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2000000888년년년 222월월월
석석석사사사학학학위위위논논논문문문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이이이 조조조직직직성성성과과과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경경경영영영대대대학학학원원원

경경경 영영영 학학학 과과과

구구구 태태태 영영영

[UCI]I804:24011-200000236052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이이이 조조조직직직성성성과과과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AAASSStttuuudddyyyooofffttthhheeeEEEffffffeeeccctttooofffttthhheeeLLLeeeaaadddeeerrrssshhhiiipppSSStttyyyllleee
ooonnnttthhheeeOOOrrrgggaaannniiizzzaaatttiiiooonnnaaalllPPPeeerrrfffooorrrmmmaaannnccceee

222000000888년년년 222월월월 일일일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경경경영영영대대대학학학원원원

경경경 영영영 학학학 과과과

구구구 태태태 영영영



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이이이 조조조직직직성성성과과과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지지지도도도교교교수수수 이이이 강강강 옥옥옥

이이이 논논논문문문을을을 경경경영영영학학학 석석석사사사학학학위위위 논논논문문문으으으로로로 제제제출출출함함함...

222000000777년년년 111000월월월 일일일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경경경영영영대대대학학학원원원

경경경 영영영 학학학 과과과

구구구 태태태 영영영



구구구태태태영영영의의의 석석석사사사학학학위위위 논논논문문문을을을 인인인준준준함함함...

위위위원원원장장장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교교교수수수 (((인인인)))

위위위 원원원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교교교수수수 (((인인인)))

위위위 원원원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교교교수수수 (((인인인)))

222000000777년년년 111222월월월 일일일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경경경영영영대대대학학학원원원



- 1 -

목목목 차차차

AAABBBSSSTTTRRRAAACCCTTT

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111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2

제제제222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333
제1절 리더십의 개념 및 이론 ··························································································3
1.리더십의 개념 ··············································································································3
2.리더십 이론 ················································································································5
1)변혁적 리더십 ········································································································5
2)거래적 리더십 ········································································································9

제2절 직무만족의 개념 및 이론 ····················································································12
1.직무만족의 개념 ······································································································12
2.직무만족의 영향요인 ······························································································14
3.직무만족 이론 ··········································································································16
4.리더십 유형과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 ······················································18

제제제333장장장 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및및및 가가가설설설설설설정정정···························································································································································································································222000
제1절 연구모형의 설정 ·······································································································20
제2절 가설 설정·····················································································································21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23
1.변수의 조작적 정의····································································································23
2.설문 구성 ····················································································································24
3.표본 선정 및 분석 방법 ··························································································25



- 2 -

제제제444장장장 실실실증증증 분분분석석석 및및및 가가가설설설 검검검증증증···············································································································································································································222666
제1절 실증 분석 ···················································································································26
1.표본의 특성··················································································································26
2.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27

제2절 가설 검증·····················································································································32
1.변혁적 리더십과 팀워크와의 관계 ········································································32
2.거래적 리더십과 팀워크와의 관계 ········································································34
3.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35
4.거래적 리더십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36
5.변혁적 리더십과 매개변인(직무만족)과 팀워크와의 관계 ······························37
6.거래적 리더십과 매개변인(직무만족)과 팀워크와의 관계 ······························40

제제제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444222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42
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 ·······························································43

참고문헌····························································································································46
설문지································································································································48



- 3 -

표표표 차차차 례례례

<표 2-1>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저 리더십의 비교 ····························································12
<표 2-2>직무만족의 정의 ·····································································································13
<표 2-3>직무만족의 영향 요인 ··························································································15
<표 3-1>설문지 구성 및 내용 ······························································································24
<표 4-1>표본의 특성 ··············································································································27
<표 4-2>변수들의 신뢰성 분석결과 ····················································································28
<표 4-3>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항목별 요인분석 ····························30
<표 4-4>임파워먼트에 대한 항목별 요인 분석 ································································31
<표 4-5>전체요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32
<표 4-6>변혁적 리더십이 팀워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33
<표 4-7>거래적 리더십이 팀워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34
<표 4-8>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36
<표 4-9>거래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37
<표 4-10>매개변수의 조건 ····································································································38
<표 4-11>변혁적 리더십과 팀워크와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에 매개 역할··········39
<표 4-12>거래적 리더십과 팀워크와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의 매개 역할··········41
<표 4-13>가설검증 결과 요약 ······························································································42



- 4 -

그그그 림림림 차차차 례례례

<그림 3-1>본 논문의 연구 모형·····················································································20



- 5 -

AAABBBSSSTTTRRRAAACCCTTT

AAASSStttuuudddyyyooofffttthhheeeEEEffffffeeeccctttooofffttthhheeeLLLeeeaaadddeeerrrssshhhiiipppSSStttyyyllleee
ooonnnttthhheeeOOOrrrgggaaannniiizzzaaatttiiiooonnnaaalllPPPeeerrrfffooorrrmmmaaannnccceee

ByTai-young,Ku
Advisor:Prof.Kang-okLee,Ph.D
DepartmentofBusinessAdminstration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stration,ChosunUniversity

Thetransitionintotheinformation andknowledge-basedsociety hasa
greatinfluenceontheoperationofasocialsystem.
Inthepastindustrialsociety,basedontheprincipleofthedivisionof
labor,a system had rigidly been run between differentfunctions and
positions.Thesystem'sculturewasauthoritativeandbureaucraticaswell.
Inthemoderncomplicatedandpluralsociety,however,theoperationofa
system has been changing in an aspectoforganizing ordisorganizing
workforcewhenevernecessary.
Ithasbeencommonthataprojected-focusedsystem hasbeenbecoming
short-termedandequalledratherthanfixedandauthoritative.
Intheageofglobalcompetitionwherediversityandcreativityaremajor
priorities,a leadership requires voluntary and creative participation from
membersofthe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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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sretoldthattheleadershipiscontinuouslyrequiredintodividingthe
powerwiththemembersofthesystem,mineralizingthecontroloverits
members,promotingdemocraticparticipation.
Consideringaleadershipbasedonatraditionalorganizationandcustom,
thesedemandsarechallengeontheleadership.
In this context,this essay make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s
betweenthetypesoftheleadershipsandtheoutcomesofthesystems.
Forresearch,SPSS/PC+ hasbeen applied into a validity analysisfor
frequencyandfactorsanalysis.Invaliddataareremovedandreliabilitiesare
analyzed.
Toanalyzethecorrelativityamongdata,acorrelativeanalysishasbeen
practiced.Toexamineahypothesis,multipleregression analysis hasbeen
adopted.
Inthisstudy,aleadershipstyleissetasanindependentvariable.Itis
examined how much dependson theleadership styleon theemployee's
satisfaction.Itisalsoobserved how thejob satisfaction worksbetween
teamworks.
Theresultofthestudy showsthatemployeeshavepositiveattitudes
towards theirduties when employees have been encouraged to have a
chanceofself-development.
Thisstudyexposedmethodicallimitationsintheprocessofitsresearch.
Itisnecessary to considerthatan in-depth discussion overcorrelation
betweenfactorsisoverlookedinthi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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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은 격변의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관리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임을 인식하고
단순히 조직을 위해 일만하도록 하는 과거의 타율적 인사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구성원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자율적 인적자원경영으
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더욱이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임원과 리더의 새로운 역
할 정립이 그와 동일선상에서 강조되고 있다.이것은 과거 리더들처럼 지시와 통제
위주의 스타일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리더가 팀워크의 조정자이면서 동시에 부하들
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제공자인 코치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조직이나 집단이 높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리더 혼자만이 리더십 특성을 함
양하고 행위스타일을 개발하며 상황에 적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무엇보다
도 리더에 의해 조직 구성원들이 고무되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할 때 조직의 성과가
높아지는 것이다.따라서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모티베이트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조직 구성원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의 변화를 촉진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최근의
급격하고 복잡한 경영환경의 변화는 구성원들의 팀과 조직에 대한 강한 일체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경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상사가 어떤 리
더십 스타일을 발휘하였을 때,종업원들이 직무에 만족을 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직무만족이 팀워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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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 방법을 취하고 있다.하나는 문헌 연구이며,또 하나는
실증 연구이다.문헌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실증 연구
는 설계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문헌 연구에서는 주로 국내외에서 발표된 학술논문과 리더십관련 단행도서를 참
조하여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
였다.그리고 리더십 유형과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관계를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하
였다.
실증 연구에서는 광주ㆍ전남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리더십 유형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각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또
한 리더십 유형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계된 연구
모형에서는 리더십 유형을 독립변수로,직무만족을 매개변수로,팀워크를 종속변수
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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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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제제제111절절절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및및및 이이이론론론

111...리리리더더더십십십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리더십이 인간의 큰 관심사가 되어온 이유가 무엇일까?그것은 인간이 조직생활
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강한 장수 밑에 약한 졸개 없다”,“난세에 영웅 나온다”는 말은 조직구성원이
리더의 행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격언이다.조직
의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특성을 잘 살피고 이들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역사적 사건들과 월드컵 4강의
신화가 증명하고 있다.구약시대 출애굽에서 모세의 역할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말
할 수 있다.만일 모세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집트에서 시나이반도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못했을 것이다.또한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거북선 12척만을
이끌고 수적으로 우세했던 왜군을 무찌름으로써 수세에 몰려 있던 전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은 이순신장군의 리더십을 알지 못하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일
것이다.히딩크 감독이 없었다면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또한 리더
십은 조직의 성공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리더십은
목표와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고 시간 관리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개인은 물
론 조직의 뜻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한 조직의 성패를 효과적인 리더십의 발휘 여부와 관련지어 생각하
기도 한다.또한 사회의 전반적인 사고가 인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경영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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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이러한 인간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현대적 경영의 관
점에서는 리더십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부각된다.리더십은 우리말로 지도,지휘,
지도력,지도의 과정,지도자의 정신,지도자의 역할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리더
십에 관한 정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이를 종
합해보면 결국 리더십이란 어떤 상황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개인이 다른 개인
이나 집단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조직행동론뿐만 아니라 조직구조론의 연구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
요한 핵심 중의 하나가 바로 리더십이다.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연구 분야 중 하나이며,행동과학의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리더십이 이처럼 중요하게 인식되는 이유는 조직체의 목적
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효과
적으로 조직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역량과 대인관계
역량의 향상 및 집결이 필수적이다.그리고 이러한 역량의 향상 및 집결은 리더의
역할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다시 말해서 리더십은 개인행동과 집단행동의 형성
은 물론 이들 행동을 조직체 성과에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리더십 이론의 발전은 결국 어떠한 리더십이 조직목표의 달성과 조직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다시 말해서 리더의 성공에 영
향을 미치는 조건을 밝혀내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의 이론들이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리더십은 리더의 공식적 권한에 의해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잠재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힘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이다.이것은 리더십이 리더와 부하
간의 상호작용에서 리더의 공식적 권한 및 잠재능력을 활용하여 부하가 수용이 가
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되기 때문이기도 하다.당연한 얘기지
만 이론과 현실간의 간격의 언제나 존재해 왔으며,오히려 이러한 점 때문에 지속
적인 이론의 발전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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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리리리더더더십십십 이이이론론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들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이 이론들은 하위자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
루는 동시에 그 동안 전통적 리더십 이론에서 간과되어 왔던 리더와 하위자간의
실질적인 영향력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리더십의 본질에 보다 근접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 이전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특성이론에서 행동이론,그리고 상황이론
으로 진행되어 왔다.이러한 리더십 모형의 일반적 공통점은 리더가 부하의 순종과
협력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는데 있다는 것이다.그
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경영환경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리더
십 이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리더십 이론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111)))변변변혁혁혁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
1980년대 들어 경영 연구자들은 리더가 조직을 변화시키고 활력을 넣어주는 방
법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갖게 되었다.이러한 주제는 특히 많은 미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로부터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었다.198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기업들은 일본 등의 외국 기업들
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조직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그 일환으로 리더십의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리더가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개념은 번즈(Burns,1978)에 의해 전통적 리더십 이론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으며,이러한 개념이 배쓰(Bass,1985)에 의해 정교화
되었고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배쓰(Bass,1985)는 번즈(Burns,1978)의 이론을 토대로 변혁적 리더십 이론을 제
안하였다.변혁적 리더십이란 리더가 부하들에게 과업 성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조직과 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하도록 하며,더욱 상위의 욕구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부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리더십을 의미한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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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리더가 보상과 처벌을 통해 부하들을 동기 부여 하는 것과는 달리 변혁적 리더
는 부하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영감적인 메시지를 통해 부하들이 그러한
비번에 몰입하게 한다.이를 통해 부하들은 자신의 업무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키게 되며,자신의 업무에 만족하게 되
고,높은 수행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Bass,1985).변혁적인 리더십
의 정도는 부하들에게 미치는 리더십의 영향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데,변혁적 리
더의 부하는 리더에 대해 신뢰감,존경심,충성심을 느끼게 되고,이를 통해 기대
이상의 수행을 달성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초기에 Bass는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로서 카리스마,지적 자극,개별적 배
려 등 세 가지의 요소를 제안하였다.먼저 카리스마란 부하들에게 비전과 사명감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고취시킴으로써 부하들로부터 리더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획득
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개별적 배려란 리더가 부하들의 개인적 욕구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부하들을 일대일의 관계로 대우하는 정도를 말한다.지적 자극은 리
더가 부하들에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
도록 유도하는 정도를 말한다.
그러나 Bass와 아볼리오(Avolio,1990)는 이후의 연구들을 통해 앞에서 밝힌 세
가지 요소 외에 리더가 부하들에게 비전을 전달하고 높은 표준에 도전하게 하며
해야 할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행동인 “영감적 동기”요소를 첨가하였다.거래
적 리더가 보상과 처벌을 통해 부하들을 동기 부여 하는 것과는 달리 변혁적 리더
는 부하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영감적인 메시지를 통해 부하들이 그러한
비전에 몰입하게 한다.이를 통해 부하들은 자신의 업무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키게 되며 자신의 업무에 만족하게 되고
수행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Bass,1985).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의 주요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1)))카카카리리리스스스마마마(((CCChhhaaarrriiisssmmmaaa)))
Bass는 카리스마를 리더가 리더 자신에 대한 강한 정서와 동일시를 일으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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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부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카리스마는 변혁적 리더십의
대표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하위 요인으로 가장 강력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우스(House,1977)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에서 카리스마적인 리더는 자기
확신적이며,지배적이고,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욕구가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부하들에 대하여 바람직한 행동,가치,신념 등에 대한 역할 모델로서 기능
하고 부하들에게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유능감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부
하들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의 행동들에
주력한다고 제안하였다.
Bass는 카리스마적 리더는 부하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해소시키고 정서적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 기대와 흥분을 조성해낸다고 한다.또한 카리스마를 지닌 리
더는 강한 자신감을 지니고 있으며,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
하며,뛰어난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고 있고,목표를 이념적 형태로 전환하여 명확
하게 제시할 수 있으며,자신이 제시한 비전과 사명을 달성하도록 부하들의 동기와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리더의 이러한 카리스마적 특징은 부하들로 하여금 태도 및 행동의 변화에 대한
부하들의 저항을 감소시키고 부하들의 자신감과 기대감을 강화시켜 준다.
Bass는 카리스마가 변혁적 리더십의 필요 요소일 뿐이며 대부분의 변혁적 리더
가 부하들에게 카리스마적인 리더로 지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또한 유클
(Yukl,1994)은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힘을
길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은 리더에 대한 의존을 덜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222)))개개개별별별적적적 배배배려려려(((IIInnndddiiivvviiiddduuuaaallliiizzzeeedddcccooonnnsssiiidddeeerrraaatttiiiooonnn)))
개별적 배려는 리더가 부하들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갖고 그들을 신뢰하고 존중
하며 책임감을 고취시켜 학습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부하들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부하들을 개별적으로 배려 해주는 리더는 부하들 각각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며,부하의 욕구와 가치관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부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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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며 부하들의 능력 발휘와 동기 부여가 효과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적인 성향에 기초하여 과업을 할당하며 도전적인
직무를 배정하거나 책임을 증대시킨다.
개별적 배려는 리더와 부하간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에 대한 부하들의 만족이나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측면이다(Bass,1985).이러한 리더의 행동은
의사결정에 대한 부하들의 참여나 성장에 대한 욕구에 초점을 둔 참여적 의사결정
등으로 나타난다.
개별적 배려를 하는 리더는 부하들에게 접근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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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써 부하들의 자아상을 확립시
켜주고 부하들의 정보 확보에 대한 욕구를 고양시키며 의사 결정에 따르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 의식을 갖도록 만들어 준다.따라서 리더가 카리스마적이지만 부하들
에 대한 개별적 배려가 부족할 때에는 리더에 대한 충성은 뛰어나겠지만 리더에게
의존적이게 된다.이러한 리더는 카리스마적 리더는 될지언정 변혁적 리더가 되지
는 못하는 것이다(Avolio&Bass,1988)

(((333)))지지지적적적 자자자극극극(((IIInnnttteeelllllleeeccctttuuuaaalllssstttiiimmmuuulllaaatttiiiooonnn)))
지적 자극은 리더가 부하들로 하여금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관
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변혁적 리더는 부하
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조한다.이러한 리더의 행
동은 부하들로 하여금 상황을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보다 창의적인
관점을 개발하도록 자극하게 된다.이를 위해 리더는 스스로 부하들에게 새로운 아
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부하들에게 도전의식을 느끼게 하고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보도록 자극하는 것이다(Bass,1985)
지적 자극을 가하는 리더는 또한 부하들에게 현재의 문제를 자신이 제시한 미래
의 비전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하며,그러한 시각에서 문제 해결에 접근하도록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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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또한 부하들로 하여금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이해와 개념화의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도
록 만든다.이를 위해서는 부하 스스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신념,
기대 등에 대하여 의문을 품도록 유도하고,또한 현재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는데 적
절치 못하거나 진부한 조직의 가치,신념,기대 등에 대해서도 회의를 갖도록 자극
해야 한다.이를 위해 리더는 사안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명료하게 해줌으로써 현실
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이런 측면에서 볼 때,리더가 부하들을 지적으로 자
극하기 위해서는 리더 자신이 지적으로 풍부해야 할 뿐 아니라,그러한 지식을 활
용하여 부하들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444)))영영영감감감적적적 동동동기기기(((IIInnnssspppiiirrraaatttiiiooonnnaaalllmmmoootttiiivvvaaatttiiiooonnn)))
영감적 동기는 리더가 부하들에게 비전을 호소하고 다양한 상징들의 사용을 통
해 부하들의 노력을 고무시키며,적절한 행동적 모델링을 제공하는 정도로서 정의
된다.Bass등은 리더가 부하들에게 영감적 동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부하들에게
자신의 기대를 명확히 전달하고,팀 정신을 창출하며,자신의 일에 열정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Bass& Avolio,1994).그러나 연구자들 중에는 카리스마
와 영감적 동기의 요소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영감적 동기를 카리스마의 하
위요소로 보는 경우도 있다.
Bass와 Avolio는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부하들로 하여금 행동적 모델링을 제공하
거나 강한 동일시 등을 통해 영감적 동기를 갖도록 할 수 있지만,카리스마가 없는
리더라 할지라도 부하들에게 비전을 전달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영감적인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카
리스마와 영감적 동기 요소를 분리하였다.

222)))거거거래래래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가 상황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면서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즉,리더와 부하의 관계는 일상적인 업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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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과정에서 복종과 보상을 주고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한다.Burns(1978)에 의하면
거래적 리더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교환할 목적으로 타인과의 접촉
과정에서 주도권을 취할 때 발생한다고 했다.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거래적 리더는
부하들에게 명백한 책임을 부여하고,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구성원이 조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구성원과 묵시적 계약관계를 형성한다.이
러한 거래적 리더십은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
된다.

(((111)))조조조건건건적적적 보보보상상상
조건적 보상은 리더 자신이 정한 수준에 맞게 부하가 성과를 달성했을 때 동기

부여를 통해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이러한 조건적 보상은 아이디어의 창
출이나 변화보다는 관리의 효율적 과정을 중시한다.따라서 거래적 리더는 관리의
효율적 과정을 유지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해 그들이 소유한 보상과 처벌의 권력을
적절하게 사용한다.(Zalenni,1977)리더와 부하 간에 순종과 보상이라는 합의가 이
루어지면 리더와 부하는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 관련된 역할과 책임을 받아
들이게 되고,리더는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부하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거나 처벌을 한다.리더의 조건적 보상 행동은 리더가 많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부하가 보상을 얻기 위해서 리더에게 의존하고 있으며,또한 성과가 정확하
게 측정되고,부하의 능력으로 성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경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22)))예예예외외외에에에 의의의한한한 관관관리리리
예외에 의한 관리는 리더가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간섭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간섭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예외에 의한 관
리에는 리더가 부하를 사전에 감독하여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하는 적극적 예외에 의한 관리와 수용 가능한 성과 기준을 명백히 이탈했을 경
우에 한하여 개입하고 처벌과 같은 교정조치를 취하는 소극적 예외에 의한 관리가
있다.리더의 이러한 관리행동은 부하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꾸중하거나 부하에게



- 11 -

불이익을 주는 부정적 피드백으로 나타나지만,이러한 부정적 피드백은 조건적 보
상보다도 효과가 떨어지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Bass는 의외로 많은 관리자들이 조건적 보상은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예외

에 의한 관리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효과적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기 했다.
(권기술,2005)리더가 주의해야 할 점은 비난의 대상은 부하 개인이 아닌 업무수
행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이고 부하의 잘못에 대해 리더
자신이 느낀 바를 정확하게 언급해 주어야 한다.또한 리더는 부하의 잘못된 점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예외에 의한 관리에서 리더는 부하의 임무와 책임에서 실패를 확인한 후에는 특

별한 조치를 취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하의 실패가 노력부족이라고 판단되면 징계
행동을 취하고 능력부족이 원인이라면 훈련이나 인사이동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Mithel& Wood1980)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적 리더십은 공포,탐욕,시기,증오 등과 같은

감정에 의존하여 경제적,물질적 교환관계를 통한 만족을 추구하는데 있는 반면,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들의 높은 가치체계에 호소하여 그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발적 참여와 조직몰입을 이끌어내
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즉,거래적 리더가 조건적 보상이나 예외에 의한 관리를
통해 부하들을 통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는 것이라면,변혁적 리더는 카리
스마를 바탕으로 부하들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리더십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김남현ㆍ김정원,2001).변혁적 리더십이 이처럼 리
더십 연구에 있어서 각광을 받으며 많은 연구가들이 연구를 진해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변혁적 리더십은 다른 리더십 모델들을 확대한 보다 폭넓은 리더십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십을 부하들과 리더 사이에 일어나는 과정으로 간주

하는데,이 과정은 부하의 욕구와 리더의 욕구를 모두 포함하는 과정이므로 리더와
부하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오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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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변혁적 리더십은 부하들의 욕구와 가치관,그리고 도덕성을 강조한다.이것
은 변혁적 리더십이 도덕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접근법들과 구별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2-1〉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비교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거거거래래래적적적 리리리더더더 변변변혁혁혁적적적 리리리더더더

현 상 본질적으로 현상과 맞추거나 현
상을 유지하려고 노력

본질적으로 현상에 반대하거 현
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

목표지향성 목표가 현상에 크게 어긋나지 않
음

이상화된 목표는 항상 현상과
크게 다름

시간에 대한 견해 단기 전망을 가지고 있음 장기 전망을 가지고 있음

동기부여 전략
즉각적이고 유형의 보상을 얻도
록 부하를 동기부여 함

보다 높은 단계의 목표를 추구
하도록 고무함으로써 부하를 동
기부여 함

행동표준화 부하들이 규칙과 관습을 따르는
것을 좋아함

부하들로 하여금 혁신과 실험을
하도록 격려함

문제해결 부하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해답이 있는 곳을 아려줌

함께 문제를 풀거나 부하 스스
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격려함

제제제222절절절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및및및 이이이론론론

111...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조직구성원이 그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만족하고 있느냐의 여부
는 그 조직의 성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이의 만족여부에 구성원은
그 조직에 대하여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조직의 성과
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개인의 감정 상태로 직무만족이 높은 사람은 그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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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반면,불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에 부정적
인 태도를 갖게 된다.이는 한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서 바라고 있는 것을
직무를 통해 실제로 제공해 준다고 믿는 정도를 반영한다.
또한,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갖는 사람은 자신의 조직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또한 조직에 대한 만족
도가 높으면 이직율과 결근율이 감소하여 조직의 목표와 자신의 개인적 목표를 동
일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하게 된다.그리하여 생활의 패턴과 직무에 대한 사
고체계의 변화,직장생활의 질과 일상생활의 동일성,여가의식의 변화 등의 사회적
ㆍ개인적 영향요인과 변화에 의하여 직무만족은 단순한 직장 내에서의 직무에 대
한 만족의 개념을 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직무만족은 조직의 관점에서나 개인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
고 있다.직무만족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표 2-2>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
내려지고 있다.

<표 2-2>직무만족의 정의

학학학 자자자 정정정 의의의

Locke(1976) 자신의 직무나 직무 경험으로부터 나온 결과인
긍정적인 감정 상태

Price& Muller(1986) 조직에 의해 고용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종업
원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감정 상태

Lofquist& Dawis(1969) 개인들이 작업환경에서 느끼는 성취감

Brayfield& Rothe(1951)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직무들에 대해 어떠한 감정
을 가지고 있는 것

Quim & Stainess(1979) 직무에 대한 정서적 반응

Smith,Kendall&Hulin(1969) 종업원이 그의 직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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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의의의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직무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고 과업,역할,책임,유인,보상 등의 복잡한 상호관계
로 이해된다.그러므로 직무만족은 직무자체에 직접 관련된 적성,숙련,일의 가치와
같은 만족요인과 근무환경,임금,장래성 등에 대한 의견이 통합되어 형성되어 진다.
직무의 만족도는 생산성 향상,질적 변화,적극적인 노력,협동심의 향상 등의 긍정
적인 형태로 나타나거나 결근,직무태만,사고 등의 형태로 그 양상이 표출된다.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는 학자들 간에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
며 그것은 조사자의 주관,지역,시기,대상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
다.대표적 견해를 살펴보면 <표 2-3>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 내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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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직무만족의 영향 요인

학학학 자자자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의의의 영영영향향향 요요요소소소

Herzberg
동기요인 위생요인

성취에 대한 인정,책임,성취,직무
내용 자체,성장과 발전

정책과 관리,대인관계,신분보
장,감독,작업환경,직위,보수

Myers 성취,책임,성장,승진,인정,직무
그 자체

작업규칙,조명,휴식시간,임금,
선임권,직위,부가급부

Fournet
개인의 특성 직무의 특성

연령,교육과 지능,성,직무 수준 조직과 관리,감독,사회적 환경,
커뮤니케이션,안정성,임금

Locke 직무자체,승진,임금,인정,복리후생,근무조건,감독,동료,회사정책

Edwin 신분안정,동료,직무성취에 대한 인정,의미 있는 직무,사회적 지위,
발전 기회,작업환경,유능하고 공정한 리더 명령과 지시,보수

Vroom 감독,조직관리,직무내용,재정적 보상,승진기회,작업조건,동료

Jurgenson발전,부가급부,동료,시간,임금,안전,감독,작업유형,작업조건

Smith 작업,감독,보수,승진,대인관계

Campbell 봉급,작업 조건,감독 관행,기업 정책,동료,승진 기회,안정성
March&
Simon

자신의 인간상에 대한 직무의 적합,직무 관계의 조화 능력,직무와
다른 역할과의 조화

Harrison
승진과 성취기회,작업 조건,비경제적 안정과 안전,직속감독자와의
사적 관계,보상,최고경영자와의 의사소통,조직 내 타집단과의 작업
관계 및 조직 내 운영 목표

Porter 조직전체요인,작업환경요인,직무내용요인,개인적요인

Gimer 안정,승진,임금,직무의 본질적 측면,감독,직무의 사회적 측면,
의사소통,작업환경,복리후생

이 기옥
심리적 요인(인간내부요인) 물리적 요인(인간외부요인)
귀속감,안정감,성공감,인정감 보수,업무,승진,업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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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이이이론론론

직원의 직무만족과 관련된 이론들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이러한 이론
들의 전개의 공통적인 이유들은 조직 내에서의 개인의 욕구와 만족은 조직의 목표
와 유효성의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데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이러
한 직무만족에 대한 이론들로는 Maslow의 욕구단계이론,Vroom의 불일치이론,
Herzberg의 2요인이론,Adams의 형평이론 등을 들 수 있다.

111)))욕욕욕구구구단단단계계계이이이론론론
Maslow의 욕구단계설은 “행위는 하나의 단일 욕구에 의해 동기화되는 것이 아
니고,각 단계에서의 욕구수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같은 욕구라도 모든 개인에
게 동일한 반응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이러한 Maslow의 이론
은 인간과 작업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높은 수준의 욕구
는 일로부터 충족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으나 관리자가 성취 또는 자아실현과
같은 욕구에 의해 동기화 되었을 경우에 그 동기를 생활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아 이 이론은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동기의 위계질서를 특정화하
려고 시도한 점에서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222)))불불불일일일치치치이이이론론론
불일치이론(성과차이이론)은 실제로 얻은 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이 받고 싶
어 하거나 받아야 한다고 기대했던 성과와의 차이에 의해서 만족 수준이 결정된다
는 이론이다.즉,직무만족은 부분적으로 개인들의 몇몇 비교기준에 대한 현재의
직무 경험 평가에 관련된 심리적 비교과정으로부터 도출된 불일치에 의해 결정된
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차이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서 만족이나 불만족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차이 이론들은 서로 다른 성과비교 기준을 사용하는데,이론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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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받고 싶어 했던 수준,개인이 받고자 요구하고 있는 기준,그리고 개인이
받아야한다고 기대하는 수준 등으로 재구분할 수 있으며,미소한 차이가 있으나 실
제 연구를 통해서 상호 비교해서 대조했을 때 어떤 불일치점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서는 보고된 결과가 없다.

333)))222요요요인인인이이이론론론
Herzberg는 인간의 욕구는 서로 반대방향을 가리키는 2개의 평행선과 같이 이원
화되어 있다고 하고 불유쾌한 것 또는 고통을 피하려는 욕구와 개인의 성장을 갈
구하는 욕구의 두 가지로 분류한다.따라서 직원의 직무만족의 분석은 만족 아니면
불만족 한 가지 관점에서만 파악하던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리 두 개의 분리된 연
속체를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다.직무에 대해 불만족인 상태에서 불만족이 전혀 없
는 상태까지 이르는 첫 번째 연속체를 위행요인이라 하는데 이는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들에 관한 것이다.위생 요인에는 사회정책과 관리,감독,작업조
건,개인 상호간의 관계,임금,보수,승진,지위 등이 있다.두 번째 요인으로 직무
에 대한 만족이 없는 것으로부터 만족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체를 구성하는 동기부
여요인이다.동기요인에는 성취감,인정감,도전감,책임감,성장과 발전,자아실현
등이 있는데 직무 자체와 관련되는 요인들이다.따라서 조직구성원의 만족감을 향
상시키고 보다 높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업무자체에 자기의 능력
을 이용하고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책임과 기회를 보다 많이 부여해야 한다.

444)))형형형평평평이이이론론론
Adams등에 의해서 제안된 이론으로서 원래는 동기이론으로서 발표되었다.그러
나 만족이나 불만족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 만족이
론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도 지니고 있다.형평이론에 의하면 직무만족이란 개인
이 투입요인과 성과요인들 간의 균형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이다.즉,개인이 받는 보상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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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각이 만족을 결정짓는데 중요하다.그러므로 자신의 투입과 성과간의 비율 자
체에 그치지 않고 자신과 비교대상이 되는 타인이 있어서 그의 성과와 투입이 어
떠했는지도 자신이 지각하게 된다.Adams를 중심으로 한 형평이론은 아직까지 충
분한 실증적 조사를 거치지 못했고 지각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개인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444...리리리더더더십십십 유유유형형형과과과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여러 연구에서 조직성과를 높이고 조직 구성원들이 만족스럽게 일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느끼는 직무만족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이에 따른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김용문(2002)은 바람직한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이나 거래적 리더십의 어느 하
나가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고 파악하였다.국내 기업 환경에서 카리스마와
상황적 보상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문선영(2006)은 리더십 유형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모두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지적 자극 및 카리스마 두 요인이 거래적 리더십에서는 상황
적 보상 한 가지 요인이 유의하게 나타났다.공무원 사회에서 상황적 보상이 필요
한 요소이면서 앞으로는 잠재된 능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변혁적 리더십으로 추
진되어야 효과적인 업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원재(2004)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한편,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의 상관도가 높게 나왔는데,이는 두 리더십이 배타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
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황의철(2004)은 리더십 유형에 따라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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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 모두 조직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
며,특히 변혁적 리더십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물을 종합해 볼 때 리더십과 직무만족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유의한 상관성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양자의 리더십이 서로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Bass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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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 및및및 가가가설설설설설설정정정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모모모형형형의의의 설설설정정정

본 연구모형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어진 이론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으로
개별적 고려,지적자극,카리스마와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인 조건적 보상과 예
외 관리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매개변수로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팀워크를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상사
가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발휘하였을 때,종업원들이 직무에 만족을 하는지를 살
펴보았으며,이러한 직무만족이 팀워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그림 3-1>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본 논문의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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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가가가설설설설설설정정정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과 팀워크 사이
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개별고려,
지적자극,카리스마와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조건적 보상과 예외관리가 구성
원의 팀워크에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직
무만족에 의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 의한 <그림3-1>의 연구모형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가가설설설 ⅠⅠⅠ 변변변혁혁혁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은은은 팀팀팀워워워크크크에에에 정정정(((+++)))의의의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Ⅰ-1.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개별적 배려는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2.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지적자극은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Ⅰ-3.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카리스마는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가가설설설 ⅡⅡⅡ 거거거래래래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은은은 팀팀팀워워워크크크에에에 정정정(((+++)))의의의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Ⅱ-1.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조건적 보상은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2.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예외에 의한 관리는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가가설설설 ⅢⅢⅢ 변변변혁혁혁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은은은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에에에 정정정(((+++)))의의의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Ⅲ-1.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개별적 배려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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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Ⅲ-2.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지적자극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Ⅲ-3.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카리스마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가가설설설 ⅣⅣⅣ 거거거래래래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은은은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에에에 정정정(((+++)))의의의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Ⅳ-1.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조건적 보상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Ⅳ-2.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예외에 의한 관리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가가설설설 ⅤⅤⅤ 변변변혁혁혁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은은은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을을을 매매매개개개하하하여여여 팀팀팀워워워크크크에에에 정정정(((+++)))의의의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
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Ⅴ-1.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개별적 배려는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팀
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Ⅴ-2.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지적자극은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팀워크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Ⅴ-3.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카리스마는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팀워크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가가설설설 ⅥⅥⅥ 거거거래래래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은은은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을을을 매매매개개개하하하여여여 팀팀팀워워워크크크에에에 정정정(((+++)))의의의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
칠칠칠 것것것이이이다다다...
가설 Ⅵ-1.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조건적 보상은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팀
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Ⅳ-2.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예외에 의한 관리는 직무만족을 매개하
여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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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절절절 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111...변변변수수수의의의 조조조작작작적적적 정정정의의의

111)))변변변혁혁혁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

본 연구에서는 Bass(1985)의 정의를 채택하였으며,조작화된 리더십유형으로 카
리스마,개별화된 배려,지적자극을 사용하였다.
카리스마는 리더가 바람직한 가치관이나 자신감 등을 종업원들에게 심어주며,스
스로 존경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조직 및 개인의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을 말
하며,개별화된 배려는 종업원들이 개인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알맞은 임무를 부여하는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지적자극은 종업원들이
상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합리적 틀을 뛰어 넘어 보다 창의적인 관점을
개발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말한다.본 연구에서의 변혁적 리더십은 Bass가 개발한
MLQ에 의해 카리스마,지적자극,개별화된 배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측정항
목은 15개이며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한다.

222)))거거거래래래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
거래적 리더십은 일련의 교환 또는 협상과 순종에 토대를 둔 리더와 부하의 관
계에서 기대되는 노력 혹은 협상된 노력을 발휘하도록 동기부여 시키는 리더십으
로 Bass가 개발한 MSQ에 의해 조건적 보상,예외에 의한 관리를 하위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측정항목은 10개 항목이며,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한다.

333)))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을 자신의 직무에 대해 느끼는 전체적이고 주관적인 평
가로 정의하고 타 변수와의 상호관련성을 줄이고 직무에 대해 느끼는 단일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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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따랐다.측정항목은 3개 항목이며,Likert형 5점 척도로 측
정한다.

444)))팀팀팀워워워크크크
팀워크란 몇 사람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한가지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각 역할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써,한
가지 공동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경영진의 생각이 사원에까지 충분히 전달되어야
하고(Top-downProcess),동시에 사원들은 회사의 전략과 자신의 전략을 일치시키
고 이를 시행(Bottom-upProcess)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팀워크를 개인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업무의 유기적 협조체제
로 정의하고 접근하였다.측정항목은 3개 항목이며,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한다.

222...설설설문문문구구구성성성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각 설문문항에 대한 측정도구로서 기존에
타당성을 인정받은 다음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표 3-1>설문지 구성 및 내용

구구구분분분
주주주요요요내내내용용용 설설설문문문항항항목목목 내내내용용용 문문문항항항

수수수 원원원 천천천

변혁적 리더십
개별고려(1)2,3,8,15,21
지적자극(1)4,10,22,24
카리스마(1)1,6,9,12,14,16,19,20,23

18문
항 Bass,Bass&

Avolio(1995)
거래적 리더십 조건적 보상(1)5,11,17

예외관리(1)7,13,18,25 7문항

직무만족 직무만족(2)1,2,3 3문항
팀워크 팀워크(2) 4,5,6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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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는 리더십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은 Bass(1995)의 측정 도구를 중심으
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에 관한 설문 문항으로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둘째로 직무만족을 검증하기 위하여 총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로 팀워크에 대해서는 총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앞의 문항 전체는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하며,마지막으로 인구 통계적 변수로
성별,학력,연령,근속년수 등의 질문으로 총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33...표표표본본본 선선선정정정 및및및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광주․전남에 위치한 우체국 32곳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310부의 설문지를 배포
하여 286부를 회수하였다.회수된 설문지 중 22부는 많은 부분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외시켜 264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PSS/PC+를 사용하여 인구 통계적 특성에 대
한 빈도분석과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타당하지 못한 자
료는 제거하고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다.자료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
계분석을 실시하고,가설검증을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분석방법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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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및및및 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제제제111절절절 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111...표표표본본본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이론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모형에서 도출한 가설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를 파
악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된 자료는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우체국을 대상으로 2007년 9월 21일부터 10월 14일에 걸쳐 설문지를 작성 배부
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수집된 표본의 수는 총 286명이었다.그러나 실제 실증분
석에서는 측정치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용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불성실한 답변을
제거하고 최종분석에 264부의 설문지를 최종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4-1>과 같다.
성별 표본 구성은 남성이 128명(48.5%),여성이 136명(51.5%)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며,연령으로는 31세에서 40세까지가 124명(47.0%),41세에서 50
세까지가 106명(40.2%)로 표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학력은 고졸이 106명
(40.2%)으로 가장 많았고,전문대졸과 대졸이 각각 80명(30.3%),76명으로(28.8%)
나타났다.근무 연수는 5년 미만이 22명(8.3%)이고,5년에서 10년까지가 48명
(18.2%)이고,10년에서 15년까지가 126명(47.7%)으로 가장 많은 표본을 차지하고
있다.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상사와 함께 근무한 기간은 1년 미만이 68명
(25.8%)로 나타났으며,1년에서 2년 미만이 146명(55.3%)로 표본의 절반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2년에서 3년 미만은 44명(16.7%)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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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표본의 특성

구구구 분분분 빈빈빈 도도도 비비비 율율율

성별 남 128 48.5
여 136 51.5

최종학력

고졸 106 40.2
전문대졸 80 30.3
대졸 76 28.8

대학원졸 2 0.8

근무 연수

5년 미만 22 8.3
5년～10년 미만 48 18.2
10년～15년 미만 126 47.7
15년～20년 미만 48 18.2
20년 이상 20 7.6

연령

21세～30세 22 8.3
31세～40세 124 47.0
41세～50세 106 40.2
50세 이상 40 4.5

상사와 함께
근무 연수

1년 미만 68 25.8
1년～2년 미만 146 55.3
2년～3년 미만 44 16.7
3년 이상 6 2.2

222...신신신뢰뢰뢰성성성 및및및 타타타당당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111)))신신신뢰뢰뢰성성성 검검검증증증
본 연구의 가설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가설검정에 필요한 각 개념들이 신
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신뢰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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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과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내적 일관성 검정 법은 같은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측정도구내의 항목별 평균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신뢰성을 확인하려는 것
으로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Cronbach'sAlpha계수를 이용한다.Cronbach's
Alpha에 의한 신뢰성 검정은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으로
측정수단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0.6이상 수준으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는데,그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변수들의 신뢰성 분석결과

범범범 위위위 변변변 수수수 설설설문문문항항항목목목 신신신뢰뢰뢰성성성계계계수수수

변혁적 리더십
개별고려 3 0.834
지적자극 2 0.648
카리스마 6 0.868

거래적 리더십
조건적 보상 2 0.710
예외관리 2 0.609

직무만족 3 0.787
팀워크 3 0.737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독립변수의 변혁적 리더십 변수
중에서 개별고려 설문항목 중 2개를 제거하였고,지적자극 설문항목 중 2개를 제거
하였으며,또한 카리스마 설문항목 중 3개를 제거하였다.그리고 거래적 리더십 변
수 중에서 조건적 보상에 관한 설문문항 1개를 제거하였고,예외관리 설문항목 중
2개를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신뢰도 분석 연구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0.6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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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타타타당당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설문지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요인분석은
일련의 관측된 변수에 근거하여 직접 관측되지 않은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
로서 관련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변수나 불필요한 변수들의 제거를 통하여 변수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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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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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변변변혁혁혁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과과과 거거거래래래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의의의 타타타당당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4-3>와 같으
며,Eigenvalue가 1이상인 요인은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요인 1은 카리스마,요
인 2는 개별배려,요인 3은 조건적 보상,요인 4는 지적자극,요인 5는 예외관리 요
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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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항목별 요인분석

구구구분분분
변변변수수수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카리스마 개별고려 조건적 보상 지적자극 예외관리

카리스마 항목 2 000...888111 -0.03 -0.04 -0.11 0.00
카리스마 항목 6 000...777444 0.34 -0.22 -0.14 0.00

카리스마 항목 3 000...777333 0.31 0.29 0.18 0.06
카리스마 항목 5 000...777111 0.36 -0.25 0.32 -0.10
커라스마 항목 4 000...777111 0.19 0.32 0.26 0.00
카리스마 항목 8 000...666555 0.29 -0.31 0.16 0.00

개별배려 항목 3 0.15 000...999111 0.09 -0.04 0.09
개별배려 항목 2 0.35 000...777999 -0.04 0.21 -0.04
개별배려 항목 4 0.47 000...666666 -0.24 0.05 -0.34
조건보상 항목 3 -0.16 -0.02 000...777888 0.30 -0.04

조건보상 항목 2 0.02 -0.04 000...777555 -0.12 0.17
지적자극 항목 3 0.06 -0.03 0.17 000...888999 0.03
지적자극 항목 1 0.22 0.40 -0.27 000...666999 0.25
예외관리 항목 1 -0.05 -0.03 0.02 0.23 000...999000

예외관라 항목 3 0.09 0.01 0.53 -0.19 000...666333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5.32
35.44
35.44

2.33
15.51
50.95

1.52
10.12
61.07

1.11
7.43
68.50

1.08
7.20
75.70

독립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인들이 총 분산의 70% 이상을 설명하고 있으
며,요인 적재치 또한 0.6이상으로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구성개념 타당성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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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과과과 팀팀팀워워워크크크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타타타당당당성성성 분분분석석석
직무만족과 팀워크에 대한 요인분석결과는 <표4-4>와 같으며,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은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요인1은 직무만족,요인2는 팀워크 요인으
로 분석되었다.
직무만족과 팀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인들이 총 분산의 60%이상을 설명하

고 있으며,요인 적재치 또한 0.6이상으로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구성개념 타당성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4>임파워먼트에 대한 항목별 요인분석

구구구분분분
변변변수수수

요인 1 요인 2
직무만족 팀워크

직무만족 설문항목 3 000...888777 0.15
직무만족 설문항목 1 000...888777 0.11

직무만족 설문항목 2 000...666666 0.26
팀워크 설문항목 2 -0.02 000...888555
팀워크 설문항목 3 0.45 000...777333
팀워크 설문항목 1 0.50 000...666555

고유치
분산(%)
누적분산

3.18
52.98
52.98

1.01
16.77
69.75

이 2개 요인을 설명해 주는 누적분산은 69.75% 이었으며,직무만족 요인의 설명
분산비율은 52.98%,팀워크의 설명 분산비율은 16.77%로 나타났다.

(((333)))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분분분석석석
상관관계 분석은 독립 변수들 간 관련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고,서로 관련성이 있
다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분석기법이다.그리고
상관관계분석은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가 연속형 데이터인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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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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존재유무
를 알아보고,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미가 있는지 알아본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4-5>와 같다.

<표 4-5>전체요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평균 표준
편차

카리
스마

개별
배려

조건
보상

지적
자극

예외
관리

직무
만족 팀워크

카리스마 3.32 0.81 1.00
개별배려 3.33 0.87 0.63** 1.00
조건보상 2.83 0.96 -0.10 -0.14 1.00
지적자극 3.32 0.75 0.35* 0.33* 0.04 1.00
예외관리 3.04 0.84 -0.01 -0.13 0.31* 0.15 1.00
직무만족 3.57 0.81 0.24 0.26 0.32* 0.39* 0.13 1.00
팀워크 3.55 0.73 0.36 0.11 -0.33* 0.32* 0.01 0.54** 1.00
*p<.05 **p<.01

제제제222절절절 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111...변변변혁혁혁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과과과 팀팀팀워워워크크크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독립변수인 변혁적 리더십이 팀워크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력이 어느 정도인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변혁적 리더십의 개별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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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자극,카리스마 3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인 팀워크에 어느 정도 영향
력과 설명력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Ⅰ :변혁적 리더십은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1.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개별적 배려는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2.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지적자극은 팀워크에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Ⅰ-3.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카리스마는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Ⅰ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4-6>와 같다.

<표 4-6>변혁적 리더십이 팀워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팀팀팀워워워크크크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카리스마 .385 .155 .431 2.488 .017*

.206 13.989개별배려 -.201 .143 -.241 -1.402 .168
지적자극 .236 .137 .245 1.732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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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유효성 변수인 팀워크와의 영향력 검증결과 <표 4-6>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설명력(R2)이 .206로 나타났으며 F값은 13.989(P=.001)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변혁적 리더십 중 팀워크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카리스마로 나타났

으며(P<.05).개별배려와 지적자극은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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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거거거래래래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과과과 팀팀팀워워워크크크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거래적 리더십의 수준이 팀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Ⅱ :거래적 리더십은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1.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조건적 보상은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2.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예외에 의한 관리는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4-7>와 같다.

<표 4-7>거래적 리더십이 팀워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팀팀팀워워워크크크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조건보상 -.375 .143 -.372 -2.618 .012

.140 7.815
예외관리 .269 .164 .234 1.644 .107
*:P<.05,**:P<.01,***:P<.001

거래적 리더십과 팀워크와의 영향력을 검증 결과 <표 4-7>에서 제시된바와 같
이 설명력(R2)이 .140로 나타났으며 F값은 7.815(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를 나타냈다.거래적 리더십 중 팀워크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건보상
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예외관리의 경우에는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그러나 조
건보상의 경우 t값이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많
은 조직의 경우에 종업원들이 가장 원하는 임금인상과 승진 등은 제한적이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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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리더가 제시하는 보상은 종업원들을 동기부여 시키지 못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333...변변변혁혁혁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과과과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카리스마,지적자극,개별화된 배려가 직
무만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해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가설 Ⅲ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Ⅲ-1.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개별적 배려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Ⅲ-2.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지적자극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Ⅲ-3.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카리스마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Ⅲ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4-8>와 같다.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결과 <표 4-8>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설명력(R2)이 .170로 나타났으며 F값은 5.1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
타냈다.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 중 직무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적

자극으로 나타났으며(P<.05)카리스마와 개별화된 배려의 경우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종업원들이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기존의
합리적인 틀을 뛰어 넘어 보다 창의적인 관점을 개발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종업원
들을 더 직무에 만족하도록 유도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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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카리스마 5.301E-02 .177 .053 .300 .766

.170 5.131개별배려 .105 .164 .113 .641 .525
지적자극 .356 .156 .331 2.285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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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거거거래래래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과과과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거래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Ⅳ.거래적 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Ⅳ-1.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조건적 보상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Ⅳ-2.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예외에 의한 관리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Ⅳ의 검증결과는 다음 <표 4-9>와 같다.
거래적 리더십과 직무만족과의 영향력을 검증 결과 <표 4-9>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설명력(R2)이 .157로 나타났으며 F값은 4.391(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나타냈다.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 중 조건적 보상만이만이 직무만
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예외관리는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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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거래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 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조건보상 -.334 .119 -.394 -2.797 .007

.157 4.391
예외관리 .244 .136 .252 1.792 .080
*:P<.05,**:P<.01,***:P<.001

555...변변변혁혁혁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과과과 매매매개개개변변변인인인(((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과과과 팀팀팀워워워크크크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족을 추가하여 팀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변혁적 리더십의 3요인 즉 개별고려,지적자극,카
리스마와 직무만족을 추가하여 독립변수로 하고 팀워크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선
택방법에 의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회귀식을 이용하여 얻어진 회귀계수
들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변수들 간의 매개변수의 영향력이 입증된다.
위에서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회귀식
②보다는 회귀식 ③이 더욱 작아지게 된다(β2> β3).따라서 회귀식 ③에서 매개
변수가 투입됨으로써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
다면,이는 잠정적인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강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매개변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또한 매개변수 분석에 따르면,독립변수와 매개
변수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법은 독립변수(β1)를 선행변수로 매개변수를 결과변수로 선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고,독립변수(β2)를 선행변수로 종속변수를 결과변수로 선정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그 다음 독립변수(β3)와 매개변수(β4)를 선행변
수로 종속변수를 결과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산출된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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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분석하였다.회귀계수를 비교해야하기 때문에 회귀계수를 표준화시킨 Beta값
을 이용하였다.우선 매개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세 번의 회
귀분석들이 유의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그리고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와 매개변수를 예측변수에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비교하여 후자의 β값이 전자의 β값보다 작아질수록 매개변수의 영향이 있다고 판
단한다.

<표 4-10>매개변수의 조건

회회회 귀귀귀 식식식 조조조 건건건

① M = α1+β1X1
② Y= α2+β2X2
③ Y= α3+β3X1+β4M

1.회귀식 ①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
로 유의해야 한다(β1이 유의해야 한다.).

2.회귀식 ②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
로 유의해야 한다(β2가 유의해야 한다.).

3.회귀식 ③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
로 유의해야 한다(β3,β4가 유의해야 한다.).

주)X1:독립변수,Y:종속변수,M:잠정적인 매개변수,β:표준회귀계수

가설 Ⅴ.변혁적 리더십은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Ⅴ-1.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개별적 배려는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팀
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Ⅴ-2.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지적자극은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팀워크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Ⅴ-3.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카리스마는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팀워크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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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족,팀워크와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의 매개역할을 검증
하기 위해 이루어진 매개회귀분석 결과는 <표 4-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1>변혁적 리더십과 팀워크와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의 매개역할

매매매개개개변변변수수수 선선선행행행변변변수수수 회회회귀귀귀단단단계계계 결결결과과과변변변수수수 판판판 단단단팀팀팀워워워크크크

직
무
만
족

카리스마

1단계
2단계

3단계(독립)
3단계(매개)

R2
F

.240

.363**

.248*

.478***
.347
12.490

매개효과 없음

개별배려

1단계
2단계

3단계(독립)
3단계(매개)

R2
F

.255

.113
-.026
.544***
.290
9.575

매개효과 없음

지적자극

1단계
2단계

3단계(독립)
3단계(매개)

R2
F

.387**

.315*

.127
.489***
.303
10.192

완전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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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는 각 독립변수에 대해 매개변수를 회귀시킨 결과에서 얻은 회귀계수이다.
3개의 독립변수 중 지적자극은 매개변수인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p<0.001).그러나 카리스마,개별화된 배려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2단계는 각 독립변수에 대해 결과변수인 팀워크를 회귀 분석한 결과이다.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 중 카리스마와 지적자극이 결과변수인 팀워크에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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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있다(p<0.05).
3단계는 각각의 독립변수인 변혁적 리더십과 매개변수 양자에 대해 결과변수를
회귀시킨 결과이다.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직무만족은 모두 팀워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직무만족과 선행변수인 변혁적 리더십이 동시에 회귀식에 투
입되었을 때 직무만족의 효과가 직무만족만을 회귀식에 투입했을 때 보다 작게 나
왔다(2단계>3단계).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직무만족이 통제되었을 때 선행변수인 지적자극은 결과변
수인 팀워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완전매개를 하고 있다.

666...거거거래래래적적적 리리리더더더십십십과과과 매매매개개개변변변인인인(((직직직무무무만만만족족족)))과과과 팀팀팀워워워크크크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거래적 리더십과 직무만족을 추가하여 팀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거래적 리더십의 2요인 즉 조건적 보상과 예외관
리를 추가하여 독립변수로 하고 팀워크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선택방법에 의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Ⅵ.거래적 리더십은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Ⅵ-1.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조건적 보상은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팀
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Ⅳ-2.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예외에 의한 관리는 직무만족을 매개하
여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래적 리더십과 직무만족,팀워크와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의 매개역할을 검
증하기 위해 이루어진 매개회귀분석 결과는 <표 4-12>에 제시되어 있다.
상사의 리더십 스타일과 정서적 몰입,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 몰
입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기 위해 이루어진 매개회귀분석 결과는 <표 4-10>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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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1단계는 각 독립변수에 대해 매개변수를 회귀시킨 결과에서 얻은 회귀계수이다.
2개의 독립변수인 조건적 보상,예외에 의한 관리가 매개변수인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각 독립변수에 대해 결과변수인 팀워크를 회귀 분석한 결과이다.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들은 모두 팀워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3단계는 각각의 독립변수인 거래적 리더십과 매개변수 양자에 대해 결과변수를
회귀시킨 결과이다.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직무만족은 모두 팀워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직무만족과 선행변수인 거래적 리더십을 동시에 회귀식에 투
입되었을 때 직무만족의 효과가 직무만족만을 회귀식에 투입했을 때 보다 작게 나
왔다(2단계>3단계).그러나 <표 4-12>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매개변수의 조건을 1
단계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거래적 리더십과 팀워크와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의 매개역할

매매매개개개변변변수수수 선선선행행행변변변수수수 회회회귀귀귀단단단계계계 결결결과과과변변변수수수 판판판 단단단팀팀팀워워워크크크

직
무
만
족

조건보상

1단계
2단계

3단계(독립)
3단계(매개)

R2
F

-.316
-.009
.179
.594***
.318
10.944

매개효과 없음

예외관리

1단계
2단계

3단계(독립)
3단계(매개)

R2
F

.131

.013
-.058
.545***
.292
9.702

매개효과 없음

*:P<.05,**: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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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리더십 유형이 조직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연구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설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요약해보면 <표 4-13>과 같다.

<표 4-13>가설검증 결과 요약
가가가 설설설 가가가 설설설 내내내 용용용 채채채택택택여여여부부부

가설Ⅰ

가설Ⅰ-1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개별적 배려는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채택

가설Ⅰ-2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지적자극은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채택

가설Ⅰ-3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카리스마는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 택

가설Ⅱ
가설Ⅱ-1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조건적 보상은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 택

가설Ⅱ-2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예외에 의한 관리는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채택

가설Ⅲ

가설Ⅲ-1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개별적 배려는 직무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채택

가설Ⅲ-2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지적자극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 택

가설Ⅲ-3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카리스마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채택

가설Ⅳ
가설Ⅳ-1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조건적 보상은 직무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 택

가설Ⅳ-2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예외에 의한 관리는 직무만족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채택

가설Ⅴ

가설Ⅴ-1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개별적 배려는 직무만족을 매
개하여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채택

가설Ⅴ-2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지적자극은 직무만족을 매개하
여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 택

가설Ⅴ-3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카리스마는 직무만족을 매개하
여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채택

가설Ⅵ
가설Ⅵ-1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조건적 보상은 직무만족을 매

개하여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채택

가설Ⅵ-2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예외에 의한 관리는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팀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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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의의의 요요요약약약 및및및 시시시사사사점점점

본 연구는 우체국에 근무하는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
과 팀워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갖고 연구하
였는데,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변혁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팀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변혁
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카리스마만이 팀워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개별적 배려와 지적
자극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우체국에 근무하
는 종업원들에게 팀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리더가 바람직한 가치관이나 자신
감 등을 종업원들에게 심어주어야 하며,조직 및 개인의 비전을 설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거래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팀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거래
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조건적 보상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예외에 의
한 관리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의 팀워크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연수,여행 등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지적자극이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우체국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직무만족을
위해서는 종업원들이 상황을 분석하고 기존의 합리적 틀을 뛰어 넘어 보다 창의적
인 관점을 개발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거래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조건적 보상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예외에 의한 관리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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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비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변혁적 리더십과 팀워크와 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을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지적자극만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개별적 배려와 카리스마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우체국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경우 팀워크를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경우에 팀워크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거래적 리더십과 팀워크와 관계에 있어서 직무만족을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관리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종사원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기존의 합리적인 틀
을 뛰어 넘어 보다 창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격
려하는 것이(지적자극)직무에 만족하여 팀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운영에 있어 리더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그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따라서 조직은 이들 리더의 관리적 역량은 무엇이고 이들이
창출해내는 경쟁력은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를 통해
리더십 유형이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조직성과의 극대
화를 위해서는 어떤 특정 유형의 리더십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조직의 특성에
맞게,구성원의 개인성향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한한한계계계점점점과과과 앞앞앞으으으로로로의의의 연연연구구구방방방향향향

본 연구자가 연구를 함에 있어서 느낀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
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계점으로는,
첫째,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실증적 실험과 같은 완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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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상황이 마련되지 못했다.따라서 선행 연구들에서 다루어져왔던 기타 다수의
상황변수들에 의해 실증분석 결과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본 연구는 실질적인 연구의 제반 환경적 여건상 표본 선정에 있어 한계점
을 가질 수 있다.즉,응답자의 나이,근무 연수 등에 있어 부분적으로 편중된 분포
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본 연구는 우체국이라는 조직으로 한정하여 조직 문화의 특성을 배제하여
연구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넷째,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이 인식하는 조직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리더십 유형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련 변인들을 획일화하여 대입함으로써 다른 중요한
결정 요인을 간과했을 가능성도 있다.
오늘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을 비롯한 조직은 내부적으로 조직 구성원들
의 유기적인 협력과 응집력을 바탕으로 조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요인들과 이러한 요인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또한 각 리더십 유형의 세부 하위 변인별
리더십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와 리더십의 제 영향 요인에 대한 탐색
적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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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연구자 구태영올림

연락처 :011-698-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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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가가가 평평평소소소에에에 생생생각각각하하하는는는 현현현재재재 상상상사사사에에에 관관관한한한 문문문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의의의 생생생각각각과과과 일일일치치치
하하하는는는 칸칸칸에에에 성성성실실실하하하고고고,,,솔솔솔직직직하하하며며며,,,정정정확확확하하하게게게 000표표표 해해해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나의 상사는 부하직원을 편안하게 해 준다.
2.나의 상사는 나의 장래를 계획하는데 도
움을 준다.

3.나의 상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
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나의 상사는 기존의 문제도 새로운 방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5.나의 상사는 내가 잘 하거나 못할 때
칭찬이나 불이익을 주는 등 주고받는 일
에 아주 철저하다.

6.나의 상사가 내리는 지시는 모든 구성
원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7.나의 상사는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일
하는 것을 좋아한다.

8.나의 상사는 따돌림 받는 부하들에게 개
인적인 관심을 보인다.

9.나의 상사는 내가 따르고자 하는 모델이다.
10.나의 상사는 나로 하여금 늘 생각하게
하는 문제를 던진다.

11.나의 상사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늘
조건을 단다.

12.나의 상사는 내 마음속의 성공과 성취
의 상징이다.

13.나의 상사는 임무완수에 필요한 이상
의 업무를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14.나의 상사는 부하에게 목적의식을 심
어준다.

15.나의 상사는 부하들에게 개인적으로 존
중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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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6.나의 상사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할 능력이 있다.

17.나의 상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있으
면 늘 그 대가(추가적인 노력 등)를 요
구한다.

18.나의 상사는 일이 잘 진행되는 한 어
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19.나의 상사는 우리들을 늘 고무시킨다.

20.나의 상사는 내가 무엇을 중요시해야
하는지 알게 한다.

21.나의 상사는 나의 개인적인 감정에도
관심을 보인다.

22.나의 상사는 내 직무의 기본적인 가정
들조차 재검토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가
지고 있다.

23.나는 나의 상사와 인연을 맺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4.나의 상사는 나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사고로 보게 한다.

25.내가 주도권을 가지면 잘 되는 일에
도 나의 상사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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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속속속해해해 있있있는는는 팀팀팀이이이나나나 부부부서서서,,,혹혹혹은은은 개개개인인인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사사사항항항을을을 묻묻묻는는는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의의의 판판판단단단에에에 가가가장장장 가가가깝깝깝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되되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표표표기기기해해해 주주주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편
이다

매우
그렇다

26.나의 상사의 부하직원 대하는 방식에 대
해 만족하는 편이다.
27.나의 상사와 함께 근무하는 동안은 다른
부서나 회사로 옮기고 싶지 않다.
28.나와 동료들은 나의 상사를 신임하고 인
정하는 편이다.
29.우리 부서는 동료들의 업무나 개인적인 사
안에 대해 서로 잘 알고 있는 편이다.
30.우리 부서는 누가 자리를 비워도 다른
직원이 잘 보완해 준다.
31.우리부서는 동료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편이다.

ⅢⅢⅢ...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사사사항항항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것것것입입입니니니다다다...
32.귀하의 성별은?
(1)남자 (2)여자

33.귀하의 연령대는?
(1)20대 (2)30대 (3)40대 (4)50대 (5)50대 이상

34.귀하의 학력은?
(1)고졸미만 (2)고졸 (3)전문대졸 (4)대졸 (5)대학원 이상

35.현재 귀하의 회사에서의 근무 경력은?
(1)5년 미만 (2)5년～10년 미만 (3)10년～15년 미만 (4)15년～20년 미만 (5)20년 이상
36.귀하 상사의 학력은?
(1)고졸미만 (2)고졸 (3)전문대졸 (4)대졸 (5)대학원 이상

37.귀하가 현재의 상사와 함께 근무한 년 수는?
(1)1년 미만 (2)1년～2년 미만 (3)2년～3년 미만 (4)3년 이상

♧♧♧ 바바바쁘쁘쁘신신신 가가가운운운데데데 끝끝끝까까까지지지 응응응해해해 주주주심심심에에에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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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기억장치에의 저장,전송 등을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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