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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TheEffectoftheTransformationalLeadershipandJob
CharacteristicsontheInnovativeBehaviorofPublicSector

Employees

Thisstudyistofocusontheeffectoftheperceivedleadershipstyleand
jobcharacteristicon theinnovativebehaviorin publicsectoremployees.
Also,itistoidentifythemoderatorrolesofdistributivejusticeaswellas
thejobsatisfactionontheirrelationships.
Afterextensiveliteraturehasbeenreviewed,empiricalresultsrevealas
follows. First,the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leadership and
the public sector employees' innovative behavior is effective. More
specifically,itshowsthatcharismaandintellectualstimulusconsideration
assub factorsoftransformationalleadership givessomeeffectson the
members'innovativebehavior.
Second,verificationontherelationshipwithjobcharacteristicsandthe
members' innovative behavior shows that a task significance and
autonomy assub-factorsofjob characteristicsgivessomeeffecton the
members' innovative behavior.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betweenfeedbackandtheinnovativebehavior.
Third, therewasnomoderatoreffectofthedistributivejustice on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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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betweentransformationalleadershipandinnovativebehavior.
Forth, there was moderator effect of the job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and innovativebehavior,and it
showsthatjob satisfaction givessome effecton task significance and
feedback,whileautonomygivesnoeffectonthem.
Tosum uptheresultofthisstudy,wehavetorecognizethatthemost
importantfactorto improve innovative behaviorin the public sector
employeesisleader'srole.Repeatedly,theleadermustbetheleaderwho
shows vision, the leader who leads members with interest and
encouragement,theleaderwhorewardsmembersfairlyanddifferentlyto
gainthegoalofanorganization.Inaddition,itshouldbeemphasizedthat
thereissignificantrelationshipbetweenspecificjobcharacteristicssuchas
tasksignificanceandautonomoustaskandcreativeinnovativebehaviorin
publicsector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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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제제제 111절절절 문문문제제제제제제기기기 및및및 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우리나라는 제1,2공화국 체제에서 지방자치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1960년대초 군
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로 전환되어
근대화를 맞이하였으며 전세계에서 깜짝 놀랄만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
을 수 있었으며,경제 성장에 연동하여 수많은 국가의 지배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졌
다.
경제성장을 경험한 이후 국민들은 민주화를 추구하게 되었으며,민주주의 정권의
창출과 함께 중앙정부 집권체제에서 지방 분권화 체제로의 전환이 모색되기도 하
였다.급격히 변화되는 세계정세의 흐름 속에 자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반발 등으로 제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1991년 지방의회,1995
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면서 30년만에 본
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지방자치 시대가 이루어졌으나 아직은 미성숙 단계로 표현할 수 있다.중앙집권
제에서 모든 권력과 권한,재정 등 시․군 단위의 지역 발전에 관한 부분까지도 중
앙의 통제하에 있었으며 일선 도․시․군에서는 중앙의 지시나 관리․감독의 범위
를 벗어나 자체적인 지역개발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수권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된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또한,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
아야만 자치단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음으로 인해 여전히 중앙 정부에 예속될 수
밖에 없는 현상으로 인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지방자치 체제가 정착되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화,지방화,지식정보화 시대라는 명성에 걸맞게 빠르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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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혁신적 사고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변화 속에 들어선 참여
정부는 국가사회가 처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위기로 인식하고 “변화와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제를
포함시키고 중앙의 기능과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추진,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
과 투자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노력은 지방공무원의 혁신적인 행동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표현)의 혁신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 스스로가 지방 행정혁신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혁신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혁신의 개념,혁신의 추진단계별 관리기법,지방공통혁신과제
등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수록한 지방행정혁신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혁신제도를 도입하고 적용 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방 공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이 어
려운 실정이다.특히 공조직의 특성상 재량권보다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업무를 추
진함에 따라 자발적인 혁신지향 행동에 의한 성과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
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공공조직을 둘러쌓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사고와
방식을 탈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타율적인 명령과 통제보다는 자율적인 행동
을 더욱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직접적으로 국민들과 대면하고 있는 지
방공무원들은 날로 점증되는 역할기대와 행동요청에 얼마만큼의 위기의식을 가지
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중앙정부의 혁신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이
고 있는지,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에 대한 내용이 과연 지방 공무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조직체의 혁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혁신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일반 사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방
공조직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이에 따
라 본 연구는 지방 공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직무 특성 변수 등이 조직



-3-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조직에서의
필요한 리더십과 직무 특성을 혁신 행동의 유발 요인의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이에
필요한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또한 리더십과 직무특성의 선행변
수들이 공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구성원이 지각하는 직
무만족이나 분배공정성의 정도가 어떠한 조절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결국 본 논문은 공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유발시키는 결정변수에 대
한 규명과 이와 같은 관계성을 유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배공정성과 직무만족의
조절변수 역할을 파악해봄으로써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조직운영
프로세스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행동의 결정변수와 조절역할을 규명하고자 하는 원론적인 연구 목적을 바탕
으로 본 논문이 실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조직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구체적으로
는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특성의 요인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둘째,리더십과 직무특성의 선행변수가 혁신행동에 미치
는 영향력의 관계는 조직 구성원이 지각하는 직무에 대한 만족 정도와 조직이 제
공하는 제도의 실행에 대한 공정함 지각 정도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어떠
한 조절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자 한다.셋째,본 논문이 제
시하고 있는 연구모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지자체 구성원의 혁신행동 유
발 프로세스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자체의 혁신지향적 방향성을 인력운
영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지자체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높이기 위한 조직관

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
구는 실행상의 가치가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제제제 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본 연구는 리더십 및 직무특성과 혁신행동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있으며,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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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직무만족과 분배공정성의 조절역할을 살펴보는데 연구
의 중점을 두고 있다.또한 이러한 관계성을 살펴보는데 기존의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구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접근 방법과 실증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공조직의 특성과 우리나라 공조직의 변화와 혁신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존
의 문헌 연구를 통하여 혁신행동,변혁적 리더십,직무특성,그리고 공정성과 직무
만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았다.실증조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이 제공
하는 직무특성에 대한 주관적 지각에 따른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그리고 직무만
족과 분배공정성의 조절역할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의 통계분석을 통하여 검증하는 실증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중 1개 구,전라
남도의 자치단체중 2개 군을 표본 대상기관으로 임의 추출하였다.추출이유는 광역
시,광역시와 인접 군 그리고 광역시와 원거리에 있는 군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대표성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조사표본은 3개 지자체의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자치단체별 100명으로
한정하였다.물론 조사표본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급별,성별,근무 년수별
비율에 의한 총화표본 추출방법이 더욱 바람직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편
의상 모든 공무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제제제 333절절절 논논논문문문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본 논문의 구성은 모두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연구의 범위 및 방법,그리
고 논문의 구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2장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조직의 혁신환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3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혁신행동,리더십,직무특성,공정성,직무만족에 대
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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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은 연구의 모형 및 가설 설정으로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연구의 모형,가
설 설정,변수의 조작적 정의,설문지 구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 5장은 실증적 분석으로 측정자료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고 본 연
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검증결과에 대하여 논하였다.
제 6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연구에 대한 결과,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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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공공공조조조직직직의의의 변변변화화화와와와 혁혁혁신신신환환환경경경

제제제 111절절절 공조직의 특성

공조직이란 중앙정부와 관계된 것이든,지방정부와 관련이 있는 것이든 간에 정
부기관을 뜻한다.이는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조직들 가운데 공공성을 강조하며 영
리를 강조하는 사조직과 구별된다.사조직은 정부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사적 단체
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회사나 비영리기관을 의미한다.
이 두 유형의 조직들은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성된 인간의
집합체로서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또한
양자 모두 대규모조직에서 볼 수 있는 관료제적 성격을 가지며,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진다.그러나 공조직과 사조직 간에는 차이점도
적지 않다.Appleby에 의하면 정부는 결정의 범위와 영향,공공책임성,그리고 합
리성보다 정치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기업과 다르다.또한,그는 정부조직의 특
성으로 ① 이윤과 대비된 서비스의 강조,② 법률적 책임성,③ 목표달성의 효율성
측정의 어려움,④ 의사결정의 다원론적이고 공공적인 사실성,⑤ 시장원리를 통하
지 않은 공공요구에 대한 반응 등을 들고 있다.
공조직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공조직은 사조직에 비해 그 존립이 영속적인 경우가 많다.행정은 국가의
일이며 국가는 영속적이기 때문이다.특히 어느 나라의 경우나 국가의 기본기능이
라고 할 수 있는 국방,화폐,우정,치안 등을 담당하는 조직들은 거의 영속적이라
고 할 수 있다.또한 행정조직은 법률에 의해 설치 또는 폐지되므로,그 개폐도 쉽
지 않다.따라서 국가의 기본기능과 관련 없는 조직일지라도 행정조직은 사기업에
비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이다.
둘째,공조직은 독점적이며,자기의 고유한 업무분야 또는 영역이 보장되어 있다.
사기업은 같은 영역에 두 개 이상의 조직이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대부분
이지만 행정조직은 자기의 업무분야와 중복되는 조직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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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의 경우 H·K·D사 등 여러 기업들이 경쟁관계에
있으나 철도 또는 지하철의 경우 철도청 또는 지하철 공사가 독점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공조직을 구성하는 행정 관료들은 사기업 종사자들에 비해 더욱 안정된 신
분보장을 받고 있다.이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소신껏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오히려 무사안일한 자세를 갖게 한다는 단점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능력에 의한 인사제도의 확산 등으로 신분보장이 종래
에 비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점이 있으나 아직 사기업과의 비교수준은 아니
라고 할 수 있다.
넷째,공조직은 기업조직에 비해 다른 조직 또는 개인들로부터 간섭을 많이 받는
다.행정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에는 국회·정당·언론·이익단체·기타 사회단체들,그리
고 여러 종류의 개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주장하거나 관심을 표명하는 때가 많다.
더욱이 정치가 민주화되면 될수록 이들의 투입은 많아지므로 결정절차는 더욱 복
잡하게 된다.
다섯째,공조직은 사기업과 달리 법적 권한과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행
정조직은 정당하게 강요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권
한이 있다.
이와 같은 공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공조직의 경영환경은 안전성의 성향이 강하
며 조직 구성원들은 변화와 혁신보다는 관료주의적이고 현실중심적인 행동을 보
이는 경우가 많다.

제 2절 공조직의 변화와 혁신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혁신은 2003년 정부혁신 로드맵이 작성된 이후 2004년부터
는 공무원 스스로 참여하는 혁신동기부여와 유인 프로그램을 근간으로 하는 혁신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왔다.또 2005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라 정부의
인사,조직,정책홍보 등 17개의 공통분야에 대해 해당 분야의 선도기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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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실행하고 매뉴얼을 통해 정부 전체로 확산시키고 있다.각 과제별 주관부처
와 선도부처 등은 해당 과제 해결과 실행을 위한 학습동아리(CoP:Communitiesof
Practice)로 활동하며,ActionLearning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을 하고 그 학
습이 정부 전체의 혜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혁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서열적․ 관
료제적 조직형태로는 나날이 발전해가는 사회에 발맞춰가기 어렵기 때문이다.어떠
한 조직이든 그 조직이 계속적으로 잘 발전하기 위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직
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발전을 정부가
도태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중앙정부의 혁신

1)정부혁신의 주요 성과

혁신이라고 하면 크게 4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실행된다고 본다.첫 번째로 혁신
이 왜 필요한지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고,두
번째로는 이러한 인식이 있었을 때 리더가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의 변화,세 번째로는 그러한 변화 속에서 비전과 전략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네 번째로는 비전과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계
획을 세우고,실행해 나가는가 하는 집행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첫 번째 인식에 관한 문제이다.참여정부가 들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
은 과거에 일하는 방식보다는 또한 과거에 국민을 생각하는 방식보다는 다른 방향
에서 인간보다는 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고,그런 면에서 공
무원과 모든 부처의 인식이 변화되었다.즉,혁신을 하지 않으면 정부는 안 되겠다
는 인식의 전환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다시 말해서 혁신을 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라고 보
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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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리더의 중요성의 문제이다.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먼저 변해야
한다.우리나라의 혁신에 'ControlPower'는 국정의 수반인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혁신에 관한 인식과 필요성,그리고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그러한
힘은 아마도 대통령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그것이
변화가 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기관의 전체에 대한 'ControlPower'인 리더의 변
화인 것이고,그 속에서 각 조직 단위 즉 부처단위나 조직단위의 리더들의 변화가
많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또한,혁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상
부의 국정 리더십과 함께 하부 정부의 분권화된 리더십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변화,인식의 변화와 리더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혁신을 출발
하는데 있어서 준비는 된 것이라고 본다.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그것을 만드는
비전과 전략을 만드는 것이다.이것에 관해서는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만들면
서 혁신에 관련된 각 부문별로 비전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었다.여기까지 본다
면 계획까지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정부혁신에 대한 평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의 방향,그것은 국민
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일선에서 보기에 실질적으로 국민
들에게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얼마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인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에 대한 느낌,평가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썩
좋은 평가는 아니라고 파악된다.그 이유는 첫 번째로,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정
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정부혁신은 주로 내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많기 때
문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두 번째로는,지금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전국적인 땅값이나 집값 의 폭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 내부의 변화보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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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경제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정부혁신에 대한 체감이 더욱 어
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세 번째로는,외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 ‘일 잘하는 정부’라는 표어를 내걸고 기구나 인원이 증가했다
는 것이다.전자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좋은 예컨대,자치경찰제도나 교육자치제
도 등과 같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는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를 개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따라서 이러한 제도들
로 인해 평가가 그리 좋지는 않다고 여겨진다.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높게 평가해야할 부분도 또한 많다고 파악한다.첫 번째로
는 현 정부가 내건 것이 참여와 분권,투명성제고 등이다.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
에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참여와 분권에 관해 강조를 해왔다.예를 들어서,이전
정부에 비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약화․ 분권화가 되었다는 것이다.또한 일
반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예컨대,이전에 비해
서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기술직,장애인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해 있다
는 것에서 높게 평가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이전정부에 비해서 투명
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관리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들도 높게 평가할 대목이
다.마지막으로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부패가 줄어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평가가
가능하다.선거과정에서 부패가 줄어든 것은 상당히 혁명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
되어지며,이러한 현상들은 다른 나라에도 자랑할 만한 것이라 여겨진다.
정부혁신에 대한 평가를 결론적으로 파악해보면,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국민
들이 혁신의 결과․ 혁신의 내용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약하다고 할 수 있
다.그러한 이유는 작년까지 했던 혁신은 지금까지 해 왔던 기본적인 틀을 바꾸는
준비,그리고 계획을 만들고 로드맵을 만드는데 열중했다는 것이다.또한 혁신이라
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양질
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틀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이를 위해서는 정
부의 운영 틀을 바꿔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경영에 행정의 틀을 바꿔
야 하기 때문에 먼저 내부를 바꿔야 하고,내부혁신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결국
은 거기서 생산해 내는 것 보다는 기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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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간적으로 그만큼의 갭(Gap)이 있다.지금부터는 그것을 실천해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이에 앞에서 지적된 생산해 내는 제도들과 그것에서 만들어지는 서비
스들이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고,국민들도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지방정부의 혁신

정부혁신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지방혁신이다.지방자치단체 혁신은 큰 틀에서
볼 때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말했듯이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혁신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
정부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국민들이 가장 접점으로 만나는 것은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중앙정부는 정책을 만들고,그 정책을 만드는 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이다.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정부의 혁신이 진행하고 있는 틀을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시
키면서 지방지역 전체를 혁신시키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뜻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중앙정부가 느꼈던 바와 같이 혁신을 왜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모든 사람들
의 인식을 바꿔주고,모든 공무원들을 혁신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
를 위해 상반기 중 약 4000명의 지방 공무원 간부들을 교육시킨 바 있다.두 번째
로는 자치단체들 간의 혁신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그러나 모든 250개의 자치
단체를 한꺼번에 만들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약 20개의 자치단체를 골
라서 시범단체로 선정하고 그 시범 자치단체를 행자부가 변한 것과 같은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이렇게 만들어지면,주변에서 보고 벤치마킹이 가능
하게 될 것이다.그러면서 250개의 자치단체에 경쟁체제를 만들어 주고,결과를 연
말에 평가함으로써 가장 잘한 자치단체와 못한 자치단체를 보여주고,잘한 내용과
그 순위의 결과까지를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공개하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
서,또한 지자체가 주민들로부터 계속 사랑받는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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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다.그것이 혁신이며,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
도록 노력 중이다.이와 관련하여 전 지방자치단체를 획일적으로 개혁을 만들어 가
는 것이 아니라,그룹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들을 만들어
준다는 방향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변화에 있어서 생각해 보자면 우선,지방 쪽에도 역시 정부의 큰 방
침인 분권과 자율,참여 등이 적용되고 있다고 파악된다.이는 결국 주민참여의 장
치가 예컨대,주민소송제나 주민투표제 등의 장치들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특별
한 사례로 제주 특별자치도를 들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그야말로 홍
콩,싱가포르 등과 같이 완전 별개로 하나의 작은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無 비자,
단속행위도 없는 그러한 나라로 바꿔서 전세계 으뜸가는 지역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다.이런 식의 변화는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고 여겨진다.그러나 아쉬운
것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바 있는데,자치경찰,교육자치 등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
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실현되지 않아서 지방분권에
관해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되려면 중앙정부의 기능 중에서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것들은 지방
자치단체에 넘겨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넘어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특히 주
목하고 있는 것 중에는 ‘중소기업진흥’과 같은 기능이 있다.환경과 같은 경우는 지
방자치단체가 과연 의지가 있는가 하는 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부
분이 있으나,중소기업진흥이야 말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기능이
기 때문에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고 여겨진다.

3.혁신과 변화의 방향

혁신정책을 도입하고 난 후 좋은 것은 모든 절차가 투명화 된다는 것이다.이러
한 과정을 통해 기관장이나 고객인 국민이 자기가 제기한 과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된다.투명하게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일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시간을 끌면서 속된말로 장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또한 모든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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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기록과정에 의해 남게 된다.따라서 나중에 처리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
을 경우 누가 어디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고,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다.그것이 시간을
두고도 혁신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에 대해서 국민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물론 그 이유도 분석했으나,앞으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이 되어야 한다.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
요하다.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무원,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가장 좋은 서
비스를 제공하고,좋은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주고,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행복을 느끼는 정도를 높여주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양
질의 정치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그러기 위한 것 즉,그 틀을 만드는 것이 혁신
이다.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일을 할 때 즉,정책을 개발할 때 공급자 위주에
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수요가 어디에 있느냐,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일을 선택
하고 일을 만들어 주면,국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는 좁은 의미에서 혁신이 행정을 하고 지방자치를 하는 제도적인 측면,
틀을 바꿔 주는 것,예컨대,자치경찰을 위해서 많은 연구 끝에 입법예고도 하고,
법안을 만드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이러한 것들을 하루빨리 매듭을 져서 정부
의 정책과 제도와 여건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조성해 주면,환경도 좋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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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제제제 111절절절 혁혁혁신신신행행행동동동

1.혁신행동의 개념과 중요성

조직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동태적 체제이다.과거의 단순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에서는 작업의 표준화를 통한 기능효율을 극대화하는 지시와 통제 중심의 전
통적 관리방식이 효과성을 인정받았다면,오늘날 복잡하고 동태적인 경영환경에서
는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한 혁신중심의 현대적 관리가 필요하다.그것은 조직구성
원들의 혁신행동이 없을 경우 그 조직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세스 도입 없이
정적인 상태로 머물게 되며,결국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멸하고 말 것이기 때
문이다.
혁신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혁신의 정의에 대해 대표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Drucker(1985)는 혁신을 목적 지향적이고 조직화된 변화의 추
구라고 정의하고 있다.또한 혁신은 제도적인 질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을 하는 개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Damanpour& Evan(1984)은 혁신이란 조직구성원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또
는 새로운 생산과정기술,새로운 구조나 관리시스템,새로운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또한 이들에 의하면,혁신은 개별적인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로 혁신의 활동들을 수용하는가와 혁신적인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말하며
이를 혁신성향이라고 보았다.
혁신에 대한 태도와 행동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한 Ettie& O'keefe(1982)는
혁신행동은 개인의 혁신성(beinginnovative)내지 혁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
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았다.West& Farr(1990)에 따르면 혁신행동은 적용하는
관련 단위에 새로운 아이디어,절차,제품을 역할이나 집단 및 조직 내에 의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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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입하고 적용하는 것이며,역할수행성과와 집단 및 전 사회의 성과를 유의미하
게 높여주기 위해 설계되는 것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또한 이규만․임
효창(2001)은 리더-멤버의 교환관계(Leader-MemberExchange:LMX)의 질이 구성
원의 혁신행동을 긍정적으로 높이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여기서의 혁신행동을 “새로운 아이디어,전략,프로세스,제품 그리고 서비스의 개
발 및 실행의 과정으로서 개인의 문제해결 능력을 통해 창조성을 증가시킬 수 있
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혁신행동은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것에 금전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본다.또한 혁신행동은 새로운 아이
디어나 행동을 제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도와 그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정
도와 같이 얼마만큼 혁신의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혁신적인
행동은 창의성과 구별되는데,창의성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중점
을 두고 있지만 혁신적인 행동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
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아이디어의 홍보,실행,확산까지 포함하고 있어 창의성
보다 그 포괄 범위가 넓다(김일천 등,2004).
혁신행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는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
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반드시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과 혁신을 실행 및 채
택하는 조직에만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두 번째 주장에 따르면 혁신은
창의성을 필수조건으로 포함할 수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새로운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이전에 있던 것에 약간을 증보하는 것이다.그러므로 무엇이 새로운 것인
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두 번째 학자들의 견해를 적용한다면,
혁신행동은 해당 조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혁신에 관한 연구는 주로 조직 및 산업 또는 국가 단위였으나,최근에
개인수준의 연구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조직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영속적인 성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혁신과 업무개선,효율화,원가절감 등의
노력들이 요구되는데 이를 수행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혁신
행동은 중요한 관리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 안정적인 경영환경에서는 생산관리 중신의 생산성이 강조되었지만,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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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이고 복잡한 경영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은 고객 및 시장지향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성과를 강조하고 있다.또한 외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은 과거의 단
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의 형태를 복잡하고 동태적이며 비일상적이고 전문화된 작업
의 형태로 변화시켰다.이러한 직무환경의 변화로 혁신성과가 개인의 직무수행의
성과기준변수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2.혁신행동의 선행요인

개인수준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인 이론의 틀을
제시할 만큼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다.각 변수들의 관계가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있
어서 통합된 틀을 찾아보기 어렵고,실증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합한 것이 적으며,
창의력과 혁신행동을 연관시키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혁신행동의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일
천 등(2004)은 혁신행동의 선행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는
데,조직체는 사람,기술,구조,목표와 가치로서 구성된 사회적 시스템이며 조직
구성원의 행동은 이와 같은 네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혁신행동을 설명하는 선행요인은 결국 이와 같은 조직 시스템의 역학관계에 의
해 설명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또한 이들 연구자들은 혁신적 업무행동의 선행변수
를 규명하기 위한 실증적 분석 모델로서 개인특성(내적 통제위치,조직기반 자긍
심),과업특성(업무강도,과업 비일상성),관계특성(리더-구성원 교환관계,팀-구성원
교환관계),그리고 조직특성(혁신지원적 조직문화,분권화)으로 구별하고 이들 특성
이 혁신적 업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개인의 특질(trait)측면에서 살펴보면,혁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모호함에 대한 인내가 높거나,위험선호성향이 강하거나,독립심,자신감이 높은 특
질을 보이게 된다,또한 지능이 높고,창의성이 높거나 관심의 폭이 넓으며 다면적
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도 혁신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또한 일반구성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은 혁신행동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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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성원이 자기분야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기술적 능력 등은 문제발견 및 해결
과 관련되어 혁신행동에 영항을 주게 된다.
개인의 특성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고 믿는 내적통제위치
의 소유자들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보다 적극적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도입 및 확산시키는데 적절하다.김일천 등(2004)은
실증분석을 통해 내적통제위치 성향이 강한 조직 구성원이 혁신적 업무행동을 긍
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뿐만 아니라 개별 구성원의 조직기반자긍심이
강하게 되면 혁신적인 업무행동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Kanter(1985)는 혁신에 대한 몰입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종업원 참여,혁신을 위한 별도의 보상,혁신을 위한 사전교육,부서 간의 장벽완화
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혁신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입,
새로운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 조성,비용절감 접근과 위
험 수용 접근,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풍토 등을 제시하였다.또한 창의력을
고무,도전적인 직무로 지적인 압력을 제공하는 조직의 분위기는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자원제공이나 경영관행도 혁신에 영향을 준다.
조직의 자원이 풍부할수록 혁신은 쉽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물적자원이나 인
적자원이나 같은 자원이 풍부한 조직일수록 조직은 혁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
는 위험부담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조직에서 혁신이 보다 잘
발생한다.또한 혁신에 대한 지식도 중요한 조직의 자원으로,혁신에 대한 지식은
조직이 환경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을 알고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혁신에 대
한 지식도 혁신에 영항을 주는 중요한 자원이다.
최고경영자와 혁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최고경영자가 관련 산업에 전문
지식을 갖고 정보획득을 위한 노력이 클수록 혁신을 촉진하며,경영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리더십 또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그리고 상
급자의 적당한 피드백 및 인정은 조직구성원들의 혁신을 증가시키며,결과물에 대
한 인정 결여는 혁신의 방해요인이 된다.
Damanpour(1991)에 의하면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일반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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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혁신성향이 높다고 한다.
혁신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여 커뮤니케이션은 아이디어 후원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외부 환경으로부터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조직내
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조직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을수록 팀 구성원의 혁신성과는
높아지며,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더욱 그러할 것이
다.
동료와의 교환관계가 긍정적인 구성원은 개방적 의사소통,지원,원만한 대인 관
계 등을 유지하며,과업수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교환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구성원
들에 비해,문제해결을 위한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받는다.그러므로 구성원 사이
에 교환관계의 질이 높다고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혁신행동을 많이 한다.
조직의 보상체계는 혁신에 영항을 주는 가장 가시적인 요인으로,보상체계가 혁
신을 고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의 행동과 태도는 영항을 받
게 된다,조직 혁신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
우보다 더욱 혁신행동이 빈번히 발생하며,성과와 보상간의 연계가 높게 인지 될수
록 종업원들은 보다 혁신행동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혁신행동의 선행요인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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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자 선 행 요 인

Howell& Higgens ①모호함에 대한 안내,②위험선호성향

Kirton ①독립심,②자신감,③지능,④창의성

Amabile ①관심의 폭,②다면적인 사고방식
③능력 (지식,기술적 능력)

Kanter

①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②별도의 보상,
③사전교육,④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⑤Top의 적극(지속)적 개입,⑥아이디어를 실천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⑦비용절감 및 위험수용 접근,⑧정보와 아이디어 공유토

Amabile,Conti,coon
Lazemby& Herron

①창의력을 고무,②도전적인 직무로 지적인 압력을 제공
하는 조직의 분위기

Nohira&Gulati 풍부한 조직의 자원(물적 자원,인적 자원)

Damanpour ①혁신에 대한 지식,②원활한 의사 소통

pelz& Andrew,
Booz,Allen&

Hamilton,Rothwell

①참여적,호혜적 리더십,②관계지향적 리더십,
③리더의 지원과 조력

stewart

①경영층의 지원,②리더십,③동기부여,④비전,⑤성과측
정 및 보상,⑥조직의 연계성,⑦범기능적 협력분위기,⑧
자사의 현상파악,⑨고객지향성,⑩조직구조의 유연성,⑪
보상,⑫의사소통,⑬조직의 계층,⑭변화에 대한 사전경
험,⑮근로의욕 및 사기,⑯기업의 혁신성,⑰신속한 의사
결정

<표 3-1>혁신행동의 선행요인

출처 :박태호(2002),“지식공유의 선행요인과 지식공유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
향”,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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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리더십 스타일

1.리더십의 개념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매우 “애매한 개념”이라고 지칭될 정도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합의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일반
적으로 리더십(leadership)은 지휘․통솔․지도,지휘력․지도력․영향력 등으로도
불리 우고 있으며,한 개인이 다른 구성원에게 이미 설정된 목표를 향해 정진하도
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나,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적극적 강
화(positive reinforcement),목표설정(goalsetting),집단간 관계관리 (managing
intergroupreinforcement)등에 관한 실제적,효과적 리더십 활동을 연구하고 이해
하기란 너무나 광범위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관리,종업원 동기부여 및 목표설정참여,조직구성
원들의 지속적 행동유지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며,모든 경영활동은 리더의 효율적
리더십 행사에 의한 구성원의 성공적 통합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2.리더십의 기능

리더십의 기능을 분석함에 있어 일반적 기능을 대별하여 분석 할 수 있지만 여
기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리더십의 기능을 살펴보고 계층에 따라 중
시되는 리더십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리더십의 연구대상인 리더를 중심으로 그 기능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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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리더는 집단목표 설정과 달성책임 및 집단행동을 조정한다.
② 장․단기 계획을 수립한다.
③ 전문적 정보와 경험의 공급원이 된다.
④ 보상과 통제를 실시한다.
⑤ 갈등 대립을 중재 조정한다.
⑥ 임무수행에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인다.
⑦ 집단의 상징으로서 공과에 대해 칙임을 진다.
⑧ 집단성원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는 결집점이 된다.
⑨ 창의의․적극적 사고와 행동 지향적이며 책임감을 수행한다.

[표 3-2]리더의 기능

출처 :추헌(1997),조직행동론,형설출판사

리더십에 내포되어있는 개념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추헌,1997).
첫째.리더십은 목표와 관련된다.즉,조직․집단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상으로
서 목표지향 행동을 전개시키는 과정이며,조직관리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둘째,리더십은 지도자(leader)와 추종자(follower)간의 관계이다.리더는 그가 통
솔하는 조직․집단 전체목표와 그 자신의 권위에 입각하여 추종자의 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추종자가 없는 리더란 있을 수도 없다.
셋째,리더십은 공식적 조직계층제의 책임자(formalleadership)만이 갖는 것은
아니다.집단 내 타구성원의 행동을 자극․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면 동료간 또는
말단에 있는 자(informalleadership)에 의해서 행사되기도 한다.이와 같이 조직책
임자의 직권(headship)과 리더십은 구별되어야 한다.
넷째 리더십은 리더가 추종자에게 일방적으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
디까지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발휘되는 것이다.
다섯째,리더십은 리더의 권위(authority)를 통해 발휘되는 것이다.즉 리더는 타
인의 행동을 유도․인도하며 통합․조정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발휘되는 것이다.
이러한 권위는 공식적․법적으로 부여된 법적지위뿐만 아니라 전문가적 지식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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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타 여러 가지 지도자의 자질과 특성에 내재하는 것이다.지도자의 권위가 그
추종자들에 의하여 수용(acceptance)되는 정도와 그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도 간
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여섯째,리더십은 소속집단 및 조직 내 분화된 여러 가지 직능을 수행한다.이러
한 과정에서 지도자에 관한 요인,추종자에 관한 요인,그리고 상항에 관한 요인들
이 작용한다.

3.변혁적 리더십

1)변혁적 리더십의 개념

변혁적 리더십이론은 Burns(1978)에 의해 제시되었고 Bass(1985)에 의해 조직상황
에 맞게 구체화 되었다.Burns는 정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변혁적 리
더십을 미시적 차원에서는 개인간의 영향력 행사에 과정이며 거시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체계를 변화시키고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힘을 동원하는 과정이며 거시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체계를 변화시키고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힘을 동원하는 과정
이라고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이론은 Burns의 연구(군대조직과 산업조직의 하급자들을 대상)이
후 Bass와 그의 동로들을 Burns가 제시한 정치적 리더십을 기초로 하여 조직 상
황에 맞춰 구체화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Burns이전에는 Downton(1973)
이 변혁적 리더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Zaleznik(1977)은 변혁적 리더십의 요건으로
카리스마,영감적 요소,대인적 요소,그리고 지적자극 요소를 제시하였으며,그 후
여러 학자들에 의한 연구 되었다.이 이론은 기존의 다른 모든 리더십 연구이론들
이 리더와 하급자 간의 교환관계에 기초한 거래적 리더십에 치중해 있다고 비판하
는 데서 출발한다.
Bass는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조직의 주요 변화과정을 주도하고,부하 스
스로 업무에 대한 확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업무결과에 대한 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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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자극하여 부하 스스로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기대이성의 성과를 가져오게
하며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동기를 유발한다고 한다.
또한 가치 있는 결과의 중요성을 높임으로써 팀 또는 조직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게 하며,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창의적,혁신적이며 높은 지식과 인지적
인 창의성을 보여준다.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변혁적 리더십을 발
휘할 수 있는 리더가 바로 변혁적 리더이며,조직문화와 가치를 변혁시키고 조직의
전략,나아가 사회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Bass는 이러한 개념적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증적인 자료로 뒷받침하기 위
하여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인들을 설정하고 이 요인들을 포함
하는 리더십 측정도구인 MLQ(MultipleLeadership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
또 이 도구를 통해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가능케 함으로써 변혁적
리더십 연구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그는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소로 카
리스마,개별적 배려,지적자극을 제시하고 있다.

2)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1)카리스마

카리스마적 리더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리더와 부하들 간에 나타나는 상호작용 과정의 산물이라고 주장되어지고 있다.카
리스마는 부하로부터 아주 높은 정도의 존경받을 수 있는 특성이나 능력,혹은 자
질을 갖고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변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현상을 말한다.
카리스마적 리더는 부하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해소시키고 정서적 상승분위
기를 이끌어 기대와 흥분을 조성해낸다고 한다.또한 카리스마의 속성을 지닌 리더
들은 부하들에게 비전과 사명감을 전달하고,긍지를 심어주며,존경과 신뢰를 확보
해 간다고 설명하고 있다.카리스마적 리더는 강한 자신감을 지니고 있으며,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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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뛰어난 의사소통 기량을 지니고 있
으며,목표를 이념적인 형태로 전환하여 명확히 제시 할 수 있고,자신이 성공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며,직접적인 행동을 중시하고,자신이 제시한
사명을 달성하도록 부하들의 동기와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카
리스마적 리더는 부하들의 정서를 고양시킴으로써 태도 및 행동의 변화에 대한 하
위자의 저항을 감소시키고,부하들의 자신감과 기대감을 강화시켜 준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카리스마적 리더는 일반사람들이 지니고 있지 못한
비범한 재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둘째,위기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여도 그
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셋째,부하들에게 리더는 초월적인 능
력을 지닌 것으로 믿도록 하여야 한다.넷째,리더는 지속적 성공을 통하여 부하들
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Bass&Avolio,1990)

(2)개별적 배려

개별적 배려란 조직 구성원들을 모두 획일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과 관심,그리고 욕구에 대해 존중함으로써 부하들을
동기유발 시키는 것을 말한다.즉,팀원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통하여 변화
의식을 복돋아 주고 새로운 스킬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여 업무에 대한 자
신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개별적 배려는 리더와 부하간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에 대한 부하들의 만족이나
업무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측면으로 여겨져 왔다(Bass,1985).이러한 리
더의 행동은 의사결정에 대한 부하들의 참여나 성장에 대한 욕구에 초점을 둔 참
여적 의사결정 등으로 나타난다.따라서 개별적 배려를 하는 리더는 부하들에게 접
근하려 하고,비공식적으로 대해주며,부하들보다 더 뛰어난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하들을 동등하게 취급해 주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리더의 개별적 배려
행동은 리더와 부하간의 직접적인 접촉,양방향의 의사소통을 강조하며 그렇게 함
으로써 부하들의 자아상을 확립시켜주고 부하들의 정보확보에 대한 욕구를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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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의사결정에 따르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갖도록 만들어 준다.
변혁적 리더십의 카리스마적 요소가 부하들로 하여금 리더를 추종하도록 하는
측면인 반면에 개별적 배려의 요소는 부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측면
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리더가 카리스마적이지만 부하들에 대한 개별적 고려가
부족할 떄에는 리더에 대한 충성은 뛰어 나겠지만 리더에게 의존적이게 된다.이러
한 리더는 카리스마적 리더가 될 수는 있으나 변혁적 리더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
다.(Bass& Avolio,1988).

(3)지적자극

지적자극은 리더가 부하들로 하여금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관
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영항을 미치는 과정이다.변혁적 리더는 부하들에게 새
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조한다.이러한 리더의 행동은 부하
들로 하여금 상황을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보다 창의적인 관점을
개발하도록 자극하게 된다.이런 지적자극이 정서적 자극과 결합될 경우 의식의 상
승,의식의 개혁,사상 전환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 리더는 스스로 부하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부하들에게
도전의식을 느끼게 하고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 보도
록 자극하는 것이다(Bass,1985).
지적자극을 가하는 리더는 또한 부하들에게 현재의 문제를 자신이 제시한 미래
의 비전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하며 그러한 시각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하도록 자극
한다.또한 부하들로 하여금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이해와 개념화의 능력을 키우도록
하며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도
하도록 만든다.이를 위해서는 부하 스스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신
념,기대 등에 대하여 의문을 품도록 유도하고 또한 현재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치 못하거나 진부한 조직의 가치,신념 기대 등에 대해서도 회의를 갖도록 자
극해야 한다.이를 위해 리더는 사안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명료하게 해줌으로써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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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이런 측면에서 볼 때,리더가 부하들을 지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는 리더 자신이 지적으로 풍부해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부하들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3)변혁적 리더의 특성

변혁적 리더십이론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는 카리스마적 행동,개별적 배려,그리
고 지적자극을 통하여 조직 내 부하들의 욕구를 승화시켜주고,다양한 욕구를 가지
게 하며,부하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버리는 대신 조직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
게 만든다.
변혁적 리더에 대한 정의는 Burns(1978)에 의하면 하급자들의 흥미를 진작시키거
나 확대시키고,집단내 목표나 사명감을 받아들이고 지각하게 하여 이기주의를 초
월한 집단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자이며,Bass(1985)는 하급자들에게 영감을 심어주
거나 하급자 개개인의 성취욕구를 고취시켜 주며,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개인적 노력을 고양시키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변혁적 리더는 카리스마적 리더의 성격을 포함한 광의의 권한을 위임하여 조직
전체의 성과를 높이려 한다.또한 변혁적 리더는 상황에 적합한 모습으로 행동해야
하는 보다 상위의 개념이며 카리스마적 리더와는 달리 관료제적 권위 보다 하급자
들에게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함으로써 동기 부여를 시킨다.이러한 변혁적 리더의
특성은 다음 <표 3-3>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27-

성 격 내 용

① 비전설정과 제시 조직이 생존하기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하급자들에
게 제시한다.

② 적절한 모델제시 리더가 제시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급자들에게 충
분하고 적절한 방향을 제시 한다.

③ 조직목표의
수용도 증진

조직의 전체목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거나 협동을 주장한다.

④ 성과에 대한
기대감 고취

리더가 원하는 성과의 정도를 하급자들에게 전하여 이를
수용하도록 유도한다.

⑤ 개인적 배려 하급자 개개인을 존중하고,그들의 요구나 느낌에 적절하
게 반응하려고 노력한다.

⑥ 지적욕구자극 하급자들의 직무나 성과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도전적인
자세를 갖기 한다.

<표 3-3>변혁적 리더의 특성

변혁적 리더들의 행동성향으로는 추종자들의 의식,공포,탐욕,시기,증오 등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평등,정의,평화,인본주의 등과 같은 가치에
호소한다고 보았다.변혁적 리더십의 발휘는 조직 계층에 상관없이 어느 지위든 누
구든 가능하며,변혁적 리더십은 개인의 이해관계에 호소하는 거래적 리더십과 구
별되며 합법적 권력이나 규칙에 대한 존경심․전통 등을 강조하는 관료적 권한체
계와도 다르다.변혁적 리더들은 추종자들에게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 달
성을 위해서 함께 매진할 것을 호소한다.
비전이란 장기적이고 이상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게 마
련이다.따라서 비전달성을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점진적 변화가 아닌 과거와 단절
된 변혁(즉,양자론적 변화 :Quantum Change)이 필요하며 리더는 그러한 변혁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변혁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가시적 보
상에 기초한 하급자들과의 거래관계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즉,비전 달성을 위해
서는 추종자들의 가치관 또는 태도자체가 변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변혁적 리더들은 공유된 비전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이 경우 추종자들이 받는 보
상이란 외재적(가시적)부상 보다는 비전추구 자체로부터 얻는 내재적 보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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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리더들은 하급자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직무에서 얻어지는 결과의 소중
함을 깨우치게 하고,하급자들의 기대욕구를 성취할 수 있게 충분한 배려를 하며,
조직을 위해 이기주의를 초월할 수 있도록 인식시킨다.이와 같이 변혁적 리더는
추종자들이 개인적 이해를 버리고 조직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전력하도록 유도하여
그들의 고차원적 요구(예,자아실현욕구)가 발현되도록 노력한다.
또한,변혁적 리더들은 카리스마적 특성을 가지며 성과와 보상의 교환관계라든가
부정적 피드백 또는 예외에 의한 관리가 아닌 추종자들 각자에게 개별적 관심과
배려를 보이고 지적인 자극을 부여한다.
Bass는 드골,루즈벨트,존슨 등과 같은 세계적 지도자들의 예를 들면서 변혁적
리더십 과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함에 있어 리더가 해야
할 바를 축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즉 리더는 추종자들의 욕구체계를 확대하고 그
수준을 높여줘야 하며,자신감을 심어 줌으로써 성공에 대한 확신을 높여야 한다.
또한 변혁적 리더는 개인적 이해보다는 조직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조직문화,분위
기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이렇게 될 때 추종자들의 조직에 대한 몰입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따라서 보통 이상의 노력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제제제 333절절절 직직직무무무특특특성성성

조직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 조직들이 지닌 전체적인 사명과 목표를 단 한사람의
개인이 달성하기에는 너무 크다.그 결과 조직은 완수해야 할 특정의 기능 혹은 과
업을 어떠한 작업자들이 수행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지니고 있어
야 한다.
따라서 직무분석을 통한 적절한 직무설계는 조직의 성공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들을 조정하고 연결시키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이러한 점에서 직무설계(job
design)란 조직목표달성과 개인 욕구충족의 극대화를 위하여 구조적 및 인간관계
측면을 고려한 조직구성원의 직무관련 활동을 설계하는 과정이다.그리고 직접적으
로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동기를 향상시키는 방안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모색해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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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이러한 조직구성원의 직무동기 향상은 조직구성원이 자
신의 직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과 직무 간의 관
계를 향상시켜야 하는데,직무에 대한 반응은 수행자의 개인특성,직무특성,그리고
직무 환경 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직무관련 활동을 설계하는 과정에 직무의 특성 파악과 이
와 상관된 조직 유효성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적절한 직무
설계와 연계되며,그리하여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충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조직의 목표달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1.직무설계의 접근방법

1)전통적 접근방법

지난 수십 년 동안 고전적 조직이론가들은 조직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원칙이나 제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해 왔다.이러한 원칙이나 제도
들은 모두 조직이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특히 분업의 원칙은 직무설계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이 원칙에 따르
면,과업은 가능한 한 단순화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고전적 조
직이론가들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직무를 설계하기 위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이러한 과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산업공학자들이다.
산업공학의 원칙들도 조직의 생산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적
조직이론과 목적을 같이 하고 있다.그러나 산업공학자들과 고전적 조직이론가들의
차이는 산업공학자들은 고전이론가들보다 업무의 단순화를 위한 특정기술의 개발
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고전적으로 조직이론가들은 사업공학자들에 비해
직무가 보다 넓은 조직관계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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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고전적 조직이론가들은 근로자 개개인을 위한 직무설계를 단지 조직의 전체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원칙들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산
업공학자들은 근로자 개인이 어떤 특정업무를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수행해내도록
도와주어야 할 독립된 개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직무설계에 있어서 산
업공학적 접근법을 강조한 사람은 Taylor(1985)였는데,그가 제안한 원칙들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산업공학자들에 의해 수정되고 발전되었으며,지금은 직무를 가
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고도의 직무분석 방법론까지
도 개발되어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전적 조직이론과 산업공학은 모두 조직운영의 합
리성과 효율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따라서 그들은 과업의 단순화,전문화,표준화
를 통해 이러한 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이러한 접근방법들은
모든 유형의 조직이나 과업 그리고 근로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접근법에서의 가정,즉 근로자의 과업이 단순화,전문화,표준
화 될수록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전통적
원칙에 따라 직무설계를 한 조직들을 연구한 결과,언제나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오히려 과학적 관리법에 의해 직무가 설계될 때 직무수행자는 불만족,
작업에 대한 피상적인 관심,몰개성화,소외감,개인적 성장 및 성공기회의 결여에
의한 좌절감 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2)행동적 접근방법

20세기 중반쯤,전통적으로 설계된 직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몇몇의 행동과학자들은 직무의 단순화 및 반복화 경향이 너무 심화되
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따라서 행동과학자들은 직무설계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
법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으며,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졌다.
직무설계에 있어 행동적 접근방법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활성화
이론(activationtheory),이요인이론(twofactortheory),성취동기이론,직무특성이
론(jobcharacteristicstheory)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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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이론의 핵심은 직무특성이 직무에 대한 근로자의 심리적 신체적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따라서 반복적인 직무는 근로자에게 거의 자극을 주지 못
하기 때문에 활성화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많은 연구에서,근로자가 낮은 활성화
수준을 만성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직무성과 저해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이러한
연구결과는 활성화이론이 직무설계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요인이론은 현재까지 직무설계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론으로,근로자
의 궁극적인 만족이나 동기부여에 있어서 직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향력
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으며 실제로 조직변화의 설계 및 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
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성취동기이론은 직무수행자의 성격,특히 근로자의 성취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그들은 충실화된 직무에 대해서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좌절이나
고통 그리고 낮은 성과를 가져온다.이러한 성과는 Sterrs와 Spencer(1977)에 의해
서도 입증된바,충실화된 직무는 성취욕구가 높은 근로자의 성취동기를 자극하여
보다 많은 노력과 높은 성과를 가져오며 성취욕구가 낮은 근로자에게는 충실화된
직무가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무특성이론은 직무의 객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서,직무 자체
가 작업자의 직무동기나 만족 및 성과 등을 높일 수 있는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직무특성이론은 동일한 직무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서 반응
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직무를 설계할 때는 직무 자
체의 특성은 물론 직무수행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직무수행자의 반응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3)시스템적 접근방법

직무는 조직 내에서 행해진다.따라서 사회시스템으로서 조직이 직무의 설계와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작업조직 분석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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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시스템 지향적 접근법(system-orientedapproach)은 많지만,직무나 작업시스
템의 설계 및 재설계와 관련된 가장 주된 이론은 사회기술체계이론(sociotechnical
systemstheory)이다.사회기술체계접근법의 핵심적 특징은 직무 자체가 사회적 및
기술적 측면이 모두 통합되어 있고,또 이 양자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갖도록 직
무를 설계하는 것이다.이는 기업조직 내에서 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체계와 기술적
체계 중 어느 한쪽을 희생시켜서 다른 한 쪽의 기능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이 양자
를 보두 이상적인 수준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시도이다.따라서 직무설
계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은 근로자들이 동기부여 될 수 있는 직무의 심리적 조
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접근법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조직은 외부환경의 영향
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또한 사회기술체계 이론은 전통적 접
근법 및 행동적 접근법에 비해서 다른 특징이 있다.전통적 접근법은 직무수행자의
인간적 요구,특히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기술적 체계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
하기 때문에 사회적 체계라는 중요한 측면이 무시되었으며,행동적 접근법 역시 직
무 설계시에 기술적 체계의 운용에 충분한 주의를 쏟지 않기 때문에 집단관계 및
조직환경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사회기술체계 이론에 의해 행해지는
직무체계의 변화는 직무생산성의 증가를 위한 직무설계와 조직구성원의 만족도 증
가를 위해 기술적 및 사회적 체계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무를 설계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사회기술체계 접근법을 사용할
때,가장 곤란한 점은 이론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직무와 사회환경,그리고 외부환경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불명확하다.
또한,직무체계 내에서 사회․기술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원칙이나 과정
들도 이론상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작업조직에 대한 사회기술체계 접근법은 직무
및 직무재설계,직무체계 내의 변화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구조적인 이론으로서는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사회기술체계이론은 현재로서는 경험적으로 검
증하기가 어려우며,어떤 환경 하에서 어떤 조직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
한 명백하고도 구체적인 지침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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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무특성

직무설계의 접근방법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전통적인 접근법은 직무가 단
순하고 표준화 될 때,근로자들은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가정
하고 있다.반면에 행동적 접근법은 직무가 단순하나 반복적이지 않고,의미가 있
으며 도전적일 때,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리고 사회기술체계
접근법은 행동적 접근법의 주요전제들을 받아들이면서도,직무설계에 있어서 집단
관계나 조직-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접근법은 작업자들의 단조로움과 권태로움을 유발케 하여 직무불
만족이나 이직 및 결근율을 증가시키는 등의 불만족에서 오는 비경제성이 발생하
고 있으며,사회기술체계 접근법 역시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
에 실증적으로 검증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다.또한 직무
설계에 있어 행동적 접근방법을 옹호하고 있는 활성화이론,이요인이론,성취동기
이론,직무특성이론 등이 효과적인 직무설계의 방향을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만,그 실행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작업자의 내재적 직무동기 및 전반적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인 직무특성을 규명하고,이를 바탕으로 직무재설계를 위한 실행원리들을 개발해
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Hackman과
Oldham(1976)의 직무특성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이 모형은 직무설계를 위한 구
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매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많은 연구자들이
이 모형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이고도 꾸준히 연구를 계속해 왔으며,많은 연구들에
서 직무특성모형이 상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이 입증되었다.

1)핵심직무특성

Hackman과 Oldham(1976)은 직무특성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형은 직무에
있어 그 특징들을 파악하여 그들 간의 상호관련성과 그것들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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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설명해 주었다.이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직무특성의 다섯 차원은 ①
기술다양성(skill variety) ② 과업정체성(task identity) ③ 과업중요성(task
sigificance)④ 자율성 (autonomy)⑤ 피드백(jobfeedback)이다.

(1)기술다양성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이나 재능을 사용하는 다양한 활동들
이 요구되는 정도를 의미한다.직무 자체가 작업자에게 그들의 기술이나 능력을 다
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면,작업자들은 자신들의 과업을 의미 있는
것으로 느끼게 되고,보다 높은 수준의 기능을 사용하는 일 일수록 보다 많은 의미
를 경험하게 된다.많은 연구들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기능을 테스트하거
나 사용함으로써 환경을 탐색하거나 조작하기도 하고,효과에 대한 느낌을 얻기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과업정체성

직무가 요구하는 전체로서의 완결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직무가 시작부터 끝
까지 전체작업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범위의 정도를 말한다.사람들은 직무의 어느
한 부분을 책임지는 것보다는 완전한 작업단위로서 직무 전체를 수행할 때 직무를
보다 의미 있는 것으로 지각하게 된다.

(3)과업중요성

직무 자체가 인접한 조직이나 일반사회의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 증가한다.왜냐하면 자신의 직무 결과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나 건강 그리고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더울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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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율성

직무계획을 세우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절차를 결정하는 대 있어서 작업자에게
허용된 자유,독립,재량권의 정도를 의미한다.직무가 직무수행자의 자율성이 높도
록 설계되어 있다면 직무성과는 사사나 작업절차방식의 측면보다는 작업의 노력이
나 창의성,그리고 의사결정 등에 더욱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5)피드백

직무성과의 유효성에 대해서 작업자가 직무로부터 받게 되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정보의 양을 의미한다.여기서 말하는 피드백은 직무수행결과에 대한 자료를 모으
거나 판정을 내리는 동료나 상사들로부터가 아닌 직무행위 자체로부터 그 결과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을 말한다.

2)MPS(MotivatingPotentialScore:동기부여잠재력지수)

직무특성모형에서 제시된 핵심직무특성은 작업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잠재적인
동기유발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된다. 직무의 동기유발 잠재력 지수
(MotivationalPotentialScore:MPS)의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동기유발 잠재력지수 +[(기술다양성+과업정체성+과업중요성)×자율성×피드백]÷3

위의 공식은 핵심직무특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작업자는 동기 유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위의 공식에서 MPS는 핵심직무특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특히 자율성과 피드백의 수준은 다른 핵심직무특성에 비해 MPS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실증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MPS가 놓은 직무를 담당하는 작업자
는 그렇지 않은 직무의 담당자보다 동기 유발되고 직무에 대하여 만족하며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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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절절절 분분분배배배공공공정정정성성성

1.분배공정성 연구

초기의 공정성 연구는 주로 분배적 공정성(distributiveJustice)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이는 Homans(1961)의 사회교환이론(SocialExchangetheory)에 기초를 둔,
보상분배에 대한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보상분배란,관련 당사자들 간의 지위 및 노동의 기여도 측면에서의
비례적 차이가 보상에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형평성의 원칙),분배적으로 공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Deutch(1985)는 형평성의 원칙이 분배 공정성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며,다음과 같은 3가지 규칙을 고려하고 있다.
① 평등성 규칙 :사회적으로 조화가 보상 분배상 주요 고려 사항일 경우
② 필요성 규칙 :개인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보상을 분배하는 것
③ 형평성 규칙 :개인의 공헌도에 비례하여 보상을 분배하는 것
위의 세 가지 규칙 중 공정성 지각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환 당사
자들 간의 친밀관계(친밀도 정도,상호 의존성)및 개인차(성별,인성 등에 있어서
의 차이),과거경험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개인이 지각하는 공정성은 이들이 분배에
대해 갖는 예상(expectation)이 어느 정도나 충족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이
예상은 구성원 자신이 가고 있는 자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분배결과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배공정이론은 개인이 갖고 있는 기대의 원천 측면(구성원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특정분배의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에서 다양하다.이들 이론들은
그와 같은 기준들로는 타인과의 비교(comparisonwithothers),해당 조직과의 고용
계약,경험으로부터 나온 기준,이상적 상태 등을 골자로 한다.

1)상대적 박탈감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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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박탈감이론은,그러한 예상이 사회적 비교로부터 나온다고 보고 있으며
개인들은 자신이 지각하기에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받기로 되어 있는 몫과 유사한
양의 몫을 분배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즉,분배의 절대가치보다 준거대상이;받은 양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정도가
개인의 공정성 지각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Crosby(1984)는 개인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지적하는데 있어서 2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좌절된 욕구
(frustrated wants)와 박탈된 자격(violated entitlements)이 그러한 지각을 하는데
선행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wanted)와 자격(deserved)에 대한 조작한 실험연구 결과는
그것이 지각된 상대적 박탈감으로 연결됨을 보이는데 실패하고 있다.

2)준거 인지 이론

Folger의 준거 인지이론도 다른 분배공정성이론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공정성 지
각이란 개인이 갖고 있는 분배에 대한 예상으로부터 나온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준거인지 이론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는 달리 ①준거보상(referentoutcome)의 수
준 ②자신의 미래에 받게 될 보다 높은 보상의 가능성 ③현재 결과에 대한 정당화
(justification)와 같은 3가지 요소들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

3)인지 부조화 이론

Festinger의 인지부조화 이론에서 개인이 받는 보상이 예상수준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불만족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그러한 예상이 타인과의 비교나 자
신과 유사한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에 걸쳐 이루어진 비교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주
장하였다.초기의 연구를 보면 개인이 느끼는 부조화(Dissonance)는 자신의 보상
수준을 여러 시간대 별로 비교한 결과를 통해 얻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인지
부조화 이론은 개인의 예상이 사회적 비교(socialcomparison)보다는 외적인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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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inducement)나 인센티브 등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4)지위특성이론

지위 특성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우선 타인의 보상수준과 자신의 보상수준을 비
교함으로써 자신의 분배 몫에 대한 예상을 형성하며 그리고 나서 보상수준의 격차
를 낳는 개인 특성(지위특성 측면에서)이 무엇인지 인위적으로 결정짓는다는 것이
다.개인에 의해 인지적으로 만들어진 보상과 지위 특성간의 관계는 그 후에 계속
될 분배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준으로 작용하며,이 기준은 시간상으로 지속된다
고 한다.지위 특성이론에 대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성별,인종,육체적 매력,교육
수준,학문적 평판 등이 평가기준으로서 지위특성에 포함된다고 본다.연구 결과들
에 따르면 어느 한 상황에서 부각된 지위특성이 다음 상황들에서도 평가기준의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분배공정성 이론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상이 분배공정성지
각에 대해 결정요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그와 같은 예상은 다
양한 원천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
① 자신과 유사한 타인과의 보상수준의 비교
② 고용관계에 있어서 합의된 계약내용
③ 경험
④ 윤리적 이상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분배 공정성 이론 분야에서는 Adams(1965)의 형평성이
론(equitytheory)이 가장 주목을 받아 왔다.

5)형평성 이론

형평성이론은 상대적 박탈감 이론들로부터 사회적 비교 및 Homans의 분배공정
성 이론으로부터의 개념들을 차용하고 있는데 특히 Homans는 개인이 분배에 대한
예상을 형성하는데 있어 개인의 공헌정도(input)와 조직의 보상(output)간의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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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주목하였다.특히 형평성이론은 자신(P)이 투입한 공헌 대 보상의 비율이
타인(O)의 비율과 비교해서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형평성의 불균형을 지각
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 형평성 이론은 2가지 근본적인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개인의 공정성 지각여부는 개인의 공헌도에 비례한 분배에 달려 있다는 것
이다.구성원들은 자신의 인적자산(humancapital)요소-근속연수,교육수준,숙련도
등-및 성과수준-노력정도,생산성,작업의 질-등에 비례하여 보상분배를 받는 것
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둘째,형평성 이론은 사회적 비교(socialcomparison)를 전제하고 있지만,상대적
박탈감 이론과는 달리,공헌도와 보상간의 절대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헌도 대(對)보상의 비율간의 비교가 공정성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

2.분배공정성에 관한 선행연구

몇 가지 개인차(individualdifference)및 조직 맥락요인(contextualfactor)이 공
헌도와 보상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성 지각을 조절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Huseman, Hatfield,, &Miles는 불형평성(inequity)에 대한 개인별 민감도
(sensitivity)에 따라 결정되는 불공정성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또
한 Greenberg(1979)는 직업윤리의식 정도가 높은 개인의 경우,공헌도에 비례한 형
평성 있는 보상보다는 평등한 보상(equaloutcome)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 있
다.Folger,Rosenfield,Grove& Cockran은 동료의 견해(peeropinion)나 보상관
련 의사결정에의 참여와 같은 절차적 측면들이 형평하지 못한 보상수준(inequitable
outcome)과 그로 인한 불형평성 지각(perceivedinequity)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았
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형평성이론에서 전제하는 개인의 공헌에 비
례한 보상의 선호는 일반적으로 지지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개인특성 및 맥
락적 요인들의 조절효과가 개입될 수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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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이론의 두 번째 가정인 사회적 비교(socialcomparison)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개인이 현재 직무에서의 지위나 연공보상의 유형-금전적 보상,해당 직무가
제공하는 도전감,감독자의 행동,고용보장 등에 따라 준거배상 선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ustin,McGinn,& Suchmilch는 앞서 열거한 다른 분배 공정성 이론에서 강조
하고 있는 측면들을 연계시킨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상대적 박탈감이론에서 주
목하고 있는 사회적 비교와 인지부조화이론에서 강조한 고용관계에서의 계약에 근
거한 구성원들의 예상과 유사한 면을 가진 기대(expectancy)의 개인의 공정성 지각
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또한 기대보다는 사회적 비교가 개
인의 공정성 지각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제제 555절절절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1.직무만족의 개념과 중요성

1)직무만족의 본질

인간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존재이다.인간은 특정 직무에 종사하며,이를 통해
가치를 추구한다.물론 각자의 개성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도 다양하다.조직체 속
에서 인간으로 귀속,성장,안전,승진,임금 및 공로인정 등과 같은 직무 그 자체
에 대한 흥미 등이 예시될 수 있으며 이때 직무만족이란 열거된 요인 전체에 대한
정서적 측면에서의 충족감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이란 항상 목표를 가지며 그 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관련하여 동기유발을 위
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바 동기유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다.그 결과 직무만족에 대한 개념 정의가 복
잡해져서 그 개념적 정의를 일단 이론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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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에 대해 Smith(1955)는 직무만족을 “각 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호의감의 총화 또는 이러한 호의감의 균형 상태에 기인되는 일련의
태도”라고 정의하여 감정과 태도와의 관련성을 인정했으며, McCormick과
Tiffin(1974)은 “직무만족이란 그 직무에서 얻어지는 또는 경험되는 욕구만족 정도
의 함수”라고 정의하였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갖고 있는 특정태도로
각 개인의 가치관계에 따라 상이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다.이것은 곧 직
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다.또 Locke(1976)는 “만족이란 감정적 반
응이기 때문에 그 개념 정의는 내관(introsfection)의 과정에 의해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고 파악되어질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직무만족이란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평가에서 결과 되어지는 유쾌한 또는 긍정적인 감정상태”라고 정의하여 인식
론상의 한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또한 Quinn(1973)은 직무만족이란
어떤 특별한 직무내용 즉,보상,안전,감독 등에 대한 만족도를 근거로 계량화된
개선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외에 Porter& Lawler(1968)는 “직무만족이란
구성원이 실제적으로 얻는 보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상의 수준을 초과한 정
도”라 하여 이러한 수준에 미달 할수록 주어진 상황에 불만은 더욱 증대된다고 정
의한다.
본질적으로 직무만족이란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유쾌한 감정의 상
태라고 정의되며 여기서 직무란 “여러 직위 가운데 주요한 일이나 특징적인 일이
같은 한 무리의 직위”라고 하며 만족이란 인식론적 입장에서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감정적 반응은 내적 반응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는 사람의 정
신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직무만족의 중요성

조직을 구성하는 인간은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고,그 욕구는
무한하고 다양하여 인간은 이 욕구충족을 위해 계속 행동하게 된다.이런 욕구적
존재인 인간에 있어 직무만족이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조직을 구성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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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대한 직무만족의 중요성을 조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조직 외적 측면에서의 직무만족의 중요성

첫째,가치판단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은 활동가능한 시간의 대부분을 조직에서 보
내게 되고,만약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조직의 직무수행에서 만족을 얻
지 못하게 된다면 조직을 구성하는 조직구성원이나 조직 모두에게 불행이 아닐 수
없다.조직이 경제적 목적으로서의 소득획득의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구성원인 인
간의 삶의 대부분을 보낸다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직무를 통한 만족의 실현이란
인간 복지의 차원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인간의 불만족 증대는 전이효과(spill-overeffect)를
통하여 생활전반에 확산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직장생활의 불만은 직장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삶에 확대된다는 점이다.따라서 조직생활에서 불만족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정생활,여가생활의 삶 자체에까지 불만을 느낄 수 있다
는 것이다.
셋째,신체적 건강에서 살펴보면 직무불만족은 스트레스를 증대시켜 그것이 육체
적 건강을 저해시킨다는 것이다.자기의 직무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길다는 연구보고도 있다(박운성,1990).

(2)조직내적 측면에서의 직무만족의 중요성

첫째,실증적 검정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종업원의 직무만족이 그들의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심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상당 수
있다.즉 그들은 직무를 통해 만족을 얻고 있는 종업원들이 그렇지 못한 종업원들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둘째,종업원들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 호의적일 때 외부 사회에 대해 자기가 속
해있는 조직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어떤 면에서 공중관계(公衆關
係)의 기능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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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부여된 직무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만족적인 종업원 그럴지 않은 경우에 비
해 보다 원만하여 직무만족이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이것은 다시 조직의 생산
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직무만족이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2.직무만족의 결정과정

1)직무만족의 영향요인

직무자체가 어떤 실체가 아닌 복합적 속성 즉 과업,역할,책무와 이들 상호간
작용,유인 및 보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만족의 요인이나 영역을 정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대체로 직무에 대한 만족이란 직무에 대한 정서적 반응
으로 형태가 있거나 활동이 내적지향의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한 개인이 직
무에서 기대하는 것과 실제 얻는 것과의 비교로서 파악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복잡하고 유동적 개념인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은 자연 복잡해질 수밖에 없
으며 연구접근의 방향에 따라 예시되는 요인들은 상이해지는 것이다.대표적 견해
는 다음과 같다.
Ginzberg(1951)는 ① 경제적 보수와 명성 ② 특별한 활동과 목표달성에서 얻는
기쁨의 본질적 만족 ③ 사회적,환경적인 부수적 만족.
Wernimont(1996)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내재적 요소로는 ① 인정 ② 성취 ③ 직무자체 ④ 발전 ⑤ 책
임 5개 요인을 들고 외재적 요소로 ① 봉급 ② 회사정책 ③ 기술적 적합성 ④ 대
인관계 ⑤ 작업조건 등을 들고 있다.
Porter& Steers(1973)는 직무만족요인을 조직전체요인,작업환경요인,직무내용요
인,개인요인 등으로 분류 ① 조직전체의 요인으로 급료,승진기회,회사정책과 절
차 등으로 ② 작업환경 요인에는 작업집단을 구성하는 변수들로서 감독스타일,참
여적 의사결정,동료 작업자와의 관계,작업조건 등을 ③ 직무내용요인으로는 역할
모호성,역할갈등,잠재 능력 등을 ④ 개인적 요인에는 개별 종업원의 특성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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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것으로 연령과 근속을 비롯한 퍼스널리티 등의 요인들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열거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자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이 예시되고 있으나 초기
에는 경제적 요인들이 많이 기록되는데 비하여 현재 많은 연구들은 자율성,책임,
성장 등의 요인이 추가되어 복잡화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분류를 직무만족을 구성하는 영향요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종업원의
정신적인 만족감에 기여하며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인 정신적 요인과
노동의 대가로서 얻어지는 금전적인 유인에 관련된 물질적 요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이들 관계를 인간의 욕구와 관련시켜서 종업원의 근본적인 근로목적이 노
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물질적인 요인이 정신적
인 요인보다 직무만족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직무만족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쳐 왔으나 아직까지 직무의 특성 환경 및 탐구목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
며 동일한 요인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였다.

2)직무만족 결정의 이론성

인간은 조직에서 어떤 직위나 직무에 종사하든 그들의 직장에서 무엇인가를 얻
고자 하며 이것이 어느 정도 충족되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본다.이런
만족도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나 동기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오늘날 욕구
및 동기에 관한 이론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직무만족과 관련하여 그 영
향요인에 관한 견해가 많이 제시되어 오고 있으나 구체적 이론은 상대적으로 희소
한 편이다. 현재까지의 연구로서 발표된 만족결정이론을 살펴보며,
McCormick(1980)은 만족결정이론을 ① 비교이론 ② 수단성이론 ③ 사회적 영향이
론 ④ 공평성이론 ⑤ 2요인이론 등 5가지로 설명하고,Brophy(1959)는 4종류 즉 ①
욕구이론 ② 역할이론 ③ 자아이론 ④ 기대이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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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및및및 가가가설설설설설설정정정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본 연구모형에서는 직무만족과 분배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존에 연구
되어진 이론에서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특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변혁적 리더십을 카리스마,지적자극,개별화된 고려로 설정
하였으며,직무특성 변수는 Hackman과 Oldham(1976)의 연구를 바탕으로 Sims,
Szilagyi,Keller(1976)가 개발한 JobCharacteristicsInventory(JCI)를 통해 직무특성
이 제시한 핵심 직무특성을 측정하였다.조절변수는 직무만족과 분배공정성으로 설
정하였으며,마지막 종속변수는 혁신행동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그림 4-1>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4-1>본 논문의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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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가가가설설설설설설정정정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유발하는 요인
이 리더의 리더십 스타일인지 아니면 직무와 관련된 요인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카리스마,개별화된 고려,지적자극과
직무특성의 하위변수인 과업중요성,자율성,피드백이 구성원들의 혁신행동과 어떠
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직무만족과 분배공정성
에 의해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그림 4-1>의 연구모형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가가설설설 ⅠⅠⅠ 변변변혁혁혁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은은은 구구구성성성원원원의의의 혁혁혁신신신행행행동동동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Ⅰ-1.카리스마는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2.지적자극은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3.개별화된 고려는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가가설설설 ⅡⅡⅡ 직직직무무무특특특성성성은은은 구구구성성성원원원의의의 혁혁혁신신신행행행동동동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Ⅱ-1.과업중요성은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2.자율성은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3.피드백은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가가설설설 ⅢⅢⅢ 변변변혁혁혁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이이이 구구구성성성원원원의의의 혁혁혁신신신행행행동동동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은은은 분분분배배배공공공정정정성성성에에에
따따따라라라 다다다를를를 것것것이이이다다다

Ⅲ-1카리스마가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분배공정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Ⅲ-2지적자극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분배공정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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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개별화된 고려가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분배공정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가가설설설 ⅣⅣⅣ 직직직무무무특특특성성성이이이 구구구성성성원원원의의의 혁혁혁신신신행행행동동동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은은은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에에에 따따따라라라 다다다
를를를 것것것이이이다다다

Ⅳ-1과업중요성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다를
것이다.

Ⅳ-2자율성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다를 것이
다.

Ⅳ-3피드백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다를 것이
다.

제제제 333절절절 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1.변수의 조작적 정의

1)변혁적 리더십

본 연구에서는 Bass(1985)의 정의를 채택하였으며,조작화된 리더십유형으로 카리
스마,지적자극,개별화된 배려를 사용하였다.
카리스마는 리더가 바람직한 가치관이나 자신감 등을 종업원들에게 심어주며,스
스로 존경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조직 및 개인의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을 말
하며,지적자극은 종업원들이 상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합리적 틀을 뛰어
넘어 보다 창의적인 관점을 개발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말한다.개별화된 배려는 종
업원들이 개인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알맞은 임무를
부여하는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는 Bass(1995),Bass& Avolio(1990)의
측정 도구를 중심으로 하여 개발한 15개의 문항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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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무특성

Hackman과 Oldman(1976)의 연구를 바탕으로 Sims,Szilagyi,Keller(1976)가 개
발한 JobCharacteristicsInventory(JCI)를 통해 직무특성이 제시한 다섯 가지 핵심
직무특성 중 과업중요성,자율성,피드백을 사용하였다.
과업중요성은 직무가 다른 사람의 생활이나 작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
도를 말하며,자율성은 직무내용상 작업일정이나 작업방식 결정에 있어 작업자에게
부여된 실질적인 독립성이나 재량권의 정도를 말한다.피드백은 과업수행을 통하여
결과와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받게 되는가를 말한다.

3)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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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배공정성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의 보상과 같은 분배에 대한 공정성을 지각하는 정도를 정
의한다.분배공정성은 Niehoff와 Moorman(1993)의 연구에서 채택한 5개 항목을 사
용하였으며,개인의 노력,성과,책임,경력 및 경험의 기준에 비추어 공정한 보상
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측정하였다.

5)혁신행동

혁신행동은 새로운 아이디어,전략,프로세스,제품 그리고 서비스의 개발 및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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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과정으로서 개인의 문제해결 능력을 통해 창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다.혁신적 행동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
해 구성원들이 노력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2.설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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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년수,직급),변혁적 리더십,직무특성,직무만족,분배공정성,혁신행동을 측정
하기 위한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측정도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표 4-1>설문지 구성 및 내용

구구구분분분
주주주요요요내내내용용용 설설설문문문항항항목목목 내내내용용용 문문문항항항수수수 원원원천천천

변혁적 리더십
개별화된 고려(1)1,2,3,4,5
지적자극(1)6,7,8,9,10
카리스마(1)11,12,13,14,15

15문항 Bass,Bass&
Avolio(1990)

직무특성

과업중요성(2)1,2,3
자율성(2)4,5,6
피드백(2)7,8
과업정체성(2)9,10,11
과업다양성(2)12,13

13문항 Sims,Szilagyi
&Keller(1976)

분배공정성 분배공정성(3)9,10,11,12,13 5문항 Niehoff&
Moorman(1993)

직무만족 직무만족(4)1,2,3,4,5 5문항

혁신행동 혁신행동(3)1,2,3,4,5,6,7,8, 9문항 Scott&
Bruce(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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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변혁적 리더십은 4가지 하위차원인 카리스마,지적자극,개별화된 고려,분
발고취가 있지만,본 연구에서는 카리스마,지적자극,개별적 고려를 통해서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였다.분발고취를 제외한 이유는 이 변수가 카리스마와 밀접한 관
계가 있고 또한 카리스마의 하위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변혁적 리더십은
Bass(1985)의 다중요인 리더십 설문문항과 Bass와 Avolio(1990)가 사용한 문항을 참
고로 카리스마 5문항,지적자극 5문항,개별화된 고려 5문항 등 총 15문항을 사용
하였다.
둘째,직무특성 변수의 경우 Hackman과 Oldham(1976)의 연구를 바탕으로 Sims,
Szilagyi,Keller(1976)가 개발한 JobCharacteristicsInventory(JCI)를 통해 직무특성
이 제시한 다섯 가지 핵심직무특성을 측정하였다.각 직무특성마다 Likert유형의
7점 척도를 사용한 13문항을 사용하였다.
셋째,분배공정성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물에 대하여
결과물을 받는 조직구성원이 느끼는 공정성을 의미한다.분배공정성은 Niehoff와
Moorman(1993)이 개발한 5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넷째,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혁신행동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
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노력하는 정도를 평가하였다.9개 항목으로
구성된 Scott와 Bruce(1994)의 측정척도를 사용하였으며,리커트 유형의 7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3.표본 선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1개 구,전남의 자치단체 중 2개 군을
표본 대상기관으로 임의 추출하였다.
조사 표본은 3개 자치단체의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자치단체별 100명으
로 한정하였다.물론 조사 표본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급별,성별,근무년수
별 비율에 의한 층화표본 추출방법이 더욱 바람직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편의상 모든 공무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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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51부를 회수하였다.회수된 설문지 중 47부는 많은
부분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외시켜 204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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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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및및및 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제제제 111절절절 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1.표본의 특성

이론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모형에서 도출한 가설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를 파
악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된 자료는 광주광역시 자치구중 1개
구,광주에 인접한 전남의 자치단체 중 2개 군을 표본 대상기관으로 선택하였다.
조사 표본은 3개 자치단체의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자치단체별 100명으로
한정하였다.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6년 9월 10일부터 10월 10일에
걸쳐 설문지를 작성 배부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수집된 표본의 수는 총 251명이었다.그러나 실제 실증분
석에서는 측정치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용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불성실한 답변을
제거하고 최종분석에 204부의 설문지를 최종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5-1>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성별 표본 구성은 남성이 132명(64.7%),
여성이 72명(35.3%)으로 남성이 많았으며,학력은 고졸이 19명(9.3%),전문대졸과
대졸이 각각 33명(17.1%),141명(69.1%)으로 나타나 표본의 절반이상이 대졸자임을
알 수 있다.연령으로는 26세에서 45세까지가 179명(87.8%)으로 나타났으며,46세에
서 51세 이상이 19명(9.3%)로 나타나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결혼여부는
기혼이 144명(70.6%),미혼이 60명(29.4%)로 나타났다.근무년수는 고른 분포를 보
이고 있으며,10년 이상 15년 이하가 62명(30.4%),15년 이상이 42명(20.6%)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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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표본의 절반이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급은 7급과 8급이 75명,54명으로 나타나 근무년수와 관련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5-1>표본의 특성

구구구 분분분 빈빈빈도도도 비비비율율율

성 별 남
여

132
72

64.7
35.3

최종학력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19
33
141
11

9.3
16.2
69.1
5.4

연 령

25세 이하
26세～30세
31세～35세
36세～40세
41세～45세
46세～50세
51세 이상

6
34
55
49
41
11
8

2.9
16.7
27.0
24.0
20.1
5.4
3.9

결혼여부 기 혼
미 혼

144
60

70.6
29.4

근무년수

6개월 미만
6개월～2년 이하
2년 이상～5년 이하
5년 이상～10년 이하
10년 이상～15년 이하

15년 이상

9
24
36
31
62
42

4.4
11.8
17.6
15.2
30.4
20.6

직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23
75
54
51

0.5
11.2
36.8
26.5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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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1)신뢰성 검증

본 연구의 가설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가설검정에 필요한 각 개념들이 신
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연구변수의 신뢰성이란 동
일한 내용에 대해 측정을 반복할 경우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이
것은 다양한 상황에 따른 측정된 값의 안정성에 관련된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
한 방법으로는 내적 일관도법,재검증법,반분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여기서 내적
일관도법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문항을 이용하는 경우,신뢰성
을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
기 위한 방법으로 Cronbach의 alpha계수를 이용한다.Cronbachalpha값이 0.6이
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보며,전체 변수를 하나의 척도로 종합하여 분석할 수 있
다.본 연구에서는 Cronbach의 alpha계수를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분석했다.
변수들의 신뢰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5-2>와 같다.

<표 5-2>변수들의 신뢰성 분석결과

범범범위위위 변변변수수수 설설설문문문항항항목목목 신신신뢰뢰뢰성성성계계계수수수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5 0.916
지적자극 4 0.888

개별화된 고려 4 0.907

직무특성
과업중요성 3 0.873
자율성 3 0.853
피드백 2 0.723

분배공정성 3 0.759
직무만족 2 0.778
혁신행동 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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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독립변수의 변혁적 리더십 변수
중에서 개별화된 고려 설문항목 중 1개(Ⅰ-1)를 제거하였고,지적자극 설문항목 중
1개(Ⅰ-10)를 제거하였다.직무특성의 하위변수인 과업다양성과 과업정체성의 경우
에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항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항목이 모두 제거되어 연
구가설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조절변수인 분배공정성 변수 중에서 설문항목 2개(Ⅱ-9,10)항목을 제거하
였다.직무만족의 경우에는 설문항목 3개(Ⅱ-14,17,18)를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혁신행동 변수 중에서 설문항목 2개(Ⅲ-2,9)를 제거하였
다.
이와 같은 신뢰도 분석 연구결과를 보면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카리스마
의 경우 0.916,지적자극의 경우 0.888,개별화된 고려의 경우 0.907로 나타났으며,
직무특성 하위변수인 과업중요성의 경우 0.873,자율성 0.853,피드백 0.723으로 나
타났다.
분배공정성과 직무만족의 경우 0.759,0.778로 나타났으며,혁신행동의 경우에도
0.940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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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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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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변혁적 리더십의 타당성 분석

변혁적 리더십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5-3>와 같으며,Eigenvalue가
1이상인 변혁적 리더십 요인은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요인 1은 카리스마,요인 2
는 개별화된 고려,요인 3은 지적자극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표 5-3>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항목별 요인분석

구구구분분분
변변변수수수

요요요인인인111 요요요인인인222 요요요인인인333
카카카리리리스스스마마마 개개개별별별화화화된된된 고고고려려려 지지지적적적자자자극극극

카리스마 (설문Ⅰ-13)
카리스마 (설문Ⅰ-14)
카리스마 (설문Ⅰ-12)
카리스마 (설문Ⅰ-15)
카리스마 (설문Ⅰ-11)

000...999111
000...888888
000...888777
000...888777
000...777999

-0.08
0.03
-0.08
0.06
-0.04

-0.01
-0.04
0.00
-0.08
0.12

개별화된 고려 (설문Ⅰ-5)
개별화된 고려 (설문Ⅰ-3)
개별화된 고려 (설문Ⅰ-4)
개별화된 고려 (설문Ⅰ-2)

-0.04
-0.09
-0.06
0.08

000...888555
000...888555
000...888444
000...888111

0.26
0.26
0.29
0.28

지적자극 (설문Ⅰ-9)
지적자극 (설문Ⅰ-8)
지적자극 (설문Ⅰ-6)
지적자극 (설문Ⅰ-7)

0.00
0.01
-0.01
-0.01

0.18
0.29
0.37
0.47

000...888777
000...888555
000...777777
000...777111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5.06
38.90
38.90

3.74
28.79
67.69

1.16
8.90
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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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리더십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인들이 총 분산의 70% 이상을 설명하
고 있으며,요인 적재치 또한 0.7이상으로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개념 타당성은 높다고 말
할 수 있다.

(2)직무특성의 타당성 분석

직무특성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는 <표 5-4>와 같으며,Eigenvalue가 1이상인 직
무특성 요인은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요인 1은 과업중요성,요인 2는 자율성이며,
요인3은 피드백으로 분석되었다.

<표 5-4>직무특성에 대한 항목별 요인분석

구구구분분분
변변변수수수

요요요인인인111 요요요인인인222 요요요인인인333
과과과업업업중중중요요요성성성 자자자율율율성성성 피피피드드드백백백

과업중요성 (설문Ⅱ-1)
과업중요성 (설문Ⅱ-2)
과업중요성 (설문Ⅱ-3)

000...888999
000...888888
000...888111

0.13
0.24
0.22

0.13
0.13
0.15

자율성 (설문Ⅱ-5)
자율성 (설문Ⅱ-4)
자율성 (설문Ⅱ-6)

0.14
0.26
0.21

000...999111
000...888000
000...888000

0.13
0.21
0.18

피드백 (설문Ⅱ-7)
피드백 (설문Ⅱ-8)

0.12
0.17

0.20
0.18

000...888666
000...888555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3.93
49.09
49.09

1.33
16.58
65.67

1.05
13.16
78.83

직무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인들이 총 분산의 70%이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요인 적재치 또한 0.6이상으로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직무특성의 구성개념 타당성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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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혁신행동 및 분배공정성,직무만족에 대한 타당성 분석

혁신행동 및 분배공정성,직무만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9개 문항 중 7개 문항
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문항이 3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표 5-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혁신행동,분배공정성,직무만족과 관
련하여 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문항들의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가 요인별로 모두 높게 나왔으며 3개 요인인 혁신행동,분배공정성,직무
만족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표 5-5>혁신행동,분배공정성,직무만족에 대한 항목별 요인분석

구구구분분분
변변변수수수

요요요인인인111 요요요인인인222 요요요인인인333
혁혁혁신신신행행행동동동 분분분배배배공공공정정정성성성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혁신행동 (설문Ⅲ-4)
혁신행동 (설문Ⅲ-5)
혁신행동 (설문Ⅲ-3)
혁신행동 (설문Ⅲ-6)
혁신행동 (설문Ⅲ-1)
혁신행동 (설문Ⅲ-8)
혁신행동 (설문Ⅲ-9)

000...999111
000...999000
000...888222
000...777777
000...777666
000...777555
000...777444

0.15
0.13
0.27
0.35
0.32
0.34
0.39

0.03
0.05
0.06
0.03
0.13
0.13
0.15

분배공정성 (설문Ⅲ-12)
분배공정성 (설문Ⅲ-13)
분배공정성 (설문Ⅲ-11)

0.23
0.30
0.30

000...777999
000...777777
000...777666

-0.10
0.10
0.07

직무만족 (설문Ⅳ-2)
직무만족 (설문Ⅳ-3)

0.06
0.12

-0.02
0.06

000...999111
000...888999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6.21
51.77
51.77

1.62
13.51
65.29

1.11
9.25
74.53

이 3개 요인을 설명해 주는 누적분산은 74.53%였으며,혁신행동 요인의 설명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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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비율은 51.77%,분배공정성의 설명 분산비율은 13.51%,직무만족의 설명 분산비
율은 9.25%로 나타났다.

3)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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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존재유무
를 알아보고,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미가 있는지 알아본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5-6>와 같다.

<표 5-6>전체요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평균 표준
편차

카리
스마

개별
고려

지적
자극

과업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혁신

행동
분배
공정성

직무
만족

카리스마 5.13 1.12 1.00
개별고려 4.65 1.10 -0.06 1.00
지적자극 5.12 1.03 -0.01 0.64** 1.00
과업중요성 5.24 1.04 0.05 0.36** 0.43** 1.00
자율성 4.74 1.25 0.02 0.45** 0.45** 0.46** 1.00
피드백 5.55 0.83 -0.01 0.36** 0.31** 0.35** 0.43** 1.00
혁신행동 4.65 1.10 -0.15* 0.43** 0.45** 0.46** 0.45** 0.34** 1.00
분배공정성 4.45 1.16 -0.12 0.34** 0.33** 0.36** 0.49** 0.42** 0.61** 1.00
직무만족 4.99 1.14 0.11 0.29** 0.32** 0.20** 0.23** 0.18** 0.20** 0.08 1.0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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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1.변혁적 리더십과 혁신행동에 관한 가설검증

독립변수인 변혁적 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력이 어느 정도인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변혁적 리더십의 카리스마,
개별화된 고려,지적자극 3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인 혁신행동에 어느 정
도 영향력과 설명력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Ⅰ :변혁적 리더십은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1.카리스마는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2.지적자극은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3.개별화된 고려는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5-7>와 같다.

<표 5-7>변혁적 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혁혁혁신신신행행행동동동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카리스마 -.131 .060 -.133 -2.173 .031*

.256 22.893개별화된 고려 .218 .079 .218 2.749 .007**

지적자극 .336 .085 .314 3.958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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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혁적 리더십과 혁신행동과의 영향력 검증결과 <표 5-7>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설명력(R2)이 .256으로 나타났으며 F값은 22.893(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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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냈다.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카리스마,개별화된 고려,지적자극의 경우 모두 혁
신행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위와 같은 결과는 변혁적 리더
십이 부하들의 업적과 관련되어 있으며,부하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카리스마의 경우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카리스마 리더로 인식되는 사람은 조
직의 현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특성이며 개인의 이해관계보다는
위험과 손실을 감수해서라도 조직의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이
와 같은 리더십 특성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을 혁신적인 행동을 유발시키
는데 부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변혁적 리더십의 지적자극이나 개인적
배려 요인이 혁신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수 있
으며,따라서 조직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리더십의 특성으로서 카리스마 요인은
혁신적 행동에는 긍정적이지 못함을 판단할 수 있다.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
고 있는 상사가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관여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상사와 부하간에 상호신뢰,존경과 호감 등의 관계를 먼저 형성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상호신뢰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 리더가 부하들
의 강력한 역할모델이 되지 않으며,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혁신행동도 기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부하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자극하고 그들 자
신의 신념과 가치뿐만 아니라 리더와 조직의 신념과 가치를 새롭게 바꿔나가는 리
더의 경우 구성원들과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2.직무특성과 혁신행동과의 관계

독립변수인 직무특성이 종속변수인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직무특성의 과업중요
성,자율성,피드백 3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인 혁신행동에 어느 정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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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과 설명력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Ⅱ :직무특성은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1.과업중요성은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2.자율성은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3.피드백은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5-8>와 같다.

<표 5-8>직무특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혁혁혁신신신행행행동동동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과업중요성 .317 .072 .299 4.400 .000***

.299 28.495자율성 .234 .062 .265 3.770 .000***

피드백 .158 .089 .119 1.789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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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특성과 혁신행동의 영향력을 검증 결과 <표 5-8>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설명
력(R2)이 .299로 나타났으며 F값은 28.495(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
냈다.구성원의 혁신행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직무특성 요인은 과업
중요성 이었으며(β=.299,P<.000),그 다음은 자율성이었다(β=.265,P<.000).
직무특성 변수 중 과업중요성과 자율성이 혁신행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피드백의 경우 혁신행동에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3.변혁적 리더십과 분배공정성과 혁신행동에 관한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된 독립변수,즉 변혁적 리더십의 카리스마,개별화된 고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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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극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분배공정성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항목들은 모두 리커트의 7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Baron과 Kenny(1986)는 이와 같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모두 연속 변수인 경우
에는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조절회귀분석이 적합하다고
강조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
로 활용되는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Ⅲ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분배공정성에 따
라 다를 것이다.
Ⅲ-1카리스마가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분배공정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Ⅲ-2지적자극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분배공정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Ⅲ-3개별화된 고려가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분배공정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Ⅲ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5-9>와 같으며,조절회귀분석의 2단계와 3단계
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배공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는데 변혁적 리
더십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2단계의
R2값이 .462,3단계에서 R2값이 .466으로 증가함으로서 조절효과의 설명력을 검증
하는데 유의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변혁적 리더십과 분배공정성의 상
호작용변수가 모든 부문에서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조절변인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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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변혁적 리더십과 혁신행동과 분배공정성의 조절효과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구구구분분분

혁신행동
2단계(β) 2단계(t) 3단계(β) 3단계(t)

독립변수
카리스마 -.080 -1.521 .006 .026
지적자극 .223 3.260*** .239 .783

개별화된 고려 .110 1.602 -.136 -.485
조절변수 분배공정성 .492 8.728*** .308 .716

상호작용변수

카리스마 *
분배공정성 -.113 -.385
지적자극 *
분배공정성 .449 .876
개별화된 고려*
분배공정성 -.034 -.055

R2
F

.462
42.667

.466
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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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직무특성과 직무만족과 혁신행동에 관한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직무특성 변수 중 과업 중요성과 자율성,피드백이 혁신행동
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의 조절효과를 가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Ⅳ 직무특성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다를
것이다.

Ⅳ-1과업중요성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다를
것이다.

Ⅳ-2자율성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다를 것이
다.

Ⅳ-3피드백이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만족에 따라 다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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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Ⅳ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5-10>과 같다.

<표 5-10>직무특성과 혁신행동과 직무만족의 조절효과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구구구분분분

혁신행동

2단계(β) 2단계(t) 3단계(β) 3단계(t)

독립변수
과업중요성 .293 4.287*** .489 1.891
자율성 .256 3.608*** .037 .146
피드백 .114 1.704 .517 2.125*

조절변수 직무만족 .064 1.036 1.997 4.873***

상호작용변수

과업중요성 *
직무만족 1.347 2.994**

자율성 *직무만족 .285 .756

피드백 *직무만족 1.243 2.519*

R2
F

.303
21.647

.389
1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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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단계의 R2값이 .303에서 3단계에서는 .389로 증가
함으로서 △R2값이 8.6% 증가하고 있다.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조절효과의 설명
력을 검증하는데 유의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 직무에 대한 만족을 하게 되면 과업중요성이 혁신행동(β
=1.347,p<.001)에 대한 영향력에서는 정의 방향으로 상승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피드백의 경우(β=1.243,p<.001)에도 정의 방향으로 상승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 자
신이 하고 있는 과업의 중요성을 지각하게 되면 직무에 대한 만족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직무만족을 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
하고,창의적인 업무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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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666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의의의 요요요약약약 및및및 시시시사사사점점점

본 연구는 광주․전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 3곳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리더십
스타일과 직무특성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재검토 하고 구성원들의
혁신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이 분배공
정성과 직무에 대한 만족을 했을 때 혁신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
고자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 되면서 리더십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어 오고 있으
며 또한 공무원들의 참여와 자율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경영환경 하에서 리더의 역할과 직무의 특성 중 어느 것이 공무원들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첫째,변혁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혁신행동
과의 관계에 대한 검증 결과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카리스마,지적자극,개
별화된 고려의 경우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카리스마의 경우 혁신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상사와 부하 간에 상호신뢰,존경과 호감 등의 관계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상호신뢰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 리더가 부하들의 강력한
역할모델이 되지 않으며,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혁신행동도 기대할 수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그럼으로 조직의 리더는 강한 자신감,신념,도덕적 정당성에 대
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구성원들에게 리더 자신의 신념에 기초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성공에 대한 확신을 부여함은 물론 조직구성원들에게 상위수준의 욕구를
자극시켜 목표달성을 향한 강한 동기를 일으키게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이에 따라
리더와 구성원들이 설정된 목표를 위해 상호 관련된 역할과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제공한다면 조직의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은 높아질 것
이며 또한 조직의 성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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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직무특성과 구성원의 혁신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검증결과 직무특성의 하위
변수인 과업중요성,자율성의 경우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피드백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결과는 공무원들
이 작업의 일정과 방법을 채택하는데 부여된 자유,독립성,재량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보다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혁신행동을 유발하게 되고 개인의 내적인 노력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공무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도록 만들
어 주어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각의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변혁적 리더십과 혁신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배공정성의 조절효과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물론 분배공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설명력이 증가하
기 때문에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조절변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
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그러나 분배공정성의 경우 공무원들이 개인의 노력과
성과,경험에 기준하여 공정한 보상이 따른다고 인식할 때 상사에게서 강력한 역할
모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직무특성과 혁신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
과 직무만족의 경우 과업중요성과 피드백에 있어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자율성의 경우에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공무원 자신이 하고 있는 직무가 다른 사람의 작업이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혁신행동이 나올 것이며,이러한 혁신행동은 각 개인
이 직무에 대한 만족을 느꼈을 때 보다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동이 나오게 될
것이다.또한 공무원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유효하게 수행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 이에 따라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결과를 알게 될 것이고 자신이
취한 방법에 대해 수정을 하거나 개선을 하게 됨으로 직무에 만족을 하고 혁신행
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혁신행동을 높이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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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조직구성원들을 관심과 격려로 이끌어 가는 리더,조직성과
를 이루기 위해 구성원들을 일대일의 관계를 통하여 공평하면서 서로 다르게 보상
하는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직무 특성의 경우에도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동을 창출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직무가 중요하다고 인식
시켜주며,자율성을 부여하고,자신이 맡은 직무에 책임을 부여하고,피드백을 해주
어야 할 것이다.

제제제 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점점점과과과 앞앞앞으으으로로로의의의 연연연구구구방방방향향향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사․조직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
제 중 하나인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특성 그리고 혁신행동을 선정함으로서 기존 연
구 자료의 수집에는 장점이 있는 반면,많은 연구 모형 속에서 연구모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첫째,일반화의 문제이다.모집단이 광주․전남지역으로
한정된 점과 지방자치단체 3곳으로 한정한 점을 들 수 있다.본 연구의 경우 소규
모 표본을 활용하였으며,시간을 두고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해보는 시계
열적 종단연구가 되지 못하고 횡단적인 연구가 되었다는 점이다.따라서 본 연구결
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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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본 연구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환경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다. 따라서 미래의 연구는 많은 변수를 고려하여 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
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설문조사 및 자료수집상의 한계점이 있다.설문지를 토대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요소들에 대하여도 응답자들의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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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7점 척도를 이용하여 계량화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그러므로 미래의 연구
는 질적인 특성에 대하여는 7점 척도 등의 방법이외에 다른 적절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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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아래 항목은 우우우리리리 자자자치치치단단단체체체장장장의의의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스스스타타타일일일에 대한 항목들입니다.자치단체
장에 대하여 평소 느끼는 대로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용을 잘 읽으시고
귀하께서 느끼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번호항목에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우우리리리 자자자치치치단단단체체체장장장은은은???
전혀
그렇
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
다

1.직원들에게 깊은 개인적 관심을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직원들의 경력관리를 세심하게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직원들의 개인적 감정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소외되는 직원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새로운 시각으로 업무 문제를 접근하도록 신
선한 자극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사고방식과 관점을 제시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직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시토
록 격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직원들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추진
하도록 자주 요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직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직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과업에 열중하도록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직원들이 따를만한 이상적 모델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직원들에게 성취의 표상이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직원들은 이 상사를 만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우리의 상사와 함께 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
이 마음이 들뜨고 기분이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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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다음은 나의 가가가치치치관관관과과과 업업업무무무특특특성성성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다음의 내용에 대해 나
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골라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설설문문문항항항목목목
전혀
그렇
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
다

1.내가 맡고 있는 업무는 직장내에서 가장 중요
한 업무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우리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 내가 맡
고 있는 업무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나의 업무처리 결과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
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나의 업무는 내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일들
로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나는 업무처리에 관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내가 업무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내
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 처리되지 못한 부
분을 곧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상급자나 동료가 지적해주지 않더라도 업무처
리 그 자체를 통해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나는 어떤 일의 한 부분만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나의 업무는 대부분 처음부터 내가 시작해
서 내가 마무리 짓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떤 일의 시작에서
끝마무리까지 모두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내게 맡겨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간단한 일을 반복
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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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다음은 귀하의 혁혁혁신신신행행행동동동과 분분분배배배공공공정정정성성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내용을 잘 읽으시
고 귀하께서 느끼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숫자에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설설문문문항항항목목목
전혀
그렇
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
다

1.나는 어려운 업무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나는 업무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
술,도구,방법 등을 찾으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나는 업무와 관련해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
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얻어
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을 형성
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나는 직장의 핵심인물들을 혁신적 아이디어
에 대한 열렬한 후원자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잘 다듬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업무에 도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실용적 가치를 꼼
꼼하게 따져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내가 받는 보상에 비추어 볼때 나는 너무
열심히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나는 직장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
이지만,직장은 그런 사실을 별로 인정하지 않
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내가 받는 대우에 비해 업무를 위해 너무 많
이 애쓰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나는 직장에서 불공정하게 나쁜 대우를 받
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나의 자격,능력,노력 등을 고려할 때 내
가 받는 보수는 적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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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다음은 귀하가 담당하는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에 대한 항목들입니다.내용을 잘 읽으시고
귀하께서 느끼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숫자에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설설문문문항항항목목목
전혀
그렇
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
다

1.나는 나의 업무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나는 나의 동료에 대하여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나는 상사에 대하여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나는 내가 받는 급여에 대하여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나는 승진과 인사고과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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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다음은 개개개인인인특특특성성성에 관한항목입니다.내용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해당문항에 체
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1)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귀하의 최종 학력(재학도 포함)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3)귀하의 연령은?
① 25세 이하 ② 26～30세 이하 ③ 31～35세 이하 ④ 36～40세 이하
⑤ 41～45세 이하 ⑥ 46～50세 이하 ⑦ 50세 이상

4)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결혼 ② 미혼

5)귀하의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년수?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2년 ③ 2～5년
④ 5～10년 ⑤ 10년～15년 ⑥ 15년 이상

6)귀하의 직급은?
① 5급 ② 6급 ③ 7급 ④ 8급 ⑥ 9급

☞☞☞ 수수수고고고하하하셨셨셨습습습니니니다다다...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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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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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2006년 월 일

저작자:최 형 주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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