에 따라 일에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엔 리더 하는 사람이 카리스마와 배려가 중요시되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반면에 4~50대에는 비유의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가설 Ⅲ-3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이다.

가설 Ⅲ-3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Ⅳ-11>와 같다.
<표 Ⅳ-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졸 설명력(R2)은 .364로 나타났으며 F값은
5.144(P=.000),전문대졸 설명력(R2)은 .337이며 F값은 6.317(P=.000),이며 대졸이상
설명력(R2)은 .252로 F값은 16.765(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고졸 학력에서는 직무만족에 있어서 배려하는 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전문대졸에서는 유의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며,대졸 이상 학력에서의 직무만족
의 2요인 변혁적 리더십의 카리스마 요인과 개별배려 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이는 학력이 높음으로 인한 리더의 카리스마를 통하여 리더와 동화되기를
원하고 비전을 찾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리더의 카리스마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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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학력에 따른 리더십 유형의 직무만족에 대한 회귀분석
학력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고졸

카리스마 -.315 .231 -.378 -1.364 .183

.364 5.144
개별배려 .471 .207 .561 2.278 .030
조건보상 .198 .169 .263 1.168 .252
예외관리 .181 .153 .216 1.183 .247

전문대졸

카리스마 .361 .210 .363 1.715 .095

.337 6.317
개별배려 .162 .208 .161 .781 .440
조건보상 1.691E-02 .187 .002 .009 .993
예외관리 .245 .129 .274 1.896 .066

대졸이상

카리스마 .216 .089 .207 2.411 .017

.252 16.765
개별배려 .271 .077 .280 3.498 .001
조건보상 7.995E-02 .069 .090 1.165 .245
예외관리 -4.56E-02 .051 -.056 -.886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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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Ⅲ-4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이다.

가설 Ⅲ-4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Ⅳ-12>와 같다.
아래 <표 Ⅳ-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사원 설명력(R2)은 .288로 나타났으며 F
값은 14.430(P=.000),대리,과장 설명력(R2)은 .184이며 F값은 5.460(P=.000),이며
차장,부장급 설명력(R2)은 .396로 F값은 4.218(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를 나타냈다.<표 Ⅳ-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만족의 요인 중 대하여는 평사
원의 경우 카리스마,개별배려,예외관리(P<.001)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리,과장 이상의 직위에서는 예외관리 요인(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차장,부장급 이상은 비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사원들의 경우 경영자가 설정하는 기업의 방향에 맞게 자신
의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가 인정해 주고 인사이동을 하거나 승진을 한다면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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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광주 지역 중소기업들의 종업원들에게 직무만족
을 시키기 위해서는 카리스마와 개별배려 보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표 Ⅳ-12>직위에 따른 리더십 유형의 직무만족에 대한 회귀분석

직위 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평사원

카리스마 .214 .107 .201 1.998 .048

.288 14.430
개별배려 .351 .095 .352 3.704 .000
조건보상 -1.63E-02 .085 .017 -.192 .848
예외관리 .164 .068 .172 2.415 .017

대리/과장

카리스마 .105 .111 .117 .945 .347

.184 5.460
개별배려 .141 .100 .163 1.408 .162
조건보상 .148 .093 .191 1.601 .113
예외관리 -.121 .061 -.189 -1.982 .050

차장/부장

카리스마 .408 .397 .381 1.026 .316

.396 4.218
개별배려 .108 .393 .096 .274 .787
조건보상 .197 .247 .203 .797 .434
예외관리 -.168 .144 -.213 -1.168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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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직무자체 요인에서는 평사원에 대해서는 조건보상보다는 리더의 적당한
카리스마와 개별배려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장급이상
은 직무만족에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위와 같은 결과는 현재 종사하는 자신의 직
무에 대한 자부심,도전감,흥미 및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더가 바람직한 가
치관이나 자신감 등을 종업원들에게 심어주며,스스로 존경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
추고,조직 및 개인의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변혁적 리더십의 요인 중 카리스마와 개별배려
가 직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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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과과과 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과과과의의의 개개개인인인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리더십 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개인적 특성인 성별,연령,학
력,직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조직몰입의 요인인 애착 몰입,근속
몰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가가가설설설 ⅣⅣⅣ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이이이 조조조직직직몰몰몰입입입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은은은 “““개개개인인인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라라라 차차차
이이이가가가 있있있을을을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Ⅳ-1리더십 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
을 것이다.

가설 Ⅳ-1의 검증 결과는 다음 <표 Ⅳ-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 설명력(R2)
은 .241로 나타났으며 F값은 14.752(P=.000),여자 설명력(R2)은 .242로 나타났으
며 F값은 6.451(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Ⅳ-13>성별에 따른 리더십 유형의 조직몰입에 대한 회귀분석

성별 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남자

카리스마 .115 .112 .096 1.027 .306

.241 14.752
개별배려 .277 .103 .239 2.687 .008
조건보상 .248 .094 .231 2.644 .009
예외관리 -3.65E-02 .063 -.038 -.582 .562

여자

카리스마 .493 .207 .321 2.380 .020

.242 6.451
개별배려 .283 .178 .202 1.584 .117
조건보상 3.207E-02 .151 .025 .213 .832
예외관리 6.052E-02 .129 .046 .486 .641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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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몰입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남성의 경우 조직 몰입에 대하여 개별배려와 조건보상(P<.01)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여성의 경우 카리스마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남성들의 경우 현재 조직과의 관계 지속을 선호하는 이
유가 리더의 카리스마보다는 개별적 배려와 그에 따른 조건보상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고 하겠다.부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사용해 하위자들로부터 올바른 행동을
유발시키게 만드는 과정을 한다면 조직몰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또한 여성
의 경우에는 종업원들이 상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합리적 틀을 뛰어 넘어
보다 창의적인 관점을 개발하도록 격려할 때 일에 대한 조직몰입은 커질 것이다.
조직몰입에 대하여는 개별배려(P<.01),조건보상(P<.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여성의 경우 조직몰입은 카리스마(P<.05)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직몰입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가설 Ⅳ-2 리더십 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Ⅳ-2의 검증 결과는 다음 <표 Ⅳ-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Ⅳ-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대에서는 조직몰입에 대한 유의한 것이 없으
며,30대에서 조직몰입에 대한 개별배려(P<.05)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50대선 20대와 마찬가지로 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30대 이외의 연령은 조직몰입에 있어서 비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면 30대의 경우 거래적 리더십 보다는 변혁적 리더십을 더 선호한
다고 하겠다.즉 업무수행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위자가 정해진
성과를 달성할 경우 그것을 얻게 해준다던가,하위자가 일을 잘 해내고 있는 경
우에는 관여를 하지 않다가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을 때 필요한 조치로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개별배려가 30대에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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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연령에 따른 리더십 유형의 조직몰입에 대한 회귀분석

연령 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20대

카리스마 .143 .189 .148 .752 .455

.173 6.458
개별배려 .183 .159 .208 1.155 .254
조건보상 9.909E-02 .127 .125 .781 .439
예외관리 -.110 .106 -.138 -1.038 .305

30대

카리스마 .219 .115 .199 1.906 .059

.228 10.351
개별배려 .227 .100 .219 2.276 .024*
조건보상 .137 .097 .143 1.408 .161
예외관리 -4.11E-02 .068 .-.047 -.608 .544

40대～
50대

카리스마 .220 .153 .221 1.438 .155

.265 6.583
개별배려 .215 .156 .208 1.376 .173
조건보상 .144 .123 .147 1.174 .244
예외관리 .127 .084 .154 1.513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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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Ⅳ-3 리더십 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Ⅳ-3의 검증 결과는 <표 Ⅳ-15>과 같다.
<표 Ⅳ-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졸,전문대졸은 조직몰입은 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대졸이상의 경우 카리스마(P<.05)요인과 조건보상(P<.05),개별배려
P<.001)요인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고졸,전문대졸의 경우 조직몰입도를 보면 유의도를 찾
아볼 수가 없다.
대졸 이상 학력의 경우에는 조직 몰입에 대하여 개별배려(P<.01)요인이 가장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카리스마(P<.05)요인과 조건 보상(P<.05)요인도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졸 이상 학력의 경우 조직몰입의 개별배려,카리스마,조
건보상 모든 요인에 대하여 변혁적 리더십 요인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는 리더가 과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업무관습에서 벗어나 항상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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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업무방식으로 구성원들을 동기유발 시킨다면 대졸 이상의 구성원들은 조직과
의 강한 일체감을 형성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에 열중할 것이다.위와 같은 결과
는 고졸,전문대졸과는 다른 결과로서 거래적 리더십보다는 변혁적 리더십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Ⅳ-15>학력에 따른 리더십 유형의 조직몰입에 대한 회귀분석
학력 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고졸

카리스마 4.671E-02 .243 .054 .192 .849

.343 4.279
개별배려 .289 .217 .332 1.328 .195
조건보상 .115 .178 .148 .645 .524
예외관리 .140 .161 .161 .867 .393

전문대졸

카리스마 .323 .203 .364 1.589 .121

.224 5.458
개별배려 -.194 .201 -.216 -.967 .340
조건보상 .230 .181 .278 1.271 .212
예외관리 -.207 .125 -.259 -1.657 .107

대졸이상

카리스마 .193 .099 .165 1.960 .050

.272 18.603
개별배려 .313 .086 .288 3.652 .000
조건보상 .164 .076 .164 2.157 .032
예외관리 1.594E-02 .057 .017 .280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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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전문대졸의 직위에서는 조직몰입의 모든 요인에 대하여 리더십 유형의 요
인 이 하나도 유의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
서의 고졸,전문대졸의 경우 언제라도 더 좋은 직장이 생긴다면 이직을 배제 할
수 없으며 조직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나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대졸이상의 조직에겐 리더는 바람직한 가치관이나 자신감을 종업원에게 심어주
며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자부심,도전감,흥미 및 성취감을 높여 주고,스스로 존경
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도록 배려하고,조직 및 개인의 비전을 제시하여 능력을
키워 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준다면 조직에 몰입도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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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에서 보는 것처럼 리더십 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설 Ⅳ-4리더십 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이다.

가설 Ⅳ-4의 검증 결과는 <표 Ⅳ-16>과 같다.

<표 Ⅳ-16>직위에 따른 리더십 유형의 조직몰입에 대한 회귀분석

직 위 독립변수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평사원

카리스마 .157 .114 .146 1.378 .170

.207 9.388
개별배려 .286 .100 .285 2.845 .005
조건보상 8.529E-02 .090 .089 .947 .345
예외관리 1.391E-02 .072 .015 .193 .848

대리/과장

카리스마 .269 .125 .255 2.157 .033

.259 8.459
개별배려 .140 .113 .137 1.244 .217
조건보상 .193 .104 .210 1.847 .068
예외관리 1.280E-02 .069 .017 .186 .853

차장/부장

카리스마 .139 .425 .135 .327 .747

.250 11.314
개별배려 .117 .421 .109 .278 .784
조건보상 .292 .265 .313 1.103 .282
예외관리 -4.21E-02 .154 -.055 -.273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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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사원의 경우 조직 몰입에 대하여 개별배려
(P<.01)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대리,과장급이상의 조직 몰입에 대하여
는 카리스마(P<.05)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평사원의 경우 변혁적 리더십의 요인인 개별배려에 대
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평사원의 경우는 강한 카리스마
보다는 미숙한 업무처리에 있어 질책보다는 상사의 배려와 격려가 많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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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이며,대리,과장급 이상은 조직의 리더인 카리스마로 자신이 달성해야 할 결과
의 중요성을 보다 강하게 인식시키거나,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부서 또는
조직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거나 또는 욕구수준을
상위수준의 욕구로 제고시키는 방법을 통해,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게 만들어
야 할 것이다.
차장,부장 이상의 직위에서는 조직몰입의 모든 요인에 대하여 리더십 유형의
요인 이 하나도 유의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서의 차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구성원들은 조직
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조직에 잔존하거나 조직의 목표와 가치
를 수용하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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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결  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의의의 요요요약약약 및및및 시시시사사사점점점

본 연구는 과거 전통적 리더십 유형에서부터 현대적 리더십을 고려하여 조직․
직무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이 과정을 분석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이론,조직몰입 이론,직무몰입 이론과 같은 조
직관련 이론 등으로부터 연구의 틀을 형성하고 설정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유의성과 영향력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즉,독립변수에는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을 고려하였고,조절변수로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로,종속변수로서
조직몰입과 직무몰입을 설정하였다.실증분석을 위한 표본 및 자료수집 방법은 광
주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리더십 유형인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
십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재검증하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과의 관
계를 알아보고자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업으로부터 회수한 총설문지는 288부(회수율 96%)중 조사 방법을 통
해 수집된 표본의 수는 실증분석에서 측정치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용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불성실한 답변을 제거하고 최종분석 활용 가능한 277부의 설문지를
최종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매개변수의 검증 결과 리더십 유형이 인구통계변수에 따라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직무만족과 조직 몰입
이 높은 집단일수록 변혁적 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변혁적 리더십,거래적 리더십은 모두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특히 거래적 리더십 보다는 변혁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셋째,리더십 유형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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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라는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해 보면 개인적 특성인 성별,학력,연령,직
위에 따라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하여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성별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자는 카리스마,개별배려가 나타났으나,여자의 경우는 개별배
려만 확인되었다.연령의 경우는 30대는 카리스마,개별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학력의 경우를 보면 고졸,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에서는 직무만족이 다소 낮게
측정되었으며,대졸 이상 학력의 직무만족에 있어서 카리스마와 개별배려의 영향
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음으로 분석되었다.또한 조직몰입에 있어서 연령은 30대
개별배려만이 유의한 걸로 나타났으며,대졸 이상 학력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의 카
리스마와 개별배려 요인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검증되었다.따라
서 리더는 학력에 따라서 비전과 성장,합리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을 개발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할지,원하는 보상을 해주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간섭을
하여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결과와 마찬가지로 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현대 조직에 있어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구성원 스스
로 셀프 리더가 되도록 이끌어야 하며 자기 스스로의 목표 설정,자기 강화,자기
기대,자기 관찰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행동중심적인 셀프리더십 전략이 필요하
며 조직의 리더들은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다시 말해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조
직구성원들을 관심과 격려로 이끌어 가는 리더,조직성과를 이루기 위해 구성원들
을 일대일의 관계를 통하여 공평하면서 서로 다르게 보상하는 리더가 조직의 목
표달성에 긍정적인 리더라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무 시사점으로 조직에서 리더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사의 폭넓은

배려와 지적 수준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한조직속에서 리더의 역할은 넓은 바다
를 향해하는 선장과 같으며,리더십은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구성원의 주관적 지각은 해당 조직의 이직 혹은 이직의
항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은 조직유효성 차원에서 중요한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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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의 직무만족도나 조직에 대한 몰입도는 상사의 리더십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리더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미래
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부하 직원이나 성과가 좋은 직원에
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또한 특별포상금이나 교육연수기회 제공 등과 같은 인
사상 혜택과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다 보면 구성원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능
동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움직일 것이다.그러다 보면 조직원들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형성된다.리더는 때론 조직원들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사물을 바라보
는 배려와 조직원들에게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며,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모
습을 보여야 한다.또한 조직원들에게 공정하고,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조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발휘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줄 알아야 한
다.또한 각 구성원 개인에 대한 인정과 일에 대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보상을 해
줌으로써 조직원들은 일에 대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하고 상사의 리더십에 많
은 신뢰를 할 것이다.
결국 21세기 새로운 변화에 직면한 조직으로서 미래의 성장 원동력을 확보하고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리더십의 유형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계
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어떤 리더십이 바람직한 리더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사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연구를 진행
하는 과정에서 인사․조직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리
더십 유형과 직무만족,조직몰입을 선정함으로서 기존 연구 자료의 수집에는 장
점이 있었으나 많은 연구 모형 속에서 연구모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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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자기보고
방식을 이용하였다.이러한 방법은 동일방법변량으로 인해 변수들 간의 관계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향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다
양한 방법을 통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본 연구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환경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다.즉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리더십의 유형을 2가지 측면
에서만 고찰하였는바,향후 연구에서는 리더십의 유형을 좀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본 연구의 결과 변수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지
지만 조직 성과와의 관계는 파악하지 못하였다.향후에는 이들 조직몰입 및 직무만
족과 조직성과 또는 작업 성과와의 관계 규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광주지역 소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다른
기업에 적용하거나 산업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에는 결과가 다르게 도출 될 수 있
음을 밝혀둔다.리더십은 사회가 변화할수록 계속 변해가고 계속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계속된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모색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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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상상상사사사의의의 리리리더더더십십십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각각각 문문문항항항에에에서서서 평평평소소소 느느느끼끼끼신신신 대대대로로로 체체체크크크(((VVV)))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 혀혀혀
아아아니니니다다다 아아아니니니다다다

그그그 저저저
그그그렇렇렇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 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나는 나의 상관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만으로도 긍지를 느낀다.
2.나의 상관은 완전히 믿을만한 사람이다.
3.나는 상관과 함께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
4.나의 상관은 내가 맡은 일에 대하여 열의를 갖도록 만들어 준다.
5.나의 상관은 일이 대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며,
나에게도 일에 대해 사명감을 갖게 만들어 준다.

6.나의 상관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
7.나의 상관은 나에게는 성공과 성취의 표상과도 같은 사람이다.
8.나의 상관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9.나의 상관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할 경우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해 준다.

10.나의 상관은 나에게 자상한 지도를 하여 준다.
11.나의 상관은 나에게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내
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준다.

12.나의 상관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잘 이해를 시켜준다.

13.나의 상관은 내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이해하고 있는
가를 잘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다.

14.나의 상관은 나의 개인적인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를 대
해준다.

15.문제에 대해 항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준다.
16.부하들에게 지향해야 할 확고한 비전을 제시한다.
17.일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으며 부하들에게도 투
철한 사명감을 갖도록 만든다.

18.부하들이 보다 더 열심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
아 준다.

19.부하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가에 대해 잘 이해시켜준다.

20.부하들이 어떠한 일을 할 경우에 그것이 부하들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해 준다.

21.부하들이 일을 잘 해내기만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한다.

22.부하들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23.부하들이 맏고 있는 업무내용들 중에서 목표에
미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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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조조조직직직 유유유효효효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
각각각 문문문항항항에에에서서서 평평평소소소 느느느끼끼끼신신신 대대대로로로 체체체크크크(((VVV)))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설설설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 혀혀혀
아아아니니니다다다 아아아니니니다다다 그그그 저저저

그그그렇렇렇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 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나는 이 회사를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 한
적이 없다.

2.나는 앞으로 남은 직장생활을 이 회사에서 보내고 싶다.
3.나는 이 회사에서 늘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4.이 회사는 나에게 늘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준다.
5.나는 회사 밖에서 외부인과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6.내가 이 회사를 떠나게 되면 퇴직 후 내가 선택할 수 있
는 대안은 적을 것이다.

7.내가 가까운 장래에 회사를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큰대
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다.

8.나는 이 회사에 대해 정신적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다.
9.나는 회사의 문제를 정말로 내 문제처럼 여긴다.
10.내가 비록 원하더라도 이 회사를 이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11.내가 이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어렵고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12.만약 직장을 옮긴다면,나는 이 회사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회사에서도 쉽게 애착을 갖으리라 생
각한다.

13.나는 다른 직장을 구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두렵지 않다.

14.나는 좀더 우호적인 직장동료나 상사가 있는 회사라면
한번 옮겨 보고 싶다.

15.나는 월급인상과 승진이 보장된다면 다른 회사로 옮기
겠다는 생각을 한다.

16.나는 지금 맡고 있는 업무에 만족한다.
17.나는 현 직장에서의 승진기회에 만족한다.
18.나는 현 직장에서 상사들에 대해 만족한다.
19.나는 현 직장의 동료들에 대해 만족한다.
20.나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에 만족한다.



ⅢⅢⅢ...다다다음음음은은은 일일일반반반사사사항항항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응응응답답답하하하신신신 내내내용용용은은은 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을을을 위위위해해해
서서서만만만 사사사용용용될될될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 각각각 문문문항항항에에에서서서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체체체크크크(((VVV)))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11...귀귀귀하하하의의의 성성성별별별은은은???
-① 남성 -② 여성

222...귀귀귀하하하의의의 연연연령령령은은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333...귀귀귀하하하의의의 업업업종종종은은은???
-① 공기업 -② 제조업 -③ 공무원 -④ 서비스업 -⑤ 기타

444...귀귀귀하하하의의의 담담담당당당업업업무무무는는는???
-① 기획 -② 고객서비스 -③ 기술관리 -④ 영업 -⑤ 일반관리
-⑥ 기타

555...귀귀귀하하하의의의 학학학력력력은은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졸 이상

666...귀귀귀하하하의의의 직직직급급급는는는???
-① 사원 -② 대리 -③ 과장 -④ 차장 -⑤ 부장(팀장)이상

777...귀귀귀하하하가가가 현현현재재재 회회회사사사에에에 근근근무무무한한한지지지는는는 얼얼얼마마마나나나 되되되었었었습습습니니니까까까???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4~6년 -④ 7~9년 -⑤ 10년 이상

                                    지지지금금금 까까까지지지 설설설문문문에에에 성성성실실실이이이 응응응답답답해해해 주주주셔셔셔서서서 대대대단단단히히히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귀귀귀하하하의의의 가가가정정정에에에 언언언제제제나나나 건건건강강강과과과 행행행복복복이이이 함함함께께께 하하하시시시길길길 기기기원원원합합합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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