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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sofSelf-LeadershiponAttitudetowardChange:

PerceivedOrganizational,SupervisorSupport

AsaModerator

by Na,YunJin

Advisor:Cho,YoonHyung,Ph.D.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istration,

Chosun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istoexaminetheeffectsofself-leadership

on attitude toward change,also perceived organizationalsupportand

supervisorsupportonattitudetowardchange,andmoderating effectof

relationshipwiththeself-leadershipandchangeattitudeaccordingtothe

levelofperceivedorganizationalsupportandsupervisorsupport.

Totesthypothesisverification,datawerecollectedforcodingfrom

273constituentsanddirectsuperiorsin20organizationslocatedinSeoul

and theMetropolitan area,using SPSS 17.0statisticspackage.In the

statisticalanalysis for verifying the relationship of whole variables.

correlationanalysisandregressionanalysisweremostlyused,andfactor

analysiswasconductedtoverifytheconstructvalidityofthevariables.In

addition,Cronbach's α valuewascalculatedtoverify thereliability of

variablemeasurement.

Theresultareasfollows:

First,itwasfoundthattheentiretyofself-leadership(action-oriented

strategy, constructive thinking strategy, natural compensation)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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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fully positiveeffectson theentirety ofattitudetoward change

(affective,cognitive,behavioralelement).

Second,itwas found thatperceived organizationalsupportshows

meaningfullypositiveeffectsonly onsomevariablesofattitudetoward

change,whereasperceivedsupervisorsupportshowsmeaningfullypositive

effectsoncognitive,behavioralelementofattitudetowardchangeexcept

foraffectiveelement.

Third,itwasfoundthatperceived organizationalsupportdoesnot

show themoderatingeffectofrelationshipwiththeattitudetowardchange

and self-leadership, whereas perceived supervisor support partially

moderating effecton theentirety ofattitudetoward change(affective,

behavioralelement).Namely,itwasfoundthatthehigherthelevelof

perceivedsupervisorsupport,themoremeaningfuleffectsontheentirety

ofattitudetowardchange(affective,behavioralelement).

Theimplicationofthisstudyisthatconductingthatself-leadershipto

corporateconstituentswillenhancetheirself-leadership,therebyshowing

meaningfullypositiveeffectsontheentiretyofattitudetowardchange.

Additionally,itwasfoundthatthehigherthelevelofperceivedsupervisor

supportin addition,themoremeaningfully positiveeffectson attitude

towardchange(affective,behavioralelement).Itcanultimately besaid

thatself-leadershipenhancementhasmeaningfullypositiveeffectsonboth

companyandtheconstitu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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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 론

제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우리와 계없어 보 던 미국 부동산 버블로 경제 고통과

취업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재정 기의 여 가

유로존(Euro-zone)내 최 경제 강국인 독일로까지 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경제가 하락하고 있는 기에 직면해 있다. 로벌 융시장에 어

두운 그림자가 우리나라에도 향을 미치고 있는데 문제는 환경,정치경제,

문화 으로 메가톤 의 폭풍이 매일 시시각각 우리에게 향을 다는 이

다.따라서 그 효과를 정확하게 측하여 재빨리 소화하지 못하면 조직이든

개인이든 간에 어느 구도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윤정구,2010).

우리가 처해있는 재의 환경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우리와 아무런 계도 없는 미국의 어느 한 지역에서 시작된 모기지

부실이라는 나비 날갯짓이 태풍으로 변해 세계와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유럽의 재정 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

계의 융시장이 떨고 있다.이 모든 것은 지 과 같은 혼돈의 사회에서는

요한 이 외부 환경에서 온다는 것을 말해 다.

변화의 트 드를 읽고 창조할 수 있는 조직 내부의 비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변화 리체제가 요구되고 있다.변화의 핵심은 외형 인 행과 신

기법의 모방이 아니라 근본 으로 구성원이든 리더이든 자기 자신에 한 근

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다.즉 변화의 주체이면서 이를 수용하는

구성원들의 변화가 가장 우선순 에 있다는 것이다.최근 우리나라 기업에서

의 조직 변화는 특정 부서나 사업단 에서만의 변화가 아니라 기업 체에

걸쳐서 모든 구성원들의 기본 인 가치 부터 업무수행에 이르기까지 근본

인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그것은 일부 조직이나 리과정의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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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이 요구하는 변화는 물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경 의 기환경에 직면한 우리나라 기업이 생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 필요한 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에 주안 을 두고 있

다.그런데 그 은 조직 구성원들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미인드와 태

도에 있다.조직이 변화되고 신을 이루기 해서는 구성원들의 변화에

한 태도가 무엇보다 요하다.따라서 구성원들의 변화태도에 미치는 향력

과 결정변수를 규명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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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

과 같이 환경변화가 변하지 않는 조직에서는 소수의 리더가 체

조직을 이끌어 가는 모양이었다.하지만 변화와 기가 상존하는 기업의

리더는 미래 측이 불확실해 업무수행이 보다 복잡해져 략 으로 수행해

야 한다.이로 인해 구성원의 역할 범 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책임과

자율 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즉 변화의 주체이면서 이를 수용하는

구성원의 주체 자율성과 극 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하게 되었다.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셀 리더십은 자유의지의

실 으로 구성원 스스로가 자율 으로 행동하고 인지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정 인 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이며,이러한 셀 리더십은 구성원과 조직

의 성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최근 조직 환경에 매우 필요한 리더십 개념

이다.

조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한 지표는 인 자원 리이다.인

자원의 활용방안에 한 자구책으로 구성원들의 셀 리더십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연구가 속출하면서 기업도 제를 강조하고 워

크를 요시하면서 구성원 스스로의 자발 이고 창의 인 활동을 필요로 하

고 요구하고 있다.

지 까지 셀 리더십에 한 논문들은 조직성과,조직몰입, 워크에

정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부분이다.본 연구는 인 외부환경에

성공 으로 살아남기 해 변화의 주체이고,변화의 심에 있고,변화를 수

용해야만 하는 조직구성원이 셀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변화에 한 태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인지된 조직 지원과 상사 지원이 구성원의 변화에

한 태도에 어떠한 향력을 미치는지에 연구에 주목 이 있으며,조 효과

로 인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이 셀 리더십과 변화에 한 태도와의 계

를 어떻게 조 하는지에 해 연구함에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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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셀 리더십에 한 연구들은 이러한 리더십이 조직성과,조직

몰입, 워크를 개선시킨다고 증명하고 있다.하지만 변화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셀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변화를 한 태도에 어떤

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

구는 첫째,조직구성원의 셀 리더십이 변화의 태도에 어떤 향을 미칠

것인지를 실증 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셀 리더십과 변화태도의 계성은 다양한 환경 변수에 의해 차별

향을 받게 된다.특징 으로 조직구성원에게 직 인 향을 미치는

주체는 직속상사이며 더 나아가 조직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상

사와 조직의 지원은 구성원의 셀 리더십과 변화태도에 미치는 계성을

조 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셀 리더십과 변화에 한 태도의

계성에 미치는 조직차원 혹은 상사의 지원이 어떤 조 력을 가지게 되

는지를 실증 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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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이론 배경

제 1 셀 리더십

1)셀 리더십의 등장 배경

셀 리더십의 등장 배경에는 1980년 미국 기업들이 로벌 경쟁력에

문제들을 인식함으로서 이를 극복하기 한 개념으로 셀 리더십이 주목받게

되었다(정일재,1995).

셀 리더십의 창시자인 Manz& Sims(1989)는 고 교육수 이 높은 신

세 산층 근로자들의 작업능률이 하되는 이유를 권 성과 계질서를

강조하는 통 인 경 리 방식이라고 보고하 다.신세 근로자들은 자

신의 열정과 노력을 조직이 아닌 자신에게 을 두기 때문에 조직에서의

지시와 통제만 받을 경우 스트 스를 더 많이 받게 되고,각 개인들의 고유

한 특성과 능력은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그러므로

신세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개인 인 통제와 책임감

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셀 리더십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정일재,1995;박

성민,2002;신용국․김명소․한 석 2009.재인용).

기존의 조직사회는 획일 인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조직의 분 기, 워

크,업무 만족은 소외되면서 단순히 생산량만 늘리는데 하 다.하지만

변화와 기가 상존하고 있는 조직은 더 높은 정보와 지식,기술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높은 독립성,자기의존,자아신뢰와 같은 내면 인

주도권과 자율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이러한 에서 차 리더십을 바라

보는 패러다임이 변화하 으며 그 결과로 자기 자신으로 부터 리더십을 발휘

하면서 조직에서는 강한 자율성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구성원을 요구하고 있

다.이러한 요건으로 셀 리더십이 사회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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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셀 리더십의 개념

Strauss(2005)에 의하면 무한 경쟁시 에서에서의 생존 략이 필요하며,

조직의 목표달성은 조직 구성원들의 주요한 심사가 되었고 이러한 조직의

성과 달성을 한 구성원 리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이러한 구성원 리

의 요성과 필요성은 기존의 통 조직문화와 통 리더십으로서는 생

존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강조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권

주의 인 경 풍토가 강한 경우 리더들은 지시와 명령에 의존하여 보상과

처벌 주로 구성원들을 타율 으로 통제하는 방식에 의존하여 왔다.하지만

변하는 사회는 이와 같은 타율과 통제에만 의존하게 되면,효과 인

리더십이 발휘되기 어렵게 되며,조직이 지속 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셀 리더십은 Manz(1986)에 의해 처음 개념화 되었다.Manz(1986)는 셀

리더십이란 ‘자아발견과 자기만족을 향한 여행이고 스스로에게 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며,자기효능감을 한 기술이고,행동통제의 기 이며,자아

완성의 학습 과정’이라고 정의하 다.이어 Manz& Sims(1989)는 셀 리더

십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향을 미치기 해 자기 향력을 행사하는 행

략 인지 략을 통틀어서 일컫는다고 정의하 다.

셀 리더십은 구성원 자신이 스스로를 리하여 이끌어 가는 리더십에

한 이론으로서,구성원 각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말한다(Neck,Stewart& Manz,1995).즉,‘나를 따르라’와 같은 식의 리더십

이 아니라 ‘자율 으로 하라’는 식의 리더십이다(조의제,2002).이는 지시,명

령,통제,보상,처벌 등에 의해 발휘되는 통 인 리더십이 아닌 자기 스스

로 성취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한 보상을 스스로 정한다거나,목

표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자아비 이나 처벌을 하는 등의 자율성을 일컫는

것(박성민,2002)이다.

셀 리더십은 기존의 리더십이론과는 조 인 에서 리더십을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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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향력이 아닌 자기 자신에 한 향력을 의미하고 있다.리더에

해서도 소수의 경 층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하에 속하는 즉 조직구성

원에게 을 맞추고 있다는 에서 기존 이론과 격한 차이가 있다.리더

의 단독 인 역량에만 의지하여 구성원에게 향력을 행사했던 과거 통

인 리와 셀 리더십을 비교해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통 리와 셀 리더십 비교

통 리 셀 리더십

외부 찰

외부설정 목표

외부강화

외부 보상

외부비

외부로 부터의 문제해결

외부로 부터의 직무할당

외부로 부터의 과업계획

부정

조직 비 에 의존

자기 찰

자기설정 목표

자기강화

일 자체의 자연 보상

자기비

스스로의 문제해결

스스로의 직무할당

스스로의 과업계획

정

구성원이 함께 창조한 비 에 헌신

자료:Manz& Sims(1989),SuperLeadership,New York.

3)셀 리더십의 구성요소

통 리기능과 셀 리더십의 뚜렷한 차이는 ‘외부의 통제냐 내부의 자

율이냐’이다.본 연구에서는 지 까지 발표된 셀 리더십 이론 가장 신뢰

도가 높은 Houghton& Neck(2002)이 제시한 세 가지 구성요소를 심으로

하는데 이를 알아보겠다.셀 리더십의 구성요인은 행동 지향 략,자연

보상 략,건설 사고 략으로 나 어진다.

행동 지향 략이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행동과 그 결과를 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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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하는 이유와 목 을 스스로 인식하며,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

다.‘자기 찰’,자기목표설정’,‘단서(암시)에 의한 리’,‘리허설’,‘자기보상’,

‘자기비 ’으로 구성된다.이러한 행동 지향 략은 행 에 을 맞춘

략으로서 리더와 구성원이 어렵고 내키지 않는,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과

업을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를 리드하도록 돕는 행 를 말한다.그 구체 인

내용은 <표 2-2>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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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셀 리더십의 행동 지향 략

행동

지향

략

내 용

자기

찰

자신이 바꾸고자 하는 행동에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찰하

여 자신의 업무활동의 효율성을 스스로 평가하고 무엇을 어떻

게 바꾸어야 할지에 한 단서(암시)를 스스로 발견하는 행

자기목표

설정

자기목표 설정은 처리해야 할 일들의 목표와 장기 으로 달성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 후,이들의 우선순 를 정하고 자

기 스스로에게 실행을 지시하는 행동을 의미(자기 자신의 일

의 결과에 한 목표를 세우고 이들이 우선순 를 정하고 자

기지시를 개발하는 행 )목표는 도 이고 달성가능하며

한 구체 으로 설정

단서

(암시)에

의한 리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해 단서(암시)가

될 만한 것들을 작업장주 에 설치하거나 작업장을 변경하는

행 (당신은 시간을 효율 으로 리하고 있습니까?같은

귀를 써 붙이는 것이나 유해한 환경을 제거하는 것 등)

리허설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기 에 작업 활동에 한 신체 이며

정신 인 행연습을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성공률과 효과성을

높이는 행 (효과 인 선행 셀 리더십의 략)

자기

보상

바람직한 행동을 완수했을 때 개인 으로 가치있는 보상을 자

기 자신에게 제공함으로써 일할 의욕을 북돋고 차후 행동을

선택하는데 요한 향을 미치는 행 (뚜렷한 목 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보상은 물질 인 것이든 정신

인 것이든 일에 한 노력을 지속시키는데 큰 도움을 )

자기

비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동했을 때 자신에게 일정한 징계

나 비 을 가함으로써 실수를 반복하거나 습 인 실패에 빠

지지 않도록 가함으로써 실수를 반복하거나 습 인 실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행 .지나친 비 은 의욕

을 하시키므로 조심해야 하는 행 (가벼운 죄책감은 가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지나치거나 습 이 되면 오히려 노

력하고자 하는 의욕을 떨어뜨림)

자료:Manz& Sims(1989),SuperLeadership,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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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보상 략은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활동을 수행할 경우,

수행한다는 자체만으로 행복을 느끼며 만족한다는 자연 보상에 기 한 내

인 보상에 을 맞춘 략이다.

<표 2-3>셀 리더십의 자연 보상 략

자연 보상 략 자연 보상
특정과업이나 행 에서 즐거움

을 느낌으로서 보상을 받는다.

자료:김남 (2002),슈퍼리더십,서울:경문사.

건설 사고 략은 건설 인 사고 패턴을 가짐으로써 성과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에 을 맞추고 있다.역기능 인 신념과 가정(dysfunctional

beliefsandassumption)의 수정,자신과의 정 인 화(positiveself-talks),

상상 경험(mentalimagery)을 포함하고 있다.Houghton& Neck(2002)과

Prussiaetal.(1998)의 연구 이후 건설 사고 젼략의 요인들은 많은 학자들

이 셀 리더십 척도로 활용하 다.

<표 2-4>셀 리더십의 건설 사고 략

건설 사고 략

자기 화

신념과 가정 분석

성공 수행 상상하기

자료:김남 (2002),슈퍼리더십,서울:경문사.

다수의 실증연구에 셀 리더십의 세 가지 략은 성과와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oughton& Neck,2002;Prussiaetal.,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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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셀 리더십의 략 3가지와 하 구성 요소

행동

지향

략

자기목표설정
-자기 자신의 작업노력을 해 자신이 목표를

선정한다.

단서 리

-자신의 바람직한 개인 행동을 진하기

해 작업환경 내에 단서(실마리)를 설치

하고 변경한다.

자기 행연습

-어떤 작업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기 에

그 작업 활동을 사 에 신체 ,정신 으로

연습을 한다.

자기 찰

-자신이 표 으로 삼고 있는 자기 자신의

구체 인 행동을 찰하고 그 행동에 한

정보를 수집한다.

자기보상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한 자기

자신의 구체 인 행동을 찰하고 그 행동에

한 정보를 수집한다.

자기처벌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해 자신이 처벌한다.

자연

보상

략

자연 보상

-직무내의 내 보상수 을 높이기 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신이 설계한다.

-내 보상은 유능감,자기 통제감,선한 목

의미와 같은 느낌을 가져다주는 활동에서

래된다.

-특정 과업이나 행 에서 즐거움을 느낌으로

서 보상을 받거나 동기부여 된다.

건설

사고

략

자기 화
-자신의 생각 속에 건설 이고 효과 인 습

이나 패턴을 확립한다.

신념과 가정

분석
-신념과 가정에 해 리한다.

성공 수행

상상

-정신 이미지(상상 경험)로 성공을 의도

하는 략이다.

자료:김남 (2002),슈퍼리더십,서울: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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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셀 리더십의 필요성

세계경기의 속한 침체로 기업의 기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커진 상

황이다.기업은 생존과 성장,끊임없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이 에 경험

하지 못한 불확실성에 효과 인 처 방법을 찾기 하여 상시 인 구조조정

과 다운사이징 등 새로운 경 기법을 장에서 시도하고 있다.이러한 기업

의 노력들 가운데 인 자원 리는 조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한 지

표라고 할 수 있다(김형섭,2005).변화와 기가 상존하는 조직의 인

자원 리 시 셀 리더십의 필요성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겠다.

첫째,구성원의 자율을 이끌어 낼 수 있다.셀 리더십은 자기 스스로를

리드해 가도록 하는 것이다.곧 셀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자율’이 강조되고

있다.자율에 의한 자발 참여는 최근의 기업들이 지속 경쟁력 확보를

해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며 실제로 이를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Manz& Sims(1989)는 최근 변하는 사회에서 인 자원의 활용방안에

한 자구책 마련에 기업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장기 인 안목에서 우량

기업이 되기 한 방안으로 구성원들의 노력이 으로 필요하며,이러한

을 해서는 구성원들 스스로의 셀 리더십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연구하 다.그러한 로 많은 기업들이 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자율 의 근원 인 가치를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각각의 부서

마다 제가 강조되고 웍이 요시 되면서 구성원 스스로의 자발 이고 창

조 인 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요구되는 시 이다.

둘째,구성원의 창의성과 열정을 최 한 이끌어 낼 수 있다.조직 구성원

에 한 궁극 인 통제는 그 통제가 어디로부터 나오든 그 효과는 으로

구성원의 평가와 수용 여부,그리고 의욕에 달려 있다.그러나 조직의 목표를

구성원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구성원의 행동에 별 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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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나 승 의 보상 한 구성원이 가치를 두지 않을 때 기 하는 효과는 얻기

어렵다.그런가하면 구성원이 조직에 의해 보상받고 평가받는 일에만 심을

두고 그 밖의 요한 활동은 소홀히 한다면,업무수행에 요한 창의성과 일

에 한 흥미를 감소시킨다.구성원이 창의성과 열정이 발휘되지 못한다면

변하는 경쟁사회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다.

셋째,리더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리더와 련된 비용을 일 수 있다.

셀 리더십은 구성원으로 하여 자신의 행 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

며,장기 으로 리더의 리더십 행 를 체하게 된다.그 게 될 경우 리더와

련된 비용을 일 수 있으며 한 리더는 장기 문제 많은 주의와

심이 필요한 이슈에 집 함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셀 리더십이 조직에 필요한 이유는 구성원이 스스로 역

량을 꾀할 수 있는 자율성 강조의 자기 리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

다.이는 조직성과와 개인성과를 동시에 만족하길 바라는 조직의 요구

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즉 자율 으로 행동하고 인지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는 물론 구성원 개인의 성과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5)셀 리더십의 선행연구

내부 자율 심인 셀 리더십에 한 수년간의 연구 결과 기본 세 가지

명제가 성립된다는 것이 밝 졌다.첫째, 구나 어느 정도는 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둘째,효과 인 셀 리더십은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셋째,셀 리더십은 경 자, 리자,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이와

같은 셀 리더십은 조직의 자율경 과 책임경 을 강조하는 트 드로서

꼭 필요한 리더십이다.

Neck& Manz(1996)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수정하고 확립하기

한 방법으로 셀 리더십(thoughtselfleadership) 략을 제안 하 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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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수정하고 확립하는 데 을 두고 있다.Neck&

Manz(1996)는 AmericaWestLine항공사 직원을 상으로 실시한 실증연구

에서 사유 셀 리더십은 정서와 직무만족, 신행동에 정 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 다.이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일에 한 생각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Houghton & Neck(2002),

Prussiaetal.(1998)등은 셀 리더십을 보다 체계 으로 정립하기 해 건설

인 사고 략을 추가하 다.이와 같이 셀 리더십은 Manz(1986)에 의해

개념화되어 Manz& Sims(1989),Neck& Manz(1996),Prussiaetal.(1998),

Houghton& Neck(2002)의 연구로 이어졌다.

<표 2-6>셀 리더십의 개념과 선행연구

Manz(1986)

자아발견과 자기만족을 향한 여행이고,스스로에게

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며,자기효능감을 한 기

술이고,행동 통제의 기 이며,자아완성의 학습과정

이라 정의.

Manz&Sims(1989)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향을 미치기 해 자기

향력을 행사하는 행 략 인지 략을 통틀어서

일컫는다고 정의.

Neck& Manz(1996)

AmericaWestLine항공사 직원들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 사유 셀 리더십이 정 정서와 직무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Prussiaetal.(1998)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 셀 리더십은 자

기 효능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학업의 성과에도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Houghton&

Neck(2002)

셀 리더십 설문지 개발하여 셀 리더십을 한

계 요소와 구조를 테스트하 다.이후 많은 학자들

의 셀 리더십 연구 척도로 활용.

국내에서 셀 리더십에 한 연구로는 이희 (1996)은 셀 리더십이 개인



-15-

성과와의 계에서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 고,최종택(1996)

은 셀 리더십이 학습조직에 매우 한 리더십임을 밝 냈다.이외에도 최

근 셀 리더십의 향변수로 학생 학습능력(김민정,2007),자기효능감(임지

,2009), 웍(윤정 ,2007),심리 임 워먼트(고형일․김복만,2009)등이

연구되었다.국내논문 부분은 셀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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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변화에 한 태도

1)조직변화

조직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서 생존을 해 능동 으로 변화를 추구

한다.과거 비교 안정된 환경에서는 조직이 내부 효과성을 추구하면서 생

존 유지가 가능하 으나 외부환경이 변하는 는 조직의 지속 인 변화

노력 없이는 유지발 이 어렵게 되었다.21세기는 조직 변화가 필수 인 이

슈일 뿐 아니라 조직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한 지표가 되었다.

변화의 사 의미는 “사물의 성질,모양,상태 따 가 바 어 달라짐”

을 뜻한다.조직변화(organizationalchange)는 조직이 어떤 상태에서 보다 나

은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신유근,2002).Dalton,Lawrence &

Greiner(1970)에 의하면 조직 변화는 환경에 한 조직의 응수 과 조직 구

성원의 내 행동유형을 변화시켜 조직유효성을 높이고 조직을 유지,성장

발 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하 다.Carnall(1986)은 조직

변화를 조직의 구조,목표,기술 는 직무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정

의하 고,Jick& Peiperl(1992)은 조직 변화란 조직경 의 에서 외

는 내 압력이나 세력에 한 계획 는 비계획 반응을 의미하기도 한

다고 정의하 다.

이러한 정의들을 살펴볼 때 조직은 내외 인 변화의 압력 속에서 이에

자연 으로 순응하거나 계획 으로 응해 나감으로서 항상 변화의 과정을

거쳐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의 조직은 경쟁 환경의 불확실성과 산업기술의 진보 등에 의해 더욱

조직변화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조직의 제한된 자원,시간 제약,조

직구성원들의 변화에 한 항 등으로 인해 성공 인 조직변화가 쉽지 않다

(Covin& Kilmann,1990).조직변화가 성공 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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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지만(Armenakis& Bedeian,1999), 기 조직변화에 한 연구들은 거

시 조직이론을 통해 근해 왔다(Hannan& Freeman,1977;DiMaggio&

Powel,1983;Pfeffer& Salancik,1978).즉 조직의 변화와 신에 한 제도

인 압력,경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응,조직의 략 지향 ,조

직의 연령이나 규모와 조직차원의 구조 인 변수들에 심을 집 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좀 더 미시 에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

조 변화뿐만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서의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변화를 인

지하고,변화에 한 태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변화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지

에 을 두고 있다(Cunningham,2006;Herold,Fedor& Caldwell,2007).

이는 변화를 수행하는 조직구성원들의 이해와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 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한 변화의 과정에

서 조직구성원들은 조직을 이해하는 방식,조직 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받

아들여지는 기 에 한 단 등에 있어서 심리 감정변화를 동반하므로(신

유근,2002)시스템이나 차의 문제와 같은 구조 인 원인이 아닌 개인차원

에서의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김정진․박경규,2008;

Neumann,1989).

2)조직변화에 한 구성원의 태도

태도(attitude)는 흔히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기본 개념이다.간단히 말해 태도는 ‘좋아함과 싫어함’을 나타낸다.사회심

리학에 있어 요한 심 개념인 태도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

지만 고 인 정의로서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가장 리 받아들여지는 알

포트(Allport,1935)가 제시한 정의다.그는 “태도란 어떤 상에 하여 일

되게 호의 혹은 비호의 으로 반응하려는 개인의 학습된 성향”이라고 정의

하 다. 태도는 특별한 사람,이념,사건, 상에 하여 반응을 보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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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으로서 태도 상에 한 행동에 향을 미치는 학습된 신념이며 상을

수용하고 행동하는 데에 향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 다(최명희,2005).

일반 으로 사회심리학자들은 태도를 사회행동의 주요 설명변인으로 보

고 있으며 개인의 사회행동이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따라서 태도를

이해하게 되면 사회행동을 설명하고, 언하며,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물론

반 의 생각을 가진 사회심리학자들도 있지만, 부분의 사회심리학자들은

사회행동의 결정변인으로 태도는 꼭 필요한 개념이라 정의하고 있다.

변화에 한 태도는 변화에 한 구성원의 상 강도로서 변화의 가치

에 한 강한 수용,변화의 유용성을 구성원 스스로 단하고 변화에 극

으로 동참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변화에 한 태도는 3가지로 구분되는데

감정 ,인지 그리고 행동 요소이다.

먼 감정 요소는 변화에 하여 심리 감정으로 감정 일체감을 느

끼는 정도를 의미한다.인지 요소는 변화가 실질 으로 여러 가지 유용하

다는 인지 단 정도를 의미한다.마지막으로 행동 요소는 변화를 해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등 실천의 정도를 의미한다.

개인이나 집단은 심리 ,사회 ,문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일단 습득

하고 있는 특징을 계속 으로 오래 유지하려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이는 새로운 변화에 항하는 힘이 된다.조직 변화는 내외

환경의 격한 변화에 응하기 한 조직의 응 노력이라는 에서 조직을

구성하는 인 자원인 일부 구성원들은 수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

확실한 환경에 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변화를 수용하지 않

으려는 구성원의 태도가 필연 으로 수반된다.이처럼 변화에 한 구성원의

항을 이해하고 이에 한 원인과 결과를 밝히려는 것은 많은 학자들과 실

무자들의 오랜 과제 다(Rusbult,Farrell,Rogers& Mainous,1998;Oreg,

2003).이는 조직 변화가 구성원에게 잘 달되고 수용되어야 조직 변화의 진

정한 목 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서 조직 변화가 성공할 것인지의 여부는 변화의 특성이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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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시스템도 요하지만 변화의 주체이면서 이를 수용하는 구성원들의 태

도에 달려있음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이는 조직변화에 있어서 조직구성원들

이 조직의 변화를 한 로그램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며 실천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박혜진․유태용 2009;임 철․윤정구,

1999)으로 결국 변화의 주체가 조직구성원들이며 성공 인 조직변화를 해

서는 변화의 주체인 조직구성원들에게 을 두어야한다는 의미가 된다(김

정진․박경규,2008).

조직 안에서 구성원의 태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형성되지만 구성원

의 태도에 따라 조직 변화의 진정한 목 이 달성될 수 있으므로 조직은 구성

원의 태도 원인을 잘 살피고 부정 향을 수 있는 원인은 제거하거나

효과 으로 변화시켜 조직의 성과와 유효성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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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인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

1)인지된 조직지원

(1)인지된 조직지원의 정의

인지된 조직지원(perceivedorganizationalsupport:POS)은 조직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호의 이고 후원 인 성향을 보이는 정도를 조직구성원들이 지

각하는 것을 의미한다(Eisenberger etal.,1986;Eisenberger,Fasolo &

Davis-LaMastro,1990).

Eisenbergeretal.(1986)은 인지된 조직지원은 조직구성원과 조직 간의

계의 질을 반 한다고 주장하며 “조직이 구성원들의 공헌에 가치를 부여하

고,그들의 복지에 하여 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와 련된 구성원들의

범 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조직구성원이 인지된 조직지원을 높게 지

각할수록 조직이 나의 노력을 인정하고 한 복지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그 결과 구성원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어 구성원과 조직의 합성에 유

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able& DeRue,2002).

(2)사회 교환 계로서 인지된 조직지원과 조직몰입

Eisenbergeretal.(1986)은 구성원들이 조직에 몰입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인지된 조직지원(POS)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 으며 인

지된 조직지원은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믿음이 구성원들로

하여 조직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즉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칭

찬,인정을 받게 되면 인지된 조직지원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구성원이

조직에 몰입함으로서 작업참여와 작업성과에 정 인 효과를 지닌다는 것이

다.

사회 교환이론(socialexchangetheory)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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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원 인 조직과 그것이 인지된 구성원과의 수많은 바람직한 성과 간의

계를 연구하 다(Cropanzano& Mitchell,2005).그들은 조직이 조직구성원

들의 복지와 가치를 요하게 여길 때,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해서 정

인 감정과 직무 태도 시민행동으로 보답하려 한다고 주장하 다.인지

된 조직지원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의 기 를 높이고,조직의 후원에 해

서 조직에 충성하려는 태도가 그 만큼 더 커진다는 것이다(Eisenbergeret

al.,1986).

인지된 조직지원은 근래에 연구되기 시작한 새로운 개념이므로 지 까지

연구되어 왔던 사회 교환이론이나 조직몰입(organizationalcommitment)과

같은 유사개념과의 구분에 한 의문이 제기되어왔다.그러나 인지된 조직지

원은 조직몰입이나 사회 교환이론과는 서로 뚜렷이 구별되고 있다.최근

들어 많은 학자들이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서 인지된 조

직지원이 조직에 한 정감 몰입에 향을 다는 것을 밝혔다

(Eisenberger,Fasolo& Davis-LaMastro,1990).

조직몰입이 구성원의 조직에 한 몰입이라면,인지된 조직지원은 조직이

구성원에게 몰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즉 조직몰입이 조직에 한 구성원

들의 태도에 을 맞추고 있는 반면,인지된 조직지원은 조직의 태도에

한 구성원의 인식에 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서로에 한 향력의 방향

과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인지된 조직지원의 구성요소

인지된 조직지원은 3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조직의 보상,조직에

한 신뢰,조직몰입을 스스로 지각 등이 인지된 조직지원의 요한 3가지

구성요소이다(Andrews& Kacmar,2001).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조직구성원들은 공식 인 정책에 의한 것 외에 조직으로부터 보상

을 받을 때 조직이 자신을 지원한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자유재량 인 보상

이 조직구성원들로 하여 인정받고 있다는 지각을 하게 만들고 인지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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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높여 다.

둘째,조직이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조직구성원들이 확신하고,조

직도 한 조직구성원들이 지속 으로 높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조직과 조직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된다.조직이 한 보상을 하

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이 업무에 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신뢰는 깨지고

만다.조직이 후원을 제 로 하지 않는다면 구성원들은 조직과의 교환 계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Shore& Tetrick,1991;Shore& Wayne,

1993).

셋째,Eisenbergeretal.(1986)은 사회 교환 이론을 이용해서 인지된 조

직지원과 련된 조직구성원의 믿음을 그들이 몰입을 지각하는 기 라고 제

시하 다.구성원이 강한 몰입을 지각할 때 구성원들은 동료들과 상호교류를

많이 하게 되고 조직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Settoon,Bennett& Liden,

1996).인지된 조직지원의 구성요소 3가지는 <표 2-7>과 같다.

<표 2-7>인지된 조직지원의 구성요소

구성 요소 내 용

조직의 보상
공식 인 정책에 의한 것 외에 조직으로부

터 보상

조직에 한 신뢰
조직은 보상을 제공하고 구성원은 높은 성

과를 내리라는 서로에 한 확신

조직의 몰입을 스스로 지각 구성원 스스로 조직에 한 강한몰입 지각

자료:Andrews& Kacmar(2001)

(4)인지된 조직지원의 선행연구

인지된 조직지원의 선행요인에 한 연구에서는 재정 지원(Guzzo,

Noonan & Elron,1994),훈련과 개발의 기회부여,승진(Wayne,Shore&

Liden,1997)과 같은 물질 보상의 제공,공정성(Moorman& Niehoff,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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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에의 참여와 피드백(Hutchison& Garstka,1996),정서와 같은 변수

가 인지된 조직지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Eisenberger등(1990)은 인지된 조직지원이 조직구성원들의 신행동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면서 구성원 개개인들이 어떠한 즉각

인 보상도 없이 조직의 이이을 해 자발 으로 행동하게 되는 신행동

조직시민행동 등은 조직의 성공과 유효성 확보에 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

문에 인지된 조직지원을 악할 때 매우 요한 결과변수라고 주장하고 있으

며 연구결과 역시 조직지원을 높게 지각하는 조직구성원들은 조직에 한

신행동과 조직시민행동을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ryee와 Tan(1992)의 연구에서는 인지된 조직지원이 경력몰입과 조직몰

입 모두와 정 인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직으로부터 지원이 제

공될 경우 구성원들은 자신의 경력에 보다 몰입할 수 있으며 한 이러한 조

직지원이 제공되는 조직에 해서도 몰입할 것으로 여겨진다.

Wayne등(1997)은 구성원과 조직,직속상 과의 교환 계인 인지된 조직

지원과 리더-구성원 교환 계(LMX)에 한 연구를 시행하여,조직으로부터

보상( ,비 보상 모두포함)과 처벌을 통해서 구성원들은 좀 더 힘

있는 구성원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 다.

한편,Moorman등(1998)은 차공정성이 인지된 조직지원과 련이 있

으며 인지된 조직지원은 차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에 매개 변수 역할을 함

을 발견하 다. 한 차공정성,분배공정성,상사와의 의사소통 ,만족감,노

사 계 분 기와 정서 몰입의 계에서 인지된 조직지원의 매개변수 역할

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있었다(Moiddenkutty,Blau,Jumar& Nalakath,1998).

이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상황 인 요소들과 구성원의 행동 사

이에 인지된 조직지원이 매개변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구성원들은 고용주가 구성원들 개개인에 심을 가지고 몰입하는 정도와

상응하게 조직과의 교환 계에 있어 균형을 추구하며(Eisenbergeretal.,

1990),조직에게 심의 상이 되고 있다는 인식은 한 조직이 바람직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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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인식하고 이에 보상(칭찬,멘토링,승진, 여인상)

하는 의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는 종업원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킨다.이 듯

여러 연구들에서 인지된 조직지원이 조직에 한 구성원의 정 태도

행동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밝 지고 있다.인지된 조직지

원의 선행연구는 의 <표 2-8>과 같다.

<표 2-8>인지된 조직지원의 선행연구

변수 연구자 연구결과

선행

변수

Guzzoetal.(1994)
재정 유인(세 감면),일반 지원

(휴가,교육),가족지원(교육지원 등)

Huntchison&

Garstca(1996)
목표설정,피드백

Moormanetal.(1998) 차공정성

Wayneetal.(1997) 승진

결과

변수

Eisenbergeretal.(1986) 결근율,교환이데올로기

Eisenbergeretal.(1990)
출근율,직무성과,감정 몰입,타산

몰입, 신행동,조직시민행동(OCB)

Shore& Tetrick(1991) 감정 몰입,타산 몰입,직무만족

Shore& Wayne(1993) 감정 몰입,타산 몰입,OCB

Settonetal.(1996) 조직몰입,역할내 행동,OCB

Wayneetal.(1997) 성과,OCB,이직의도

Aryee& Tan(1992) 경력몰입,조직몰입

Wayneetal.,(1997) 리더-구성원 교환 계(L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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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지된 상사지원

(1)인지된 상사지원의 정의

인지된 상사지원(perceivedsupervisorsupport:PSS)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사가 자신의 업무 수행과정에 해 얼마나 심을 갖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는가에 한 조직구성원의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

(Greenhausetal.,1990). 한 Burke등(1992)은 이러한 인지된 상사지원을

“구성원이 자신의 직속 상사로부터 받는 지원과 격려 심에 해 지각하

는 정도”라고 정의 내렸다.그리고 상사가 자신의 구성원을 소 하게 받아드

릴 수 있다면,그는 자신의 구성원에 해 기꺼이 지원할 수 있는 상사라고

정의 할 수 있다(House& Dessler,1974).

인지된 상사지원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과 상사의 계가 원만해질 뿐만

아니라 상사와 구성원 간의 목표일치성 역시 높아지게 되고 이는 상사가

리하고 있는 조직에 한 이해와 조직목표의 수용 동일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7개 만기업의 구성원과 상사를 상으로 실시한 Chen &

Chiu(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지된 상사지원은 구성원 개인과 조직 합

성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지된 상사지원은 사회 지원(socialsupport)에 포함되는 개념으

로서 구성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조직 내

요인에 속한다.사회 지원이란 “안정 인 인 계를 통해서 얻거나 얻는

다고 지각되는 것으로 스트 스 사건에 응하는 것을 돕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다(Cohen& Wills,1985).

Bhagot(1983)는 사회 지원을 크게 조직 내 원천과 조직 외 원천으로

구분하 다.조직 내 원천에는 직장의 상사,동료,부하 등이 포함되며 조직

외 원천은 가족이 표 이다.조직 외 원천인 가족은 주로 직장활동의

응과정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 지고 있는데,사회 지원의 본질

성격상 직무를 수행하는데 조직 외 원천보다는 조직 내 원천이 보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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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향을 미친다.특히 조직 내 원천 에서도 부하보다는 상사 동료의

지원 효과가 더 크다고 밝히고 있다.

(2)인지된 상사지원과 구성원의 계

상사는 조직의 리인으로 구성원의 경력욕구와 조직을 연결시켜 주는

개자 역할을 담당한다.구체 으로 상사는 구성원의 특성을 평소에 찰하

고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업무를 평가하고 구성원의 진로를 함께

의논함으로써 경력계획을 설계해 주는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Kram,1986;

Schein,1978). 한 구성원의 경력과 계된 문의에 해 경력 상담을 하는

것 역시 상사의 요한 역할 하나이고 이러한 인지된 상사지원은 구성원

의 주 경력성공에 지 한 향을 미치게 된다.

조직에서 구성원들은 조직의 목표나 략 등에 한 정보를 얻고,자신들

이 수행한 업무에 해 피드백이나 격려 받기 해서는 상사에게 의존하게

된다.나아가 구성원들은 상사가 자신의 조직 내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

움을 주고 자신들이 경력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인지된 상사지원의 분 기는 상사를 가까이하기 쉽게 하든가,구성원

들의 개별 복지를 보살피던가,구성원에게 호의를 베풀던가,구성원에게 변

동사항을 사 에 통지해 주는 것 등과 같은 일을 통해서 조성될 수 있다.이

러한 인지된 상사지원은 조직구성원들의 태도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

한 변수로 지 되고 있다(Greenhaus,Parasuraman& Wormley,1990).

(3)인지된 상사지원의 선행연구

직장 내 사회 지원은 구성원 개인의 성과 유효성에 향을 미친다.

특히 인지된 상사지원은 스트 스 조정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ehr,1985).House(1981)는 상사의 지원과 작업집단의 응집력이 직무스트

스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다.따라서 상사의 지원을 높게

지각하는 구성원은 조직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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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enca(1999)의 연구에서도 상사의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구

성원은 조직에 한 애착심이 높고 상사로부터 내부정보와 재량권을 보다 많

이 제공받기 때문에 조직목표와 가치 에 한 믿음이 강해져 조직을 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상사의 지원은 조직시민행동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bin& Boles(1996)는 상사의 지원이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상사가 구성원에게 심을 기울이고 정신 인 지

원을 제공한다면,구성원의 근무환경에 정 인 효과를 미치고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하 다.지 까지 살펴 본 바 많은 연구들

에서 인지된 상사지원은 구성원의 직무 스트 스를 완충시키거나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직무몰입이나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효과성에

정 인 향을 미침으로써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지된 상사지원의 선행연구는 <표 2-9>와 같다.

<표 2-9>인지된 상사지원의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 내용

House(1981)
인지된 상사지원이 높을수록 구성원의 스트 스

완화와 조직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을 높인다.

Beehr,(1985)
인지된 상사지원은 구성원의 스트 스 조정에

큰 역할을 한다.

Babin& Boles,(1996)
인지된 상사지원은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정

향을 미친다.

Proenca(1999)
인지된 상사지원은 구성원의 조직에 한 애착

심과 몰입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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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연구설계 연구방법

제 1 연구모형과 가설

1)연구모형의 설계

본 장에서는 지 까지의 이론연구들과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셀 리더십

이 변화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력 그리고 이들 사이의 계에서 인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의 조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조직구성원

들의 셀 리더십이 변화에 하여 정 태도를 형성하고,이 때 조직과 상

사가 자신을 지원해 다고 인식할수록 더욱 변화에 하여 정 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고 있다.

연구모형의 설정을 하여 선행연구들을 고찰하 으며 이론연구 부분에

서 제시된 셀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이용하 는데 행동지향 략,자연 보

상 략 그리고 건설 사고 략으로 구성하 다.변화에 한 태도는 종속

변수로 이용하 는데 감정 ,인지 그리고 행동 요소로 구성하 다. 한

인지된 조직지원,상사지원을 조 변수로 설정하 다.그리고 인구통계 변수

인 성별,연령,근속년수,학력,직 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

하 다.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토 로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

형을 설정하 다.모형설정에 이용된 선행연구들의 경우 본 연구의 2장 문헌

연구 부분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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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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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문제 가설

기존의 연구들과 이미 제시된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두 가지 차원에

서 가설을 설정하 는데 주효과(main effect)가설과 조 효과(moderating

effect)가설이다.먼 주효과 가설은 셀 리더십이 변화에 한 태도에 미치

는 향력,그리고 인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이 변화에 한 태도에 미치

는 향력이며,조 효과 가설은 인지된 조직지원,상사지원이 높은 경우에

셀 리더십이 변화에 한 태도를 더욱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1)주효과 가설

가설 1.셀 리더십은 변화에 한 태도에 정 향력을 보일 것이

다.

가설 1-1.행동지향 략은 변화에 한 태도에 정 향력을 보일

것이다.

가설 1-2.자연 보상 략은 변화에 한 태도에 정 향력을

보일 것이다.

가설 1-3.건설 사고 략은 변화에 한 태도에 정 향력을 보

일 것이다.

가설 2.인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은 변화에 한 태도에 정

향력을 보일 것이다.

가설 2-1:인지된 조직지원은 변화에 한 태도에 정 향력을 보

일 것이다.

가설 2-2:인지된 상사지원은 변화에 한 태도에 정 향력을 보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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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효과 가설

가설 3.인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은 셀 리더십과 변화에 한 태

도와의 계를 조 할 것이다.

가설 3-1.인지된 조직지원 수 이 높은 경우에 셀 리더십이 변화에

한 태도에 미치는 정 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가설 3-2.인지된 상사지원 수 이 높은 경우에 셀 리더십이 변화에

한 태도에 미치는 정 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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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

1)셀 리더십

셀 리더십은 개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행 ,인지

략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향력이다.셀 리더십은 행동지

향 략,자연 보상 략 그리고 건설 사고 략으로 구분된다.

먼 행동지향 략은 자신의 과업에 극 으로 임하는 스스로의 행동

을 리하는 략이다.즉,자신의 행동을 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자

신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자연 보상 략은 과업으로부터 즐거움을 느

낌으로써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일을 수행하면서 자연

인 즐거움을 느낌으로써 일 자체가 자연보상이 되도록 의도 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건설 사고 략은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습 과 건설 으로 사고하도록 스스로 의도하는 것이다.즉,부정

인 신념이나 가정을 자기 화(self-talk)를 통하여 정 으로 변화시키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셀 리더십의 측정은 Prussia,Anderson& Manz(1998)가 제시한 설문항

목을 활용하 다.총 15개 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행동지향 략 5개 문항,

자연 보상 5개 문항,건설 사고 략 5개 문항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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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셀 리더십 설문항목

항 목

행동지향

략

A01.나는 내 업무의 진행 정도를 스스로 생각한다.

A02.나는 내가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항상 검한다.

A03.나는 내가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를 주의를 기울인다.

A04.나는 내 마음속에 목표들을 인식하고 있다.

A05.나는 내 업무의 진행정도를 기록한다.

자연

보상 략

A06.나는 내 업무의 책임범 를 더 넓히려고 한다.

A07.나는 내 업무의 책임범 를 확장하는 방안에 을

둔다.

A08.나는 나에게 부여된 책임 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A09.나는 나의 책임을 증가시키는 것에 해 생각한다.

A10.나는 나의 책임을 넘어서는 활동들을 찾는다.

건설

사고 략

A11.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A12.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A13.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A14.나는 내 마음속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낸다.

A15.나는 내가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한다.

2)변화에 한 태도

변화에 한 태도는 변화에 한 상 강도로서 변화의 가치에 한

강한 수용,변화의 유용성을 스스로 단하고 변화에 극 으로 동참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변화에 한 태도는 3가지로 구분되는데 감정 ,인지

그리고 행동 요소이다.

먼 감정 요소는 변화에 하여 심리 감정으로 감정 일체감을 느

끼는 정도를 의미한다.인지 요소는 변화가 실질 으로 여러 가지 유용하

다는 인지 단 정도를 의미한다.마지막으로 행동 요소는 변화를 해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등 실천의 정도를 의미한다.변화에 한 태도의 측정

은 Dunham(1989),Yousef(2000)그리고 Elias(2009)가 제시한 설문항목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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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다.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는데 감정 3개 문항,인지 3개 문

항,행동 3개 문항을 활용하 다.

<표 3-2>변화에 한 태도 설문항목

항 목

감정

B01.나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Reverse)

B02.변화는 나를 짜증나게 한다.(Reverse)

B03.변화는 나에게 좌 감을 갖도록 한다.(Reverse)

인지

B04.변화는 조직에 여러 가지로 유용하다.

B05.우리 회사 조직구성원들은 변화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다.

B06.변화는 외부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행동

B07.변화는 나의 업무수행이 발 되도록 한다.

B08.나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용하려고

시도한다.

B09.나는 변화를 해서 무엇이든 하려한다.

3)인지된 조직지원,상사지원

인지된 조직지원은 조직이 개인에게 보이는 몰입을 의미하는데 조직이

개인의 공헌에 가치를 두고 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믿음인 개인에 한 조

직의 몰입으로 정의할 수 있다.인지된 상사지원은 자신이 속한 는 부

서의 상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정 자원을 의미하고 상사가 조직구성

원들의 공헌에 가치를 두고 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

다.먼 인지된 조직지원의 측정은 Eisenbergeretal.(1986)이 제시한 설문

항목을 토 로 하여 활용하 는데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인지된 상

사지원의 측정은 Greenhausetal.(1990)의 설문문항을 활용하 는데 총 6개

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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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인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 설문항목

항 목

인지된

조직지원

C01.우리 회사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도와

다.

C02.우리 회사는 나를 개인 으로 정말 아끼고 있다는 생각

이 든다.

C03.우리 회사는 내가 일하는 정도는 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verse)

C04.우리 회사는 나의 회사에 한 공헌에 무 심한 편이다.

(Reverse)

C05.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에 비해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낀다.

C06.우리 회사는 나 신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채용을 고려 할 것이다.(Reverse)

인지된

상사지원

C07.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성과에 해 아낌 없는 피드백을

다.

C08.나의 상사는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한다.

C09.나의 상사는 내가 하는 일의 성취여부에 심을 가지고

있다.

C10.나의 상사는 내가 회사에 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C11.나의 상사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12.나의 상사는 업무성과 향상에 하여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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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사방법과 표본구성

1)조사방법

(1)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한 설문지는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표 3-4>에 나타나 있다.먼 셀 리더십이 독립변수,변화에 한

태도가 종속변수,인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이 조 변수로 이용되었으며,

통제변수는 인구통계 변수로서 성별,연령,근속년수,학력,직 등을 이용하

다.

<표 3-4>설문의 구성

변수명 문항수 문항번호

셀 리더십

행동지향 략 5 A01,A02,A03,A04,A05

자연 보상 략 5 A06,A07,A08,A09,A10

건설 사고 략 5 A11,A12,A13,A14,A15

변화에 한

태도

감정 3 B01,B02,B03

인지 3 B04,B05,B06

행동 3 B07,B08,B09

인지된 조직지원 6 C01,C02,C03,C04,C05,C06

인지된 상사지원 6 C07,C08,C09,C10,C11,C12

인구통계

변수

성별,연령,근속년수,

학력,직 ,담당업무,

업종,종업원수

8 각 1개 문항

설문의 각 항목에 하여는 주로 리커트 5 척도와 명목척도를 이용하

는데 ‘ 아니다’1 ,‘아니다’2 ,‘보통이다’3 ,‘그 다’4 ,‘매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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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 5 을 주었다.인구통계 변수는 명목척도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하여 모형설정에 기본이 되는 기존의 유사연구의 구

성요소를 심으로 설문지를 작성하 는데 본 연구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하

여 구성하 다.다만 설문항목에 있어서 문가의 검증을 통해 설문에 따르

는 오차를 최 한 이려 노력했다.문장이 애매하거나 처음 보는 문항이라

생소하여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질문 등을 수정하 으며,수정된 설문지를 본

연구에 이용하게 되었다.

(2)설문자료의 분석방법

설문지를 통해 획득된 자료를 코딩(coding)하 으며,자료의 분석은

SPSS17.0통계패키지를 이용하 다.연구과제 검증을 한 통계분석에는 주

로 상 계(correlation)분석,회귀분석(regressionanalysis)을 활용하 으며

설문문항의 구성타당성(constructvalidity)을 검증하기 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 고,변수측정의 신뢰성(reliability)을 확인하기 해서

Cronbach'sα값을 계산하 다.

연구에서 이용된 여러 변수들 간의 상 계를 살펴보기 하여 피어슨

(Pearson)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상 계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 간의 계의 정도를 살펴보았으며 계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설문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 는데 타당성 검증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요인분석에서 회 방법은 배리맥스(Varimax)방법을

활용하 다. 한 신뢰성 검증을 하여 상 계 분석 옵션에서 Cronbach's

α값을 계산함으로서 변수들 각각 응답의 내 일 성(internalconsistency)을

살펴보았다.성별,연령,근속년수,학력,직 을 통제하고 변화에 한 태도를

종속변수로,셀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한

인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을 조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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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개요 표본의 구성

(1)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회사( 융기 ,도소매 유통 등)에 근무하고

있는 조직구성원들을 상으로 하 으며 설문을 통한 분석으로 연구가설의

검증을 실시하 다.설문을 한 표본의 설정을 해 임의표본방식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 다.설문지의 수거와 배포는 표본으로 설정된 20개의 회사를

직 방문하여 배포하고 수거하 다.각 회사당 20부씩을 배포하 으며 설문

조사 기간은 2011년 9월 에서 10월 까지 30여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총 400부가 배포되었으며,284부를 수거하 다(수거율:71.0%).사 에 허

락을 받고 직 방문하여 수거하 기 때문에 비교 높은 수거율을 보 다.

수거된 설문지 많은 설문문항을 락하 거나 하나의 응답만을 계속 하는

등 무성의하다고 단된 11부(2.75%)를 제외한 273부(68.25%)를 본 조사의

분석에 이용하 다.

(2)응답자의 인구통계 분포

설문에 응답한 유효표본의 인구통계 분포는 <표 3-5>에서 부터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우선 응답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155명

(57.8%),여자가 113명(47.6%)로 남자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조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표 3-5>성별 응답자 분포

성 별 빈 도 비 율 (%)

남성 155 57.8

여성 113 42.2

합 계 268 100.0

무응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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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20 가 99명(37.6%),30 가 94명

(35.7%),40 가 66명(25.1%),50 이상이 4명(1.5%)로 나타났다.응답자의

73.4%가 2-30 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3.6세이다.

<표 3-6>연령별 응답자 분포

연 령 빈 도 비 율 (%)

20 99 37.6

30 94 35.7

40 66 25.1

50 이상 4 1.5

합 계 263 100.0

무응답:10

근속년수별 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1년 이하가 68명(26.3%),2-5년이

76명(29.3%),6-10년이 47명(18.1%)로 나타났으며 11-20년 53명(20.5%),20년

이상 15명(5.8%)로 나타났다.응답자의 55.6%가 근속년수 5년 이하로 구성되

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응답자의 근속년수는 7.3년이다.

<표 3-7>근속년수별 응답자 분포

근속년수 빈 도 비 율 (%)

1년 이하 68 26.3

2-5년 76 29.3

6-10년 47 18.1

11-20년 53 20.5

20년 이상 15 5.8

합 계 259 100.0

무응답: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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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고졸 55명(21.4%), 문 졸 49명

(19.1%)로 나타났으며 졸 143명(55.6%), 학원졸 이상 10명(3.9%)으로 나

타났다. 체 응답자의 59.5%가 졸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3-8>학력별 응답자 분포

학 력 빈 도 비 율 (%)

고졸 55 21.4

문 졸 49 19.1

졸 143 55.6

학원졸 이상 10 3.9

합 계 257 100.0

무응답:16

응답자의 담당업무별 분포를 살펴보면,인사/총무 12명(5.1%),생산/제조

13명(5.5%), 업/마 99명(41.8%),회계/재무 30명(12.7%),기타 83명

(35.0%)로 나타나고 있다.42% 정도의 응답자가 업/마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9>담당업무별 응답자 분포

담당업무 빈 도 비 율 (%)

인사/총무 12 5.1

생산/제조 13 5.5

업/마 99 41.8

회계/재무 30 12.7

기타 83 35.0

합 계 237 100.0

무응답:36

응답자의 직 별 분포를 살펴보면,일반사원이 156명(59.8%), 리 32명

(12.3%)로 나타났는데 체 응답자의 72% 정도가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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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리 임을 알 수 있다.의사결정권한이 있는 리자 의 경우 과장 42명

(16.1%),차장 21명(8.0%),부장 8명(3.1%),임원 2명(0.8%)으로 나타났다.

<표 3-10>직 별 응답자 분포

직 빈 도 비 율 (%)

일반사원 156 59.8

리 32 12.3

과장 42 16.1

차장 21 8.0

부장 8 3.1

임원 2 0.8

합 계 261 100.0

무응답:12

응답자의 회사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일반제조업 18명(7.1%), 기/ 자

/통신 35명(13.7%),자동차/기계 1명(0.4%),화학/제약 11명(4.3%), 융/증권

105명(41.2%),도소매 유통/서비스 59명(23.1%),기타 26명(10.2%)으로 나타났

다.

<표 3-11>업종별 응답자 분포

업 종 빈 도 비 율 (%)

일반제조업 18 7.1

기/ 자/통신 35 13.7

자동차/기계 1 0.4

화학/제약 11 4.3

융/증권 105 41.2

도소매유통/서비스 59 23.1

기타 26 10.2

합 계 255 100.0

무응답: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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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별 분포를 살펴보면,300명 이하가 85명(41.1%),301-1,500명

103명(49.8%),1,501-3,000명 5명(2.4%),3,000명 이상 14명(6.8%)으로 나타났

다.응답자의 40%정도가 300명 이하의 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500명 이상 비교 규모가 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는 9.2%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표 3-12>종업원 수별 응답자 분포

종업원 수 빈 도 비 율 (%)

1-300명 85 41.1

301-1,500명 103 49.8

1,501-3,000명 5 2.4

3,000명 이상 14 6.8

합 계 207 100.0

무응답: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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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기술통계,신뢰성 타당성

1)변수의 구성타당성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된 변수들이 개념 으로 독립 인가(constructvalidity)

의 여부를 검증하기 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각 변수들의 신뢰도

(reliability)측정을 해서 동일한 측정을 한 항목간의 평균 인 계에 근

거한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 검토를 해 크론바흐 알

(Cronbach'sα)계수를 구하 는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1>과 <표 4-2>

에 제시되어 있다.

(1)변수의 구성타당성

효율 의사소통의 구성타당성 검증을 해 요인분석(factoranalysis)을

실시 하 는데 요인분석시 고려해야할 은 ① 공분산행렬에 의한 분석인가

혹은 상 행렬에 의한 분석인가 ② 기요인의 추출 ③ 분석결과의 해석(요

인 재치,고유값,요인행태행렬,공통성의 크기,요인의 이름)④ 요인값의

활용 ⑤ 신뢰성 검토 등으로 요인의 회 은 요인의 복잡성(complexity),요인

의 양극화(bipolarity)등으로 인하여 요인의 행태행렬이 단순성(simplicity)을

상실했을 때 회 을 고려해야 한다(성삼경․최종후․이재창,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을 요인으로 묶어냄에 있어 정보의 손실을

최 한 이면서 많은 변수를 가능한 은 요인으로 이고,요인구성이 복

잡하고 요인간의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 의 해를 명확하게 하기 한

요인의 회 이 있게 되는 바 변수간의 상 계를 0으로 가정하여 직각회

(orthogonalrotation)방법 배리맥스(varimax)방식을 사용하 으며,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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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치(factorloading)값은 0.4이상인 값을 기 으로 하 다.요인분석 결과는

<표 4-1>에서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먼 셀 리더십 요인분석 결과

는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셀 리더십에 한 요인분석

구 분

Factor1

자연

보상 략

Factor2

건설

사고 략

Factor3

행동지향

략

A01.나는 내 업무의 진행 정도를 스스로 생각

한다.
.106 .327 .685

A02.나는 내가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항상 검한다.
.118 .143 .819

A03.나는 내가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를 주의

를 기울인다.
.094 .179 .814

A04.나는 내 마음속에 목표들을 인식하고 있다. .115 .329 .447

A05.나는 내 업무의 진행정도를 기록한다. .312 .003 .546

A06.나는 내 업무의 책임범 를 더 넓히려고

한다.
.724 .169 .242

A07.나는 내 업무의 책임범 를 확장하는 방안

에 을 둔다.
.809 .063 .164

A08.나는 나에게 부여된 책임 보다 더 많은 일

을 하려고 한다.
.748 .104 .163

A09.나는 나의 책임을 증가시키는 것에 해

생각 한다.
.786 .118 .116

A10.나는 나의 책임을 넘어서는 활동 들을 찾

는다.
.721 .176 .023

A11.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070 .781 .185

A12.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

한다.
.120 .796 .272

A13.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 한다.
.126 .855 .127

A14.내 마음속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낸다. .112 .757 .169

A15.나는 내가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한다. .295 .429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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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된 총분산

성

분

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재값 회 제곱합 재값

체 %분산 % 체 %분산 % 체 %분산 %

1 5.28 35.20 35.20 5.28 35.20 35.20 3.15 21.03 21.03

2 2.11 14.09 49.29 2.11 14.09 49.29 3.09 20.58 41.61

3 1.43 9.55 58.83 1.43 9.55 58.83 2.58 17.22 58.83

표를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결과처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결과를 보이

고 있다.기존 연구에서 셀 리더십은 행동지향 략,자연 보상 략,건설

사고 략으로 구분하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의 요인으로 묶어졌

으며 재값 비율(%)도 58.83%를 보이고 있으며 각 설문항목의 재치

역시 기 정도는 .4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변화에 한 태도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4-2>에 제시되어 있

다.표를 살펴보면 3개의 요인으로 묶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

결과처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변화에 한 태도는 감정

,인지 그리고 행동 요소로 구분하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의

요인으로 묶어졌으며 재값 비율(%)도 72.50%를 보이고 있으며 각 설

문항목의 재치 역시 기 정도는 .4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다.

다만 행동 요소의 설문항목인 ‘변화는 나의 업무수행이 발 되도록 한

다’의 요인 재치의 경우 인지 요소에 .666,행동 요소에 .444정도를 보

이고 있어 인지 요소에 더 높은 재치를 보이고 있으나 인지 인 것이기

보다는 행동 요소로 단되어 행동 요소로 구분하여 변수를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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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변화에 한 태도 요인분석

구 분
Factor1

인지

Factor2

감정

Factor3

행동

B01.나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Reverse)
.042 .773 .288

B02.변화는 나를 짜증나게 한다.(Reverse) .097 .906 .095

B03.변화는 나에게 좌 감을 갖도록 한다.

(Reverse)
.169 .843 -.020

B04.변화는 조직에 여러 가지로 유용하다. .801 .066 .047

B05.우리 회사 조직구성원들은 변화의 유용성

을 인식하고 있다.
.815 -.009 .158

B06.변화는 외부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728 .207 .284

B07.변화는 나의 업무수행이 발 되도록 한다. .666 .283 .444

B08.나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

를 용하려고 시도한다.
.386 .182 .742

B09.나는 변화를 해서 무엇이든 하려한다. .134 .077 .892

설명된 총분산

성

분

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재값 회 제곱합 재값

체 %분산 % 체 %분산 % 체 %분산 %

1 3.89 43.19 43.19 3.89 43.19 43.19 2.48 27.61 27.61

2 1.70 18.84 62.03 1.70 18.84 62.03 2.30 25.50 53.11

3 .94 10.48 72.50 .94 10.48 72.50 1.75 19.39 72.50

마지막으로 인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인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은 2개의 요인으로 묶이고 있는

데 명확하게 구분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다만 인지된 조직지원 하나의

설문항목이 낮은 재치를 보여 삭제하 으며 표는 하나의 설문항목을 삭제

한 이후의 요인분석 결과이다.인지된 조직지원의 3번째 설문문항은 ‘우리

회사는 내가 일하는 정도는 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vers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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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인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 요인분석

구 분

Factor1

인지된

상사지원

Factor2

인지된

조직지원

C01.우리 회사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도와 다.
.361 .734

C02.우리 회사는 나를 개인 으로 정말 아끼고 있다

는 생각이 든다.
.381 .745

C04.우리 회사는 나의 회사에 한 공헌에 무 심한

편이다.(Reverse)
-.070 .466

C05.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에 비해 직원들을 가족처

럼 아낀다.
.368 .677

C06.우리 회사는 나 신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언

제든지 채용을 고려 할 것이다.(Reverse)
-.149 .410

C07.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성과에 해 아낌없는 피

드백을 다.
.776 .009

C08.나의 상사는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한다.
.790 .109

C09.나의 상사는 내가 하는 일의 성취여부에 심을

가지고 있다.
.753 .150

C10.나의 상사는 내가 회사에 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782 .009

C11.나의 상사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808 .134

C12.나의 상사는 업무성과 향상에 하여 필요한 조

언을 아끼지 않는다.
.776 .111

설명된 총분산

성

분

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재값 회 제곱합 재값

체 %분산 % 체 %분산 % 체 %분산 %

1 4.58 41.61 41.61 4.58 41.61 41.61 4.10 37.25 37.25

2 1.52 13.85 55.46 1.52 13.85 55.46 2.00 18.21 55.46

요인 재치의 기 으로 제시하고 있는 .4보다 낮은 .10정도의 재치를

보이고 있어서 삭제하 으며 삭제하고 다른 항목으로 변수를 구성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고 단하 다.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으로 명확하게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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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재값 비율(%)도 55.46%를 보이고 있다.다만 추

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삭제한 설문항목에 하여 좀 더 주의깊게 살펴

야 하는데 설문항목의 의미 뿐만 아니라 역변수 처리로 인하여 명확하게

인지된 조직지원을 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변수의 신뢰성 검토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변수들의 신뢰성(신뢰도:reliability)를 검증하기

하여 응답의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을 조사하는 방법인

Cronbach'α값을 계산하 다.<표 4-4>에서 볼 수 있듯이 변수의 Cronbach'

α값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 으로 α계수가 .6이상이면 비교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채서일,1997).

<표 4-4>측정변수들의 신뢰계수

구 분 Cronbach'α

셀 리더십

행동지향 략 .736

자연 보상 략 .841

건설 사고 략 .826

셀 리더십 체 .864

변화에 한

태도

감정 .820

인지 .747

행동 .775

변화에 한 태도 체 .827

인지된 조직지원 .620

인지된 상사지원 .880

Cronbach'α값을 보면 먼 셀 리더십 변수들인 행동지향 략,자연

보상 략,건설 사고 략 모두 .7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다음으로 변화에 한 태도 변수들인 감정 ,

인지 그리고 행동 요소 모두 .7이상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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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 모두 .6정도의 값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에서 활

용되는 설문항목이 일 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다만 인지된 조직지원

의 경우는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 으로 다소 낮은 .620정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2)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의 구성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에 의해 채택한 문항을 기 로 하여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는데 결과는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먼 셀 리더십 체는 3.69정도의 값을 보이고 있었다.세부 으로 행동지

향 략(3.88)과 건설 사고 략(3.83)이 자연 보상 략(3.36)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본 연구의 표본으로 설정된 조직구

성원들은 과업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낌으로써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 되는 정

도가 상 으로 자기스스로 향력을 발휘하기 한 행동지향과 건설 사

고 정도에 비해서는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으며 일을 수행하면서 자연 인 즐

거움,일 자체가 자연보상이 되도록 의도 으로 노력하는 정도가 상 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변화에 한 태도에 있어서 변화에 한 태도 체는 3.55정도

를 보이고 있었다.세부 으로 감정 (3.71)요소가 인지 (3.49),행동 (3.45)

요소에 비해 다소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변화에 한 태도에 있어서 감정

으로 좋게 보여지지만 유용하며 이를 통해 실질 으로 행동하려는 정도에

까지 미치지는 못한다는 을 알 수 있다.

조 변수로 설정된 인지된 조직원과 상사지원의 경우 상사지원(3.50)이

조직지원(2.98)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특히 조직지원은 다른 변수들

에 비해 상 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조직에 속한 개인들은 조

직이 자신들의 공헌에 가치를 부여하고,자신들의 안녕(well-being)에 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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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일 것이라고 하는 일반 인 믿음의 정도가 상 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4-5>변수들에 한 기술통계량

구 분 평균 표 편차

셀 리더십

행동지향 략 3.88 .549

자연 보상 략 3.36 .674

건설 사고 략 3.83 .612

셀 리더십 체 3.69 .479

변화에 한

태도

감정 3.71 .824

인지 3.49 .671

행동 3.45 .704

변화에 한 태도 체 3.55 .569

인지된 조직지원 2.98 .550

인지된 상사지원 3.50 .645

3)변수간의 상 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 간의 상 계는 <표 4-6>에 제시되어 있다.

먼 셀 리더십과 변화에 한 태도와의 계를 살펴보면 셀 리더십은 변

화에 한 태도와 유의미한 정(+)의 상 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셀 리더십 체는 변화에 한 태도 체와 유의미한 정(+)의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r=.382,p<.001),감정 ,인지 ,행동 요소와도 유의미한 정

(+)의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251,p<.001;r=.297,p<.001;

r=.350,p<.001).다만 계성의 정도는 행동 요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

는 반면에 감정 요소와는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셀 리더십의 행동지향 략,건설 사고 략 역시 변화에 한 태도의

모든 변수들과 유의미한 정(+)의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변화에

한 태도 변수들 행동 요소와 계성의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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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51,p<.001;r=.232,p<.001;r=.251,p<.001).반면에 자연 보상 략의

경우 역시 변화에 한 태도의 모든 변수들과 유의미한 정(+)의 상 계를

보이고 있지만 계성 정도의 크기는 행동지향 략과 달리 크게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변수들의 상 계

구 분 1 2 3 4 5 6 7 8 9

1.행동

지향

략

1.00
　 　 　 　 　 　 　 　

2.자연

보상

략

.416

***
1.00 　 　 　 　 　 　 　

3.건설

사고

략

.497

***

.355

***
1.00 　 　 　 　 　 　

4.셀

리더십

체

.789

***

.779

***

.782

***

1.00
　 　 　 　 　

5.인지된

조직

지원

.172

**

.086 .042 .125

*

1.00
　 　 　 　

6.인지된

상사

지원

.295

***

.192

***

.160

**

.271

***

.402

***
1.00 　 　 　

7.감정
.204

***

.201

***

.186

**

.251

***

.124

*

.184

**
1.00 　 　

8.인지
.289

***

.208

***

.210

***

.297

***

.250

***

.307

***

.257

***

1.00
　

9.행동
.351

***

.232

***

.251

***

.350

***

.216

***

.336

***

.378

***

.600

***

1.00

10.변화에

한

태도 체

.357

***

.274

***

.276

***

.382

***

.245

***

.348

***

.739

***

.765

***

.831

***

주)*:p<.05,**:p<.01,***:p<.001,2-tailed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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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인지된 조직지원,상사지원과 변화에 한 태도와의 상 계를

살펴보면 인지된 조직원과 상사지원 모두와 유의미한 정(+)의 상 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인지된 조직지원은 변화에 한 감정 ,행동

요소 보다 인지 요소(r=.250,p<.001)와 더 높은 상 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인지된 상사지원은 감정 ,인지 요소보다 행동 요소(r=.336,

p<.001)와 더 높은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인지된 조직

지원은 변화에 한 태도 인지 요소와,인지된 상사지원은 변화에 한

태도 행동 요소와 좀 더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셀 리더십과 인지된 조직지원,상사지원과의 상 계를 살

펴보면 인지된 상사지원은 셀 리더십 변수들과 모두 유의미한 정(+)의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인지된 조직지원은 셀 리더십 변수들

행동지향 략과 셀 리더십 체 변수(r=.172,p<.01;r=.125,p<.05)와만

유의미한 정(+)의 상 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자연 보상 략,건설

사고 략과는 유의미한 상 계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지된

상사지원의 경우 특히 행동지향 략(r=.295,p<.001)과 좀 더 높은 상 계

를 보이고 있어 셀 리더십의 행동지향 략이 조직지원 보다 상사지원과 좀

더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 두 변수들 간 유의미한 정(+)의 상 계를

보이고 있으며(r=.402,p<.001)셀 리더십 변수들인 행동지향 략,자연

보상 략,건설 사고 략 간에도 변수들간 유의미한 정(+)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결과는 변화에 한 태도변수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감정 ,인지 ,행동 요소들 간에서도 유의미한 정(+)의 상 계를 보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3-

제 2 연구가설의 검증

1)주효과 가설검증

(1)셀 리더십과 변화에 한 태도

셀 리더십이 변화에 한 태도에 미치는 주효과 가설의 검증을 해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먼 인구통계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하고 셀 리더십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 변화에 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인구통계 변수들은 회귀분석을 해 더미(dummy)처리하여 분

석을 실시하 다.종속변수인 변화에 한 태도는 감정 ,인지 ,행동 그

리고 변화에 한 태도 체로 나 었으며 독립변수인 셀 리더십은 행동지

향 략,자연 보상 략,건설 사고 략 그리고 셀 리더십 체로 나

었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4-7>과 <표 4-8>에 제시되어 있으며 표 화된

(standardized)회귀계수를 제시하 다.먼 변화에 한 태도 체에 미치는

셀 리더십의 향력을 살펴보았다.

<표 4-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변화에 한 태도 체에 있어 셀 리더

십 체가 유의미한 정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88,

p<.001).이를 통해 셀 리더십을 키우는 것이 변화에 한 태도의 형성에

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세부 으로 셀 리더십 변수들인 행동지향 략,

자연 보상 략,건설 사고 략이 변화에 한 태도 체에 미치는 향

력을 살펴보았는데 행동지향 략(beta=.228,p<.01)과 자연 보상 략

(beta=.143,p<.05)이 유의미한 정 향력을 보이는 반면에 건설 사고

략(beta=.125,n.s)은 유의미한 향력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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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셀 리더십이 변화에 한 태도 체에 미치는 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변화에 한 태도 체

M1 M2 M3

통제변수

성별 .121 .122* .128

연령 -.056 -.065 -.066

근속년수 .038 .000 .005

학력 .053 .072 .058

직 .155 .076 .069

이론변수

셀 리더십 체 .388***

행동지향 략 .228**

자연 보상 략 .143*

건설 사고 략 .125

R
2

.049 .187 .192

F-Value 2.495* 9.212*** 7.055

주1)*:p<.05,**:p<.01,***:p<.001

주2)통제변수 연령,근속년수는 실제 값이며 다른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더미(dummy)처리하 음(성별:남성 1여성 0,학력: 졸이상 1 졸미

만 0,직 :과장이상 리자 1 리이하 사원 0)

이를 통해 셀 리더십 발휘에 있어서 자신의 과업에 극 으로 임하는

스스로의 행동을 리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변화에 한

태도 형성에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 과업으로부터 즐거움을 느

낌으로써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 하고 일 자체가 자연보상이 되도록 의도 으

로 노력하게 되는 것도 변화에 한 태도 형성에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다음으로 변화에 한 태도 변수들인 감정 ,인지 그리고 행동 요소

들에 셀 리더십이 미치는 향력은<표 4-8>에 제시되어 있다.표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셀 리더십 체는 감정 (beta=.275, p<.001), 인지

(beta=.308,p<.001),행동 (beta=.332,p<.001)모두에 유의미한 정 향

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변화에 한 감정 일체감을 형성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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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화가 유용하다고 단하며 변화에 따라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셀 리더십이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표 4-8>셀 리더십이 변화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변화에 한 태도

감정 인지 행동

M4 M5 M6 M7 M8 M9

통제변수

성별 .172 .175 .065 .071 .037 .042

연령 -.056 -.050 -.102 -.107 .005 -.001

근속년수 -.084 -.088 .050 .058 .050 .059

학력 .074 .079 .034 .015 .057 .037

직 .043 .039 .069 .060 .071 .064

이론변수

셀 리더십

체
.275*** .308*** .332***

행동지향

략
.082 .227** .240***

자연

보상 략
.166* .081 .078

건설

사고 략
.103 .084 .104

R
2

.110 .112 .113 .122 .156 .166

F-Value 4.968*** 3.748*** 5.904*** 4.130*** 7.366*** 5.902***

주1)*:p<.05,**:p<.01,***:p<.001

주2)통제변수 연령,근속년수는 실제 값이며 다른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더

미(dummy)처리하 음(성별:남성 1여성 0,학력: 졸이상 1 졸미만

0,직 :과장이상 리자 1 리이하 사원 0)

셀 리더십 변수들의 향력을 살펴보면 감정 요소에는 자연 보상

략(beta=.166,p<.05),인지 요소에는 행동지향 략(beta=.227,p<.01),행동

요소에는 행동지향 략(beta=.240,p<.001)이 유의미한 정 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엇보다 행동지향 략의 발휘가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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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도의 형성에 있어서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조직구성원들

로 하여 변화에 한 태도를 정 으로 형성하기 해서는 자신의 과업에

극 으로 임하는 스스로의 행동을 리하는 략 즉,자신의 행동을 리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셀 리더십 향

상이 더욱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인지된 조직지원,상사지원과 변화에 한 태도

인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이 변화에 한 태도에 미치는 주효과 가설

의 검증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종속변수인 변화에 한 태도는 감

정 ,인지 ,행동 그리고 변화에 한 태도 체로 나 었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4-9>에 제시되어 있는데 표 화된(standardized)회귀계수를 제

시하 다.먼 변화에 한 태도 체에 미치는 인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

원의 향력을 살펴보았다.변화에 한 태도 체에 있어 인지된 조직지원

(beta=.158,p<.05)과 인지된 상사지원(beta=.253,p<.001)모두 유의미한 정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지원과

상사지원의 인식이 변화에 한 태도의 형성에 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조직이 개인에게 보이는 몰입의 의미인 인지된 조직지원에 있어서 결국

조직이 개인의 공헌에 가치를 두고 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조직구성원들이

믿게 되면 변화에 한 태도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불어 조직구

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는 부서의 상사로부터 자신들의 공헌에 가치를

두고 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믿게 되면 변화에 한 태도가 형성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변화에 한 태도 변수들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면 감정 요소에 있

어서는 인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 모두 유의미한 향력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18,n.s;beta=.088,n.s).인지 요소에 있어서는 인

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 모두 유의미한 정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beta=.149,p<.05;beta=.246,p<.001).행동 요소에 있어서는 인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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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지원이 유의미한 정 향력(beta=.278,p<.001)을 보이는 반면에 인

지된 조직지원은 유의미한 향력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05,n.s).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결국 변화에 하여 유용하다고

단하며 행동으로 이어지기 해서는 조직구성원들로 하여 상사들이 조직구

성원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원을 제공하고 심과 격려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과제의 완수를 실질 으로 도와 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이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9>인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이 변화에 한 태도 체에

미치는 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변화에 한 태도

변화에

한 태도

체

M10

감정

M11

인지

M12

행동

M12

통제변수

성별 .086 .147* .031 .010

연령 -.055 -.037 -.083 -.011

근속년수 .061 -.065 .099 .128

학력 .015 .036 -.013 .008

직 .147 .102 .120 .124

이론변수

인지된 조직지원 .158* .118 .149* .105

인지된 상사지원 .253*** .088 .246*** .278***

R
2

.165 .067 .135 .161

F-Value 6.653*** 2.395* 5.227*** 6.423***

주1)*:p<.05,**:p<.01,***:p<.001

주2)통제변수 연령,근속년수는 실제 값이며 다른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더미(dummy)처리하 음(성별:남성 1여성 0,학력: 졸이상 1 졸미

만 0,직 :과장이상 리자 1 리이하 사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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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효과 가설검증

조 효과 가설의 검증을 해 계층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셀 리더십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인지된 조직지원,상사지원을 조 변수로 설정하

으며 변화에 한 태도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활용하 다.변화에 한 태

도 체의 결과는 <표 4-10>에 제시하 으며 감정 ,인지 ,행동 요소들

의 결과는 <표 4-11>에 제시하 다.

조 효과 검증을 해 3단계의 계층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1).먼 1

단계로 인구통계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2).2단계

로 1단계 회귀식에 추가로 셀 리더십,인지된 조직지원,상사지원을 독립변

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3단계로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2단계

의 변수들에 상호작용(interaction)효과의 변수 ‘셀 리더십×인지된 조직지원,

셀 리더십×인지된 상사지원’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 는데 조 변수 설

정에 있어서 센터링 방식을 활용하 다.상호작용항을 센터링한 이유는 상호

작용 변수를 ‘독립변수×조 변수’로 설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 공선성

(multi-collinearity)문제를 해결하기 해서이다.

셀 리더십이 변화에 한 태도 체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인지된 조

직지원,상사지원의 조 효과를 살펴보면 셀 리더십 체가 인지된 상사지

원 정도에 따라 변화에 한 태도 체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32,p<.05).반면에 인지된 조직지원의 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

다(beta=-.022,n.s).이러한 결과를 통해 조직구성원들이 상사가 높은 심과

격려 등 정서 인 것 뿐 아니라 업무와 련하여 문제해결을 도와주고 과제

의 완수를 실질 으로 도와 다고 높게 인식하는 경우에 조직구성원들이 셀

1)다 공선성과 련하여 분산확 인자(VIF:VarianceInflationFactor)를 확인해 본 결

과 이군희(2004)가 다 공선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기 값으로 제시한 5를 넘는 것

은 없었다.

2)[표 4-10]과 [표 4-11]모두 1단계 분석은 이 에 표로 제시하 기 때문에 생략하고 2

단계와 3단계 결과만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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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을 발휘할수록 더욱 변화에 한 태도 형성이 정 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따라서 셀 리더십 발휘에 있어서 상사지

원 등 조직구성원들이 조직구성원들을 해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고 이를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변화에 한 태도에 요하다

는 을 알 수 있다.

<표 4-10>셀 리더십이 변화에 한 태도 체에 미치는 향:인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의 조 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변화에 한 태도 체

M13 M14

통제변수

성별 .099 .096

연령 -.059 -.046

근속년수 .012 -.007

학력 .033 .025

직 .091 .093

이론변수

셀 리더십 체 .317*** .311***

인지된 조직지원 .160* .173**

인지된 상사지원 .165* .152*

상호작용

셀 리더십 체 ×

인지된 조직지원
-.022

셀 리더십 체 ×

인지된 상사지원
.132*

R
2

.250 .265

F-Value 9.750*** 8.373***

주1)*:p<.05,**:p<.01,***:p<.001

주2)통제변수 연령,근속년수는 실제 값이며 다른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더미(dummy)처리하 음(성별:남성 1여성 0,학력: 졸이상 1 졸미

만 0,직 :과장이상 리자 1 리이하 사원 0)

한편 셀 리더십이 변화에 한 태도 변수들인 감정 ,인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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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인지된 조직지원,상사지원의 조 효과를 살펴

보았다.

<표 4-11>셀 리더십이 변화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인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의 조 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변화에 한 태도

감정 인지 행동

M15 M16 M17 M18 M19 M20

통제변수

성별 .158* .155* .040 .040 .020 .017

연령 -.040 -.024 -.087 -.087 -.015 .000

근속년수 -.104 -.128 .063 .064 .088 .069

학력 .051 .037 .000 -.001 .023 .019

직 .058 .060 .079 .079 .079 .080

이론변수

셀 리더십

체
.251*** .242*** .232*** .232*** .259*** .253***

인지된

조직지원
.119 .134* .150* .149* .107 .123

인지된

상사지원
.018 .003 .182** .182** .206** .190**

상호작용

셀 리더십

체 ×

인지된

조직지원

.007 .014 -.076

셀 리더십

체 ×

인지된

상사지원

.171* .000 .126*

R
2

.119 .149 .180 .180 .217 .230

F-Value 3.969*** 4.069*** 6.425*** 5.103*** 8.111*** 6.949

주1)*:p<.05,**:p<.01,***:p<.001

주2)통제변수 연령,근속년수는 실제 값이며 다른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더

미(dummy)처리하 음(성별:남성 1여성 0,학력: 졸이상 1 졸미만

0,직 :과장이상 리자 1 리이하 사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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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요소에 있어서 인지된 상사지원이 조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beta=.171,p<.05),행동 요소에도 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26,p<.05).인지 요소에는 인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의 조 효과

가 나타나고 않았다.

결국 셀 리더십을 발휘하여 변화에 하여 일체감을 느끼는 등 감정

인 일체감을 형성함에 있어서 인지된 상사지원이 높을수록 더욱 태도의 형성

이 강해진다는 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변화에 따른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역시 인지된 상사지원이 높을수록 더욱 태도의 형성이 강해진다는 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변화에 한 태도 체,감정 ,행동 요소에 있어서 인지

된 상사지원만이 조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조직구성원들

이 스스로 향력을 행사하는 셀 리더십을 통해 변화에 한 정 태도를

형성하기 해서는 조직차원에서의 지원 측면 보다 상사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3)가설검증 결과요약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주효과 가설과 조 효과 가설로 구분된다.주효과

가설은 셀 리더십이 변화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력과 인지된 조직지원

과 상사지원이 변화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력에 한 가설이다.조 효

과 가설은 인지된 조직지원과 상사지원이 셀 리더십이 변화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력에 있어서 이들 사이의 계를 조 한다는 가설이다.

이를 토 로 하여 주효과 가설인 가설 1은 셀 리더십이 변화에 한 태

도에 정 향력을 보일 것으로 측하 고 가설 2-1과 2-2는 인지된 조

직지원,상사지원이 변화에 한 태도에 정 향력을 보일 것으로 측

하 다.조 효과 가설인 가설 3-1과 3-2는 셀 리더십이 변화에 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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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인지된 조직지원,상사지원이 향력을 조 할 것

으로 측하 다.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가설 1을 검증하기 한 실증분

석 결과 셀 리더십 체는 변화에 한 태도 변수들인 체,감정 ,인지

,행동 요소 모두에 유의미한 정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행동지향 략이 변화에 한 태도 변수들에 가장 유의미한 정 향

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설 2-1과 2-2를 검증하기 한 실증분석 결과 인지된 조직지

원은 변화에 한 태도의 일부변수들에만 유의미한 정 향력을 보이는

반면에 인지된 상사지원은 감정 요소를 제외한 체,인지 ,행동 변수

들에 유의미한 정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2-1은

부분 지지되고 있으며 가설 2-2는 지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3-1과 3-2를 검증하기 한 실증분석 결과 인지된 조직

지원의 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인지된 상사지원은 부분 으

로 변화에 한 태도 체,감정 ,행동 요소에 유의미한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인지된 상사지원 수 이 높을 경우에 셀 리더십이 변

화에 한 태도 체,감정 ,행동 요소에 더욱 정 향력을 보인 다

는 것이다.따라서 가설 3-1은 지지되지 못한 반면에 가설 3-2는 지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가설 검증 결과 요약표는 <표 4-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2>가설 검증결과 요약

가 설 변수 지지여부

가설 1 셀 리더십 → 변화에 한 태도 지지

가설 2-1

2-2

인지된 조직지원 → 변화에 한 태도

인지된 상사지원 → 변화에 한 태도

부분지지

지지

가설 3-1

3-2

인지된 조직지원 조 (셀 리더십 ×인지된 조직지원)

인지된 상사지원 조 (셀 리더십 ×인지된 조직지원)

기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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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결 론

제 1 연구결과 요약 의의

1)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셀 리더십이 변화에 한 태도 형성에 어떠한 향력을 보이

는 지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 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인지된 조직지원,상사

지원이 이들 사이의 향력에 있어서 조 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 다.즉,

셀 리더십 발휘가 변화에 한 태도 형성에 있어서 요한 핵심 요소이며

이때 조직 내에서의 지원,상사의 지원 등 상황 요소들을 갖추고 있을 경

우에 더욱 변화에 한 정 태도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이를

토 로 연구가설을 설정하 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셀 리더십 체(행동지향 략,건설 사고 략,자연 보상

략)는 변화에 한 태도 체(감정 ,인지 ,행동 요소)에 유의미한 정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 으로 봤을 때 셀 리더십의 행

동지향 략의 발휘가 변화에 한 태도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유의미한

정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인지된 조직지원은 변화에 한 태도의 일부변수들에만 유의미한

정 향력을 보이는 반면에 인지된 상사지원은 감정 요소를 제외한

체(인지 ,행동 요소)에 유의미한 정 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인지된 조직지원은 셀 리더십과 변화에 한 태도와의 계를 조

하는 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인지된 상사지원은 부분 으로 변

화에 한 태도 체(감정 ,행동 요소)에 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즉 인지된 상사지원 수 이 높을 경우에 셀 리더십이 변화에 한 태



-64-

도 체(감정 ,행동 요소)에 더욱 유의미한 정 향력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셀 리더십은 변화에 한 태도

체에 유의미한 정 향력을 보이며 여기에 인지된 상사지원 수 이 높을

수록 셀 리더십이 변화에 한 태도 체(감정 ,행동 요소)에 더욱 유의

미한 정 향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 인 외부

환경에서 조직이 성공 으로 살아남기 해 조직 구성원의 셀 리더십이 변

화에 한 태도에 어떠한 향력(인지된 조직지원,상사지원의 조 효과)을

보이는지에 한 연구에 목 이 있었다.연구 결과 구성원의 변화에 한 태

도에 있어서 셀 리더십이 매우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셀 리더십 체(행동 지향 ,자연 보상,건설 사고)가 변화에 한

태도 체(인지 ,감정 ,행동 )에 유의미한 정 향을 미치는 분석결

과와 여기에 인지된 상사지원 수 이 높을수록 셀 리더십이 변화에 한 태

도에 더욱 유의미한 정 향을 미치는 분석결과로 볼 때 조직은 구성원

의 셀 리더십에 요성을 인식하고 구성원의 셀 리더십 함양을 더욱 강화

해야 한다고 본다.즉 조직과 구성원 모두의 성공과 능력개발을 해 구성원

의 셀 리더십을 증진해야 한다.

구성원의 셀 리더십 증진 한 심에는 셀 리더십 교육이 있다.셀 리

더십 이 교육을 통해서 증진된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

된 바 있다.구성원의 셀 리더십 교육으로 구성원 개인은 물론 조직의 성공

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본다.많은 기업들이 격한 외부환경 변화

에 응하기 해 상시 인 구조조정과 구성원을 한 조직지원을 행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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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우수한 자질을 지닌 구성원을 보유하고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

다.

지 은 변화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시 이다.서론에서 언 했듯

인 외부환경에 성공 으로 살아남기 해서는 구성원 변화가 가장 먼 이

며 필수이다.구성원의 변화에 한 태도는 셀 리더십을 함양하고 증진할수

록 더욱 성공 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인지된 상사지원이 높을수록 더더욱

성공 으로 이 진다.이는 곧 조직 성공으로 직결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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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의 한계 제언

본 연구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의의를 지니며 유용한 시사

을 제시하고 있지만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어 후속 연

구에서 개선되어야 할 이 있다.

첫째,본 연구의 표본으로 설정된 기업이 총 20개 회사인데 각 기업별로

변화추구 방식( :구조조정,교육훈련 등)이 다양하고 한 조직변화 단계가

다르므로 회사별로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는 변화에 한 태도의 의미가 다

를 수 있다는 이다.비록 어떠한 형태 는 어떠한 단계라고 하더라도 조

직변화가 가치 있으며,조직의 성장과 발 을 해 요하고,조직에 필요한

것이라는 변화에 한 태도를 측정하 다고 하더라도 객 인 조직변화를

측정하지 못하 다는 에서 연구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둘째,조직구성원들의 직무와 직 에 따라 요구되는 조직변화의 속도와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는 을 고려하지 못했다.실제 안정 직무수행 등

불확실성이 큰 쪽하고 불확실성이 고 일상 으로 돌아가는 직무를 수행하

는 쪽 하고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을 경

우에 주로 조직변화와 신의 추구가 제도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직무특성 뿐만 아니라 직 에서 요구하는 변화의 정도

를 단계별로 는 수 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셋째,본 연구는 실험의 방법을 거치지 않은 설문지법에 의한 가설 검증

의 한계가 있는데 동일방법 편의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동일방법 편의

를 해결하기 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각 변수의 측정방법과 응답원을 달리하

는 것인데(박원우․김미숙․정상명․허규만,2007)자기보고와 동료보고의 병

행 등 응답의 원천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 을 극복하고 연구의 일

반화와 더불어 설문항목의 조정 정교화를 통해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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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본 연구의 한계 을 극복하기 해서는 실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하지만 실험만 가지고는 일반화를 확보하기

가 힘들 것이기 때문에 외부 인터뷰 등 질 인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하

며 이들 양 인 방법과 질 인 방법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표본에 있어서 표본으로 설정된 회사의 수와 인원들은 실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상 으로 은 크기의 표본으로 볼 수 있다. 은

수의 표본에 의한 분석 결과는 결과해석에 있어 표본에 의한 편향(bias)이 발

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보다 많은 수의 회사와 개인

들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상의 논의

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자들은 본 연구의 문제 과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발

된 이론과 실증분석을 하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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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체크해(V)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 우

아니다 ← → 그 다

1 2 3 4 5

A01.나는 내 업무의 진행 정도를 스스로 생각
한다.

A02.나는 내가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항상
검한다.

A03.나는 내가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를 주의를
기울인다.

A04.나는 내 마음속에 목표들을 인식하고 있다.

A05.나는 내 업무의 진행정도를 기록한다.

A06.나는 내 업무 책임범 를 더 넓히려고 한다.

A07.나는 내 업무의 책임범 를 확장하는 방안에
을 둔다.

A08.나는 나에게 부여된 책임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A09.나는 나의 책임을 증가시키는 것에 해
생각한다.

A10.나는 나의 책임을 넘어서는 활동들을 찾
는다.

A11.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A12.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
한다.

A13.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A14.나는 내 마음속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
낸다.

A15.나는 내가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한다.

B01.나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B02.변화는 나를 짜증나게 한다.

B03.변화는 나에게 좌 감을 갖도록 한다.

B04.변화는 조직에 여러 가지로 유용하다.

B05.우리 회사 조직구성원들은 변화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다.

B06.변화는 외부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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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란에 체크해(V)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매 우

아니다 ← → 그 다

1 2 3 4 5

B07.변화는 나의 업무수행이 발 되도록 한다.

B08.나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용 하려고 시도한다.

B09.나는 변화를 해서 무엇이든 하려한다.

C01.우리 회사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도와 다.

C02.우리 회사는 나를 개인 으로 정말 아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C03.우리 회사는 내가 일하는 정도는 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C04.우리 회사는 나의 회사에 한 공헌에 무
심한 편이다.

C05.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에 비해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낀다.

C06.우리 회사는 나 신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채용을 고려할 것이다.

C07.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성과에 해 아낌 없
는 피드백을 다.

C08.나의 상사는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를 자주 제공한다.

C09.나의 상사는 내가 하는 일의 성취여부에
심을 가지고 있다.

C10.나의 상사는 내가 회사에 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C11.나의 상사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12.나의 상사는 업무성과 향상에 하여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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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설문 응답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해(V)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① 남( ) ② 여( )

직

① 일반사원 ( )

② 리 ( )

③ 과장 ( )

④ 차장 ( )

⑤ 부장 ( )

⑥ 임원 ( )

연령 ( )세

근속

년수
( )년

최종

학력

① 고졸 ( )

② 문 졸 ( )

③ 졸 ( )

④ 학원졸 이상 ( ) 업종

① 일반제조업 ( )

② 기/ 자/통신/컴퓨터 ( )

③ 자동차/기계/ 공업 ( )

④ 화학/제약 ( )

⑤ 융/증권/보험업 ( )

⑥ 도‧소매‧유통/서비스 ( )

⑦ 기타 ( )담당

업무

① 인사/총무/기획 ( )

② 생산/제조/자재 ( )

③ 업/마 ( )

④ 경리/회계/재무 ( )

⑤ 기타 ( )
종업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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