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

서번트 리더십과 이직의도의 관계:

상사신뢰의 매개효과와 성인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ant

Leadership and Turnover Intention:

Mediating Effect of Trust in Leader and

Moderating Effect of Adult Attachment)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HRD컨설팅학 전공

정 윤 미

[UCI]I804:48009-200000372635[UCI]I804:48009-200000372635





서번트 리더십과 이직의도의 관계:

상사신뢰의 매개효과와 성인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ant

Leadership and Turnover Intention:

Mediating Effect of Trust in Leader and

Moderating Effect of Adult Attachment)

지 도 교 수 김 병 직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HRD컨설팅학 전공

정 윤 미





정윤미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김 해 룡 (인)

심 사 위 원 이 주 일 (인)

심 사 위 원 김 병 직 (인)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년 2월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서번트 리더십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상사신뢰의 매개효과와

성인애착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각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을 통

하여 서번트 리더십, 이직의도, 상사신뢰, 성인 애착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수립한 가설 검증을 위하여 온라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횡단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

시점에 걸쳐 기간을 두고 답변을 확보하여 세 시점 모두 응답한 364개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가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번트 리더

십과 상사신뢰의 관계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이 상사에 대한 신뢰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상사신뢰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쳐 상사에 대한 신뢰가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의도를 줄여준다

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리고 상사신뢰는 서번트 리더십과 이직의도

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특성을 보여

주는 성인애착 불안과 회피가 서번트 리더십이 상사신뢰에 미치는 영향

력을 부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서번

트 리더십이 상사신뢰에 영향을 주어 부하직원의 이직의도를 줄여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에서 팔로워의 개인적 특성이

나 성향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직에

서도 서번트 리더가 부하직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성인애착 등

개인의 특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서번트 리더십, 상사신뢰, 성인애착,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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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그간의 연구에서 리더와 구성원간의 관계를 긍정적이게 만들어주는 리

더십으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주목해 왔다. 서번트 리

더십은 기본적으로 부하직원들을 다양한 관점에(관계, 윤리, 감정 등)서

이해하려고 하는 리더십 유형이며, 이를 통해 부하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이타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지향하려고 한다

(Greenleaf, 1977, 1998; Liden et al., 2008). 또한 서번트 리더들은 부하

직원들의 성장과 웰빙 그리고 그들의 만족을 통하여 조직에 좋은 결과물

을 내고자 한다(Liden et al., 2008; Mayer, 2010; Avolio et al. 2009;

Parris and Welty Peachey 2013). (Chen, Zhu, & Zhou, 2015; Neubert

et al., 2008; Peterson, Galvin, & Lange, 2012; Walumbwa, Hartnell, &

Oke, 2010). 서번트 리더십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서번트 리더십이

구성원의 직무만족, 직무몰입, 직무집중, 일의 의미, 심리적 안녕, 그리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arter and Baghurst 2013;

Gotsis & Grimani, 2016; Khan, Khan, & Chaudhry, 2015; Liden et al.

2008; Mayer et al. 2008; Neubert et al. 2008; Rivkin et al., 2014; van

Dierendonck et al., 2014; Walumbwa, Muchiri, Misati, Wu, & Meiliani,

2018). 또한 서번트 리더십은 직무 냉소주의, 직무 권태, 그리고 이직의

도 등의 부정적 인식, 태도, 행동 등을 감소시켜 준다고 알려져 있다

(Bobbio, Dierendonck, & Manganelli, 2012; Hunter et al., 2013;

Walumbwa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이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인 중에서 구성원들의 이직의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인적자

본은 조직의 여러 가지 자원 중 다른 자본으로 대체하기 어렵고 조직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중요 자원이다(khalife, 2016). 따라서 조직에서

이러한 인적자본이 조직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많은 선행연구에서 서번트리더십이 이직의도를 줄인다고 보고해

왔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서번트 리더십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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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원들의 이직의도를 낮춰준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었지만(Jaramillo et

al. 2009; Hunter et al. 2013; Babakus et al. 2010), 그 정교한 작동기제

는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Peterson et al., 2012; Walumbwa et al.,

2010). 많은 연구들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이 종업원들이 조직에 남고자

하는 의지 대한 예측변수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에만 집중하였으며, 서번

트 리더십이 종업원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매개변인

을 거쳐서 이직의도를 낮추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Jaramillo et

al.,2009). 하지만 서번트 리더에 대한 부하직원의 태도가 이직의도라는

행동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부하직원이

상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어 이직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몇몇 연구에서 서번트 리더십이 종업원의 긍정적인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에 대하여 다루기는 하였지만, 팔로우어의 애착

패턴의 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들에서는

조직의 구조, 조직의 문화, CSR, 경쟁강도 등이 조절 변인으로 작동한다

고 밝혔다 (Newbert et al., 2016; Khan et al., 2015; Jaramillo et al.,

2009; Jaramillo, Bande, and Varela., 2015; de Clercq et al., 2014;

Coggins and Boarnea, 2015). 그런데 리더십의 성패는 그 리더의 행동

을 팔로워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달려있으며(Brunch &

Walter, 2007), 그 해석에는 팔로워의 애착 (attachment) 패턴이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Popper et al.,2000;

Richards & Hackett, 2012; Richards & Schat, 2011; Molero, Moriano,

& Shaver, 2013; Ossiannilsson & Linder, 2011), 구성원의 애착 패턴을

조절변수로 삼은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과 종업원의 이직의도를 매개하는 개인수준의 심리적 요인과 관련

된 변인을 탐색하였고,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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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 Winston, 2005) 상사신뢰에 주목하였다. 상사신뢰는 부하직원

이 상사를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기대라고 볼 수 있으며(Rott

er, 1971), 부하직원이 상사에 대한 긍정직인 인식과 행동을 기반으로 상

사의 약점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이다(Dirks and Ferrin, 2002;

Rousseau et al., 1998).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서번트 리더를 두고 있는 팔로워들은 리더에 대

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reenleaf, 1977; Schaubroeck et al.,

2011; Farling et al. 1999; Dirks and Ferrin, 2002; Whitener et al.,

1998). 서번트 리더를 두고있는 부하직원은 상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된다. 한편 많은 연구에서 신뢰가 종업원의 이직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증명하였다.(Dirks and Ferrin, 2002; Brasheara et al., 2005;

Canipe, 2006; Mulkiet al., 2008; McKnight et al., 2009; DeConinck,

2011; Mulki et al., 2013; Harhara et al., 2015). 또한 본 연구에서는

Input Process Output(IPO)구조를 이용하여 상사신뢰가 서번트 리더십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에 대하여 뒷받침 하고자한다. IPO모델을

적용해보면 서번트 리더십은 상사신뢰에 영향을 주고 상사신뢰는 또다시

이직의도에 영향을 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의 영향력은 부하 직원의

성인 애착 패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선행연

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이 부하직원의 긍정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며

(Carter and Baghurst 2013; Liden et al. 2008; Mayer et al. 2008;

Neubert et al. 2008) 상사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Greenleaf 1977, Schaubroeck et al., 2011; Farling et al. 1999;

Dirks and Ferrin, 2002; Whitener et al., 1998).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개인 조직 내부에서 구성원과 대인관계를 이루고,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

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만들면서 나타나는 특

성을 이해하기 위한 변인으로 성인애착을 활용할 수 있다. 성인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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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 Attachment)은 생애초기 형성된 애착이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타

인과의 관계에서 일반화된 성인기의 외부 세계 또는 타인 표상을 말한다

(Brennan et al., 1998). 성인애착은 불안과 회피를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

성하여,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Brennan et al.,

1998). 타인의 관심을 부담으로 느끼며 회피하고자 하는 애착 회피 차원

이 높은 사람은 상사의 서번트 리더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이 떠날까봐 두려움을 가지는 애착 불안 차

원이 높은 사람은 상사의 서번트 리더십에 대하여 애착 불안 차원이 낮

은 사람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부하직원의 애착불안 차원

의 수준과 애착회피 차원의 수준에 따라 상사의 서번트 리더십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따라서 상사에 대한 신뢰 수준을 조절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이 상사신뢰를

매개로 하여 이직의도로 연결되고, 서번트 리더십과 상사신뢰의 관계는

성인애착 불안과 성인애착 회피차원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는 두가지 모

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이직의도를 줄이는 원리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 구체적이

게 밝히지 않았던 서번트 리더십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

교한 작동 기제를 밝혔다. 기존의 연구들은 서번트 리더십을 부하직원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예측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그 사이의 구체적 관계를

밝히지 않았다. 둘째, 개인의 특성이 서번트 리더십과 상사에 대한 신뢰

를 조절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구

성원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서번트 리더십이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었지만, 성인애착이라는 개인의 특성이 서번트 리더십과 구성

원의 행동간의 관계에 개인의 성향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히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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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및 가설

제1절 서번트 리더십과 이직의도

기존연구에 의하면 서번트 리더십은 이직의도를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Jaramillo et al. 2009b; Hunter et al. 2013; Babakus et al. 2010).

Greenleaf(1977)는 서번트 리더는 자신의 필요보다 구성원에게 필요한것

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구성원이 성장하고 독립적이어 질 수 있기를 바

란다고 정의하였다. 서번트 리더십 이론(Greenleaf 1970, 1977)은 리더

자신보다 다른 사람람들을 우선시하는 리더의 행동이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의 기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있다

(Barbuto and Wheeler 2006; Ehrhart 2004; Graham 1991; Neubert et

al. 2008; Russell and Stone 2002; Liden et al. 2008). 선행 연구들은 서

번트 리더십에 대한 종업원들의 인식이 조직몰입(Liden et al. 2008), 조

직 효과성(Barbuto and Wheeler 2006), 이직의도(Jaramillo et al. 2009),

신뢰(Reinke 2003) 그리고 직무 만족도(Mayer et al. 2008; Van

Dierendonck and Nuijten 2011)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직의도는 가까운 미래에 조직을 떠날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추즉이다(Mowday et al. 1982).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Griffeth et al.

2000)에 의하면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종업원의 결정은 직무 불만족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러한 종업원의 불만족은 조직의 프로세스 (Miskel et

al. 1979), 정책(Ernst Kossek and Ozeki 1998), 리더십 유형(Fuller et

al. 1999; Lok and Crawford 2004), 직무특성(Loher et al. 1985; Lee and

Wilbur 1985)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선행요

인 중 본 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선행연구

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이 종업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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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라고 하였다(Jaramillo et al. 2009; Hunter et al. 2013; Babakus et

al. 2010). 서번트 리더를 둔 직원들은 부하직원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리더의 행동이 보상처럼 여겨질 것이며, 이런

리더의 행동은 종업원이 계속 조직에 남아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서번트 리더십과 상사신뢰

본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이 상사에 대한 신뢰를 높여준다고 제시한

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서번트 리더십과 신뢰간의 관계를 증명하였고, 신

뢰가 서번트 리더십에 의해 높아진다고 알려져 왔다(Schaubroeck et al.,

2011; Page & Wong, 2000; Chan & Mak, 2014). 신뢰는 타인의 가치관

에 관한 확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긍정적 감정상태, 또는 서

로간의 호의적인 태도를 말하며, 이는 타인의 의도나 행동을 통하여 생

성되는 긍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자신의 취약성을 수용하려고 하는 심

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Jones & George, 1998).

신뢰는 누구와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뢰의 대

상에 따라 상사와의 신뢰, 부하의 신뢰, 동료와의 신뢰, 조직의 신뢰, 조

직간 신뢰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된다(Hosmer, 1995; Dirks & Parks,

2003). 그 중 상사신뢰란 상사와 부하간의 확신, 상호 믿음 그리고 비밀

유지에 기반을 둔 대인관계에서 발달하며, 상사를 구성원들이 믿을만하

다고 생각되는 기대라고 볼 수 있으며(Rotter, 1971), 부하직원이 상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행동을 기반으로 상사의 약점까지 받아들일 수 있

는 의지로 정의된다(Dirks and Ferrin, 2002; Rousseau et al., 1998). 리

더십은 상사와 부하직원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상사신뢰는 리

더의 동기부여에 대한 부하직원의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Ng and

Chua, 2006) 본 연구에서는 상사에 대한 신뢰에 집중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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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 리더십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odsakoff et al., 2000; Pillai, R. et al., 1999; Liu, J. et al., 2010;

Joseph & Winston, 2005; Jung & Avolio, 2000). 또한 신뢰는 리더십의

효과성을 이어주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신뢰 없이 는 어떤 리더도 효

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Yang & Mossholder, 2010). 특히 신뢰

는 서번트 리더십의 가장 중심에 있고(Greenleaf 1977), 서번트 리더십의

가장 기본이 된다 (Schaubroeck et al., 2011; Farling et al. 1999). Dirks

and Ferrin (2002)의 연구에서는 상사에 대한 종업원의 신뢰는 조직에서

아주 중요하며, 리더의 행동이 신뢰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

였다. 또한 서번트 리더는 부하직원과의 질높은 관계를 중요시하며 이러

한 리더의 행동은 부하직원들을 만족시키고 상사에 대한 믿음을 불러 일

으킨다(Page & Wong, 2000). 서번트 리더들은 부하직원과 그들의 걱고

민을 공유하여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리더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고, 부하직원들은 리더에게 어떠한 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 상

사신뢰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는다(Whitener et al., 1998).

서번트 리더십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는 사회교환이론(Blau 1964)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Konovsky&Pugh, 1994; Whitener, Brodt,

Korsgaard &Werner1998).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따

르면 다른사람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보상에 의해 만들어진 자발적 개인

의 행동으로 정의된다. 사회교환이론(Blau 1964)은 상사로부터 이익이

될만한 것을 얻은 부하직원은 그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물의 형태로 화답

해야한다고 느낀다고 하였다(Colquitt et al.,2014). 서번트 리더는 부하직

원 및 타인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권한을 위임하고 부하직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돕기 때문에(Greenleaf, 1970) 리더와 부하직원간 높은

수준의 교환이 이루어진다(Newman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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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환이론의 관점은 팔로워가 서번트 리더에게 어떻게 신뢰를 가지

게 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Greenleaf, 1977). 서버트 리더들은 그들

의 부하직원이 성장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따라서 부하직원들은 상사에

대한 신뢰로 그들에게 보상하고자 한다. 서번트 리더가 종업원의 미래

기회(future opportunities)를 계획하는 것을 독려할 때, 궁극적으로 종업

원들과 신뢰를 쌓고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종업원들이 서번트 리

더에게 받은 혜택을 보상하고 싶다고 느낄 때 상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된다(Whitener et al., 1998).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하직원과 리더간의 질높은 교환이 있

다면 그들 사이에는 신뢰할만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Cohen, 1992). 또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서번트 리

더십과 신뢰간의 관계를 증명하였다(Schaubroeck et al., 2011; Page &

Wong, 2000; Chan & Mak, 2014). 따라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조

합해보면 종업원에 대한 리더의 서번트 리더십은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만들고 종업원이 상사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

다.

가설 1 : 서번트 리더십은 상사신뢰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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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사신뢰와 이직의도

본 연구에서는 상사신뢰가 높아지면 이직의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제안

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본 주장은 뒷받침 될 수 있다(Dirks and

Ferrin, 2002; Brasheara et al., 2005; Canipe, 2006; Mulkiet al., 2008;

McKnight et al., 2009; DeConinck, 2011; Mulki et al., 2013; Harhara et

al., 2015). 신뢰는 이직의도의 선행요건이 되며(Mulki et al. 2013) 상사

에 대한 신뢰는 종업원의 이직의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Costian 2012). 655명의 종업원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상사와 함께

일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신뢰를 선택하였고, 신뢰가 상사와 계속 일

하는데 가장 영향을 준다고 답변하였다(HR foucs 2001). 특히, 상사에

대한 신뢰는 종업원이 조직에 남아있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중

요한 요소이다(Kashyap & Rangnekar 2016). Heathfield (2002)는 상사

로부터 쌓은 신뢰가 직원이 조직에 잔류하게 만든다고 하였고, 낮은 수

준의 상사신뢰는 직원들의 이직을 증가시키고 높은 수준의 상사신뢰는

직원들의 직무만족, 직무몰입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줄여준다고 하였다

(Dirks and Ferrin 2002). 따라서 상사에 대한 신뢰는 종업원의 이직의도

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설 2 : 상사신뢰는 종업원의 이직의도와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제4절 서번트 리더십, 이직의도, 상사신뢰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종업원이 인식한 리더의 서번트 리더십

과 이직의도 사이의 관계에서 상사에 대한 신뢰가 매개역할을 한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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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할 수 있다. 종업원이 그들의 리더가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한다면 그들은 리더에게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지고 있을것이고, 따

라서 리더에 대한 신뢰는 그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Joseph & Winston(2005)에 따르면 서번트 리더십과 리더에 대한 신뢰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서번트 리더십이 신뢰의 선행조건이 된

다고 하였다. 또한 낮은 수준의 상사신뢰는 직원들의 이직을 증가시키고

높은 수준의 상사신뢰는 직원들의 직무만족, 직무몰입을 높이고 이직의

도를 줄여준다고 하였다(Dirks & Ferrin 2002).

앞에서 제시한 매개구조는 Input-process-output(IPO)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역

할을 설명하기 위하여 IPO 구조를 활용하였다(Hülsheger et al., 2009;

Ilgen, Hollenbeck, Johnson, & Jundt, 2005; Salas, Stagl, & Burke,

2004; West & Anderson, 1996. Input이 Process에 해당하는 요인에 영

향을 주고 Process는 또다시 Output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

자면 Input은 궁극적으로 Process를 통하여 Output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Landy & Conte, 2013).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서번트 리더십

은 Input, 상사신뢰는 Process, 이직의도는 Output에 해당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서번트 리더십(Input)은 상사신뢰(Process)에 영향을 주고, 상사

신뢰는 이직의도(Output)에 영향을 주어 상사신뢰가 서번트 리더십과 이

직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가설3 : 상사신뢰는 서번트리더십과 종업원의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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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서번트 리더십, 상사신뢰, 성인애착

본 논문에서는 서번리더십과 신뢰와의 관계는 성인애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주장한다. 애착(Attachment)이란 유아 초기에 자신과 친

밀한 사람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 관계로, 유아와 양육자 간의 상

호작용과 사회적 발달 사이의 관계 이해하기 위하여 제시된 개념이다

(Bowlby, 1969). 생애 초기 형성된 애착은 성인기까지 지속되며, 타인과

의 관계 속에서 일반적인 성인기의 외부 세계 또는 타인에 대한 표상을

성인애착(Adult Attachment)이라 한다(Brennan et al., 1998).

Brennan, Clark & Shaver(1998)은 성인애착을 불안․회피를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성하여 애착불안 (attachment anxiety)과 애착회피

(attachment avoidance)' 두 차원을 제안하였다. ‘애착불안’은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타인의 승인과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욕구를

나타내는 차원을 나타내고, ‘애착회피’란 친밀감, 의존성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차원을 나타낸다.

<그림1>Brennan, Clark & Shaver(1998)의 성인애착 차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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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상사의 서번트 리더십은 상사신뢰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왔지만(Joseph & Winston, 2005, Schaubroeck et

al., 2011; Page & Wong, 2000; Chan & Mak, 2014),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에서 그러한 관계가 나타나리라고 예측하는 것은 다소 단순한 생각

이다.

예를 들어 불안차원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다. 반면에 낮은 수준의 불안차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리

더와 비교적 유연한 관계를 가지며, 상사와 더욱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회피차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의지하

거나 편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따라서 상사의 서번트

리더십을 방어하려고 하거나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서번트 리더십이 상

사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 반면에 회피차원의 수

준이 낮은 사람은 서번트 리더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만족감을 느끼며 상

사와 좋은 신뢰관계를 유지 할 것이다. 따라서 부하직원이 친밀한 관계

를 맺는 방식에 따라서 서번트 리더의 상사신뢰에 대한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였다.

가설 4-1 : 구성원의 성인 애착 불안 수준이, 상사의 서번트 리더십이

상사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2 : 구성원의 성인 애착 회피 수준이, 상사의 서번트 리더십이

상사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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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 이직의도

(Turnover)의 관계 속에서 상사신뢰(Trust in Leaders)의 매개효과를 실

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서번트 리더십이 상사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개인의 성인애착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번트 리더십을 독립변수, 이직의도를 종속변수,

상사신뢰를 매개변수, 성인애착 불안과 성인애착 회피를 조절변수로 하

여 <그림 2-1>과 <그림2-2>와 같이 두가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2-1> 성인애착 불안 조절변수를 포함한 연구모형 1

<그림 2-2> 성인애착 회피 조절변수를 포함한 연구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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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횡단 연구(Cross-sectional

research)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 시점에 걸쳐서 응답을 확보하는

Time-laggedr기법을 활용하였다. 각 시점마다 770명, 550명, 최종적으로

는 364명이 응답하였고 세 시점 모두 응답한 인원은 총 364명이었다. 첫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별인을 조사하였으며, 두 번째 설

문조사에서는 매개변인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에 대하여 조

사하는 형식으로 세 번의 설문조사를 4-5주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였으

며, 응답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시점에서 2-3일에

걸쳐서 시스템을 개방하였다.

먼저 성별은 남자(185명, 50.8%), 여자(179명, 49.2%)였다. 근속연수는 5

년 이하(197명, 54.1%), 6년∼10년(73명, 20.1%), 11년∼15년(48명,

13.2%), 16년∼20년(26명, 7.1%), 21년 이상(20명, 5.5%) 순으로 조사되었

다. 연령은 30대(128명, 35.2%)가 가장 많았고, 40대(122명, 33.5%), 50대

(54명, 15.4%), 20대(58명, 15.9%) 순으로 조사되었다. 직급은 사원급(93

명, 25.5%), 과장급(80명, 22.0%), 대리급(79명, 21.7%), 부장급(45명,

12.4%), 차장급,(37명, 10.2%), 기타(30명, 8.2%)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력

은 대학교졸(219명, 60.2%), 전문대졸(70명, 19.2%), 대학원 석·박사 졸

(45명, 12.4%), 고졸(30명, 8.2%), 순으로 분석되었다. 직업은 사기업 직

장인(313명, 86.0%), 공공기관 직장인(51명, 14.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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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 구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85 50.8

여자 179 49.2

근속연수

5년 이하 197 54.1

6년∼10년 73 20.1

11년∼15년 48 13.2

16년∼20년 26 7.1

21년 이상 20 5.5

연령

20대 58 15.9

30대 128 35.2

40대 122 33.5

50대 54 15.4

직급

사원급 93 25.5

대리급 80 22.0

과장급 79 21.7

차장급 37 10.2

부장급 45 12.4

기타 30 8.2

학력

고졸이하 30 8.2

전문대 졸 70 19.2

대학교(4년제) 졸 219 60.2

대학원 이상 45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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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 구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거주지

서울 122 33.5

부산 18 4.9

대구 14 3.8

인천 24 6.6

광주 6 1.6

대전 4 1.1

울산 7 1.9

경기 118 32.4

강원 8 2.2

충북 8 2.2

충남 7 1.9

전북 4 1.1

전남 3 0.8

경북 8 2.2

경남 11 3.0

제주 1 0.3

직업

사기업 직장인 313 86.0

공공기관 직장인 51 14.0

합계 35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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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서번트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상사신뢰를 매개변

수, 이직의도를 종속변수 그리고 성인애착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모

든 변수들은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

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

하였다.

3.1.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은 자기 자신보다 부하직원의 성장을 중요시 하며 이타

적이고 윤리적인 리더를 의미한다. 서번트 리더십을 측정할 수 있는

Liden et al(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7항목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첫번째 시점에서 측정되었다.

<표 2> 서번트리더십 측정 설문 항목

변 수 질 문 내 용

서번트리더십

나의 상사(리더)는 업무와 관련된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다.

나의 상사(리더)는 의사결정을 할 때, 내 경력 개발을 우선

순위에 둔다.

내가 만약 개인적인 문제를 겪는다면, 나는내 상사(리더)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내 상사(리더)는 내 이익을 상사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내 상사(리더)는 공동체(community)에 보답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강조한다.

내 상사는 내가 가장 좋다고 느껴지는 방식(혹은 내가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처리할 자유를 준다.

내 상사(리더)는 성공(성취)을 하기 위해 윤리적인 원칙들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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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사신뢰

상사신뢰는 조직구성원이 일상 업무속에서 상사에 대하여 갖는 믿음과

충성심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상사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Gabarro

& Athos (1976)가 활용한 측정도구를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두 번째 시점에서 측정되었다.

<표 3> 상사신뢰 측정 설문 항목

변 수 질 문 내 용

상사신뢰

나는 내 상사(리더)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 상사(리더)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나를

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는 내 상사(리더)가 정직하고 신뢰할만하다고 믿는다.

나는 내 상사(리더)가 일반적으로 선한 동기와 의도를 지녔

다고 믿는다.

나는 내 상사(리더)가 나를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믿는다.

내 상사(리더)는 나에게 솔직하고 개방적이라고 믿는다.

3.3. 성인애착

성인애착을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불안과 회피를 느끼

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설문을 측정하였다. 성인애착의 회피와 불안차원

측정하기 위해 Brennan, Clark, & Shaver (1998) 등이 개발한 36개의 설

문 항목 중 10개(성인 애착 불안 차원 5개, 성인 애착 회피 차원 5개)를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첫 번째 시점에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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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성인애착 측정 설문 항목

변 수 질 문 내 용

성인애착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 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불편하게

느껴진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안하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걱정한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을까봐 자주 걱정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표현했을 때, 그들이 나에 대해

같은 감정이 아닐까봐 걱정된다.

일단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알게되면,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렵다.

3.4.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조직구성원이 가까운 미래에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를 의미

한다. 세번째 시점에서 이직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Konovsky &

Cropanzano (1991)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설문 항목은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직의도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구성원들의

실제 이직을 효과적으로 예측해 주는 변수로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직의도를 이직의 대체변수로 사용하였다(Griffeth et al.,

2000; Cable & Judge,1996).



- 20 -

<표 5> 이직의도 측정 설문 항목

변 수 질 문 내 용

이직의도

귀하께서는 얼마나 종종 현재 직장을 그만 두시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귀하께서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십니까?

귀하께서는 다음 일년 안에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크십니까?

3.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상사신뢰와

성인애착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어, 각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되는 통제요인을 선정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근속연수, 연령,

직급, 교육수준, 거주지역, 직업 7가지를 측정하였다

3.6. 설문지 구성

<표 6> 설문지 구성

변 수 문항수 척 도 출 처

서번트리더십 7

Likert 5점 척도

Liden 과 그의 동료들(2014)

상사신뢰 6 Gabarro와 Athos (1976)

성인애착 불안 5
Brennan, Clark, 그리고 Shaver

(1998)

성인애착 회피 5
Brennan, Clark, 그리고 Shaver

(1998)

이직의도 3 Konovsky와 Cropanzano (1991)

인구통계변수 7 명목척도 연구자

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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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실증 분석

4.1. 분석방법

본 연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Window용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변수별 설문문항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a값을 활용하여 변수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을 실시하여 주요변인의 기초통계 분석을 하였고,,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대안모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

해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검증하였다.

4.2. 기초통계

먼저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서번트 리더십, 성인애착, 상사신뢰, 이직

의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아

래 표와 같다.

<표 7> 기술통계 분석 결과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독립변인 서번트 리더십 364 1.00 4.57 3.02 .65

조절변인 성인애착 불안 364 1.00 5.00 2.42 .84

조절변인 성인애착 회피 364 1.00 5.00 2.86 .77

매개변인 상사신뢰 364 1.00 5.00 3.12 .88

종속변인 이직의도 364 1.00 5.00 3.06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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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인 서번트 리더십의의 평균은 3.02, 표준편차는 .65로 나타났

고, 조절변인인 성인애착 불안의 평균은 2.42, 표준편차는 .84, 성인애착

회피의 평균은 2.86, 표준편차는 .77이었다. 매개변인인 상사신뢰의 평균

은 3.12, 표준편차는 .88이었으며, 종속변인인 이직의도의 평균은 3.06, 표

준편차는 1.05이었다.

본 연구에서 서번트리더십, 성인애착, 상사신뢰, 이직의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서번트 리더십과 매개변

인인 상사신뢰가 .49**로 유의하여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매개변

인인 상사신뢰와 종속변인인 이직의도는 -.47**로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상관관계 분석 결과

서번트리더십 성인애착불안 성인애착회피 상사신뢰 이직의도

서번트
리더십

-

성인애착
불안

.14** -

성인애착
회피

-.11* .20** -

상사신뢰 .49** .01 -20** -

이직의도 -.23** .06 .17** -.47** -

*p<.05, =**p<.01, ***p<.001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서번트리더십( -.42, .34), 성인애착 불안(

.17, -.24), 성인애착 회피( .13, .06), 상사신뢰( -.53 , .04), 이직의도(

.01, -.70)임을 확인하였다. 왜도의 경우 기준 절대값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8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규분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Kline, 2005),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정규분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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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왜도 및 첨도 분석 결과

구 분 왜도 첨도 기준

독립변인 서번트 리더십 -.42 .34

*왜도:│n│<3

*첨도:│n│<8

조절변인 성인애착 불안 .17 -.24

조절변인 성인애착 회피 .13 .06

매개변인 상사신뢰 -.53 .04

종속변인 이직의도 .01 -.70

Cronbach’s alpha값을 측정한 결과 서번트 리더십이 .80, 성인애착 불

안이 .92, 성인애착 회피는 .86, 상사신뢰가 .95, 이직의도는 .89로 나타났

다. Cronbach’s alpha 값이 0.6 이상일 경우 측정 도구의 신뢰도엔 문제

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Nunnally, 1978; Ven & Ferry, 1980),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모두 0.6을 넘어 일관성을 가진 것

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신뢰도 분석 결과

구 분 Chronbach’s α

독립변인 서번트 리더십 .80

조절변인 성인애착 불안 .92

조절변인 성인애착 회피 .86

매개변인 상사신뢰 .95

종속변인 이직의도 .89

4.3. 측정모델

측정 모델의 적합도 확인을 위하여 모든 변인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

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의 시점은 다르지만 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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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탐색적 요인 문석

설문 항목
요인

1 2 3 4 5

나의 상사(리더)는 업무와 관련된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다.

.253 -.019 -.021 -.075 .424

나의 상사(리더)는 의사결정을 할 때, 내
경력 개발을 우선 순위에 둔다.

.302 .130 -.142 -.093 .641

내가 만약 개인적인 문제를 겪는다면, 나는
내 상사(리더)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344 .139 -.225 -.169 .666

내 상사(리더)는 내 이익을 상사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262 .119 -.160 .029 .652

내 상사(리더)는 공동체(community)에 보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383 .107 -.146 -.065 .618

내 상사는 내가 가장 좋다고 느껴지는
방식(혹은 내가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처리할 자유를 준다.

.418 .051 -.163 -.180 .651

내 상사(리더)는 성공(성취)을 하기 위해
윤리적인 원칙들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

.340 .134 -.131 -.009 .571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까 봐 걱정한다. -.008 .858 .097 .130 .128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렵다. .017 .841 .033 .139 .137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을까 봐 자주 걱정한다.

.008 .895 .021 .179 .119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표현했을
때, 그들이 나에 대해 같은 감정이 아닐까
봐 걱정된다.

-.032 .795 .054 .179 .093

일단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알게 되면,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까 봐 두렵다.

.025 .805 -.010 .206 .180

에 대한 측정결과이기 때문에 5개의 변인(서번트 리더십, 성인애착 불안,

성인애착 회피, 상사신뢰, 이직의도)의 판별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탐색

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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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탐색적 요인 문석

설문 항목
요인

1 2 3 4 5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편이다.

-.136 .126 .107 .747 -.133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

-.112 .208 .121 .753 -.050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 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195 .013 .163 .706 -.145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불편하게 느껴진다.

-.187 .128 .089 .766 -.052

다른 사람들이 내게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안하다.

-.158 .321 .152 .738 -.046

나는 내 상사(리더)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885 .008 -.418 -.147 .512

나는 내 상사(리더)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나를 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841 -.008 -.408 -.148 .479

나는 내 상사(리더)가 정직하고 신뢰할만
하다고 믿는다. .913 .032 -.384 -.158 .436

나는 내 상사(리더)가 일반적으로 선한
동기와 의도를 지녔다고 믿는다. .897 -.012 -.373 -.175 .435

나는 내 상사(리더)가 나를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믿는다. .883 -.018 -.430 -.195 .438

내 상사(리더)는 나에게 솔직하고 개방적
이고 믿는다. .827 .018 -.364 -.266 .455

귀하께서는 얼마나 종종 현재 직장을 그
만 두시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397 .104 .789 .137 -.169

만약 가능하다면, 귀하께서는 새로운 직
장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십니
까?

-.407 .088 .885 .162 -.240

귀하께서는 다음 일년 안에 현재의 직장
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마
음이 얼마나 크십니까?

-.416 -.041 .880 .169 -.198

※ 요인추출 방법: 최대 우도.
※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1은 상사신뢰, 요인2는 성인 애착 불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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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3은 이직의도, 요인4는 성인애착 회피, 그리고 요인5는 서번트 리더십

등으로 나타났고, 이는 각 변인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검증을 마친 5개 변수의 26개 문항에 대해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시행했다. 5요인 모형을 분석한 결과 [(χ2 = 258.622 (df

= 139, p<.001), CFI = .974; NFI = .947; TLI = .968; RMSEA= .049]의

값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NFI, CFI, TLI 모두 0.9 이상이며, RMSEA

는 0.05 미만으로, 모형 적합도는 충분히 우수했다.

연구 모형인 5요인 모형이 대안 모형에 해당하는 4, 3, 2, 1 요인 등과

비교하여 더 우수한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차이 검증을 실시했다.

4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χ2 = 805.882 (df = 143, p<.001), CFI = .858;

NFI = .833; TLI = .830; RMSEA= .113], 3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χ2 =

1018.271 (df = 146, p<.001), CFI = .813; NFI = .789; TLI = .781;

RMSEA= .128], 2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χ2 = 1833.72 (df = 148,

p<.001), CFI = .639; NFI = .621; TLI = .582; RMSEA= .177], 그리고

단일 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χ2 = 2272.023 (df = 149, p<.001), CFI =

.545; NFI = .530; TLI = .478; RMSEA= .198] 등으로 나타났다.

<표 12> 대안모형 비교

Chi-square 자유도 NFI TLI CFI RMSEA

5요인 모형 258,622 139 .947 .968 .974 .049

4요인 모형 805.882 143 .833 .830 .858 .113

3요인 모형 1018.271 146 .789 .781 .813 .128

2요인 모형 1833.72 148 .621 .582 .639 .177

1요인 모형 2272.023 149 .530 .478 .545 .198

일반적으로 Chi-square값은 분포표에 따라 0.05 이상의 신뢰도를 확보

할 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며, RMSEA는 0.05 이하이며 0에 가까울수

록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NFI, TLI, CFI는 0.09 이상이며 1.0에 가까울수

록 적합하다고 본다. 5요인 분석은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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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3, 2요인 모형들과 단독요

인 모형은 각각의 NFI, CFI, TLI, RMSEA 값들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4요인 모형과 비교했을 때 5요인 모형은 자유도 4를 희

생하여 Chi-square값을 547.26만큼 낮춘다. Chi-square값 분포표를 참고

했을 때 상당히 유의미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5요인

모형과 다른 모든 대안 모형들 사이의 카이스퀘어 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모두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본 연구에서 가정한 5요인 모형은

다른 대안모형에 비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제5절 가설 검증

5.1. 구조모델

본 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과 이직의도 사이의 매개변인인 상사신뢰

에 대한 매개모형을 구성하였다. 서번트 리더십과 이직의도는 상사신뢰

에 의해 매개되었다. 성인애착 불안과 회피는 각각 서번트 리더십과 상

사신뢰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독립변인인 서번트 리더십과 종속변인인 이직의도간의 완전매개 여부

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3-1 완전매개 여부 검토 결과- 성인 애착 불안의 조절 효과 모형>

구 분 완전매개 모형 불완전매개 모형

Chi-square 139.662 139.646

자유도 7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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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완전매개 여부 검토 결과-성인 애착 회피의 조절 효과 모형>

구 분 완전매개 모형 불완전매개 모형

Chi-square 121.996 121.938

자유도 77 76

성인 애착 불안과 회피가 각각 조절 변인으로 들어간 두 모형 모두에

서, 불완전 매개 모형은 완전매개모형에 비하여 자유도 1이 낮아졌지만

Chi-square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낮아졌다. 이 결과는 완전

매개모형이 더 우수함을 의미한다. 또한, 각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SPSS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검증하였다.

<표 14-1 공선성 통계량-성인 애착 불안이 조절 변인으로 포함된 모형>

공차 VIF

서번트 리더십 .98 1.02

성인애착 불안 .98 1.02

<표 14-2 공선성 통계량-성인 애착 회피가 조절 변인으로 포함된 모형>

공차 VIF

서번트 리더십 .99 1.01

성인애착 불안 .99 1.01

일반적으로 VIF값이 10 미만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

분석결과 VIF 값이 모두 1점대로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로부터 자

유롭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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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모형 1의 각 변인들 간 표준화 회귀 계수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그림3-1> 모형 2의 각 변인들 간 표준화 회귀 계수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5.1.1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SEM 분석을 수행하였다. 성인

애착 불안이 조절 변인으로 들어간 모형의 경우 (χ2 = 139.662 (df = 77,

p<.001), CFI = .976; NFI = .949; TLI = .967; RMSEA= .047)와 성인

애착 회피가 조절 변인으로 들어간 모형의 경우 (χ2 = 121.996 (df = 77,

p<.001), CFI = .983; NFI = .955; TLI = .977; RMSEA= .040) 모두 모

델의 적합지수는 충분히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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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애착 불안이 조절 변인으로 들어간 모형의 경우, 서번트 리더십

이 상사신뢰를 증가(B= .54, p<.001)시킴으로써 가설 1을 지지하고, 상사

신뢰가 이직의도를 감소(B= -.49, p<.001))시키는 것을 지지하였다. 성인

애착 회피가 조절 변인으로 들어간 모형의 경우, 서번트 리더십이 상사

신뢰를 증가(B= .52, p<.001)시킴으로써 가설 1을 지지하고, 상사신뢰가

이직의도를 감소(B= -.49, p<.001))시키는 것을 지지하였다.

5.1.2 조절효과 분석

성인애착 회피와 불안 차원이 서번트 리더십과 상사신뢰의 관계를 조

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인인 서번트 리더십과 조절변인인 성

인애착 불안 및 회피 등을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계산하였다. 이 상호 작

용항이 상사신뢰로 향하는 경로가 유의하면 조절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서번트리더십과 성인애착 불안의 상호작용항 (B=

-.13, p<.01))과 서번트 리더십과 성인애착 회피의 상호작용항 (B= -.18,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성인애착 불안과 회피 모두

서번트 리더십의 긍정적인 효과를 악화시키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애착의 불안 수준의 정도가 높을 때, 서번트 리더십이 상

사신뢰를 높이는 효과는 떨어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인애착 회피 수준

의 정도가 높을 때 서번트 리더십이 상사신뢰를 높이는 효과는 떨어졌

다. 성인애착 불안과 회피가 서번트 리더십과 상사신뢰 사이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가설4-1과 4-2 등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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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서번트 리더십과 상사신뢰의 관계에서 성인애착 불안의 조절효과

<그림42> 서번트 리더십과 상사신뢰의 관계에서 성인애착 회피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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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Bootstrapping(부트스트래핑)

서번트 리더십이 상사신뢰를 매개하여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3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5,000개의 샘플을 활용하여

Bootstrapping(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95%의 신뢰

구간을 활용하였으며, 성인 애착 불안과 회피가 각각 조절 변인으로 들

어 간 두 모형 모두 데이터 분석 결과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았다

(-.34, -.19), (-.32, -.18). 따라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사신뢰가 서번트 리더십과 이직의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가설3이 지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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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결과

제1절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서번트 리더십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상사신뢰의 매개효과, 성인애착의 조절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

로 규명하였다. 효과적인 연구를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횡단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 시점에 걸쳐 기간을 두고

답변을 확보했으며, 세 시점 모두 응답한 364개의 답변을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프로그램 SPSS를 활용하여 각각 확인적 요인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번트 리더십은 상사신뢰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서번

트 리더십과 상사신뢰에 미치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Schaubroeck et al., 2011; Page & Wong, 2000 in Chan & Mak, 2014,

Greenleaf 1977, Farling et al. 1999). 이는 서번트 리더가 부하직원을 위

해 희생하고, 그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이 리더에 대한 신뢰를 높여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한 것이다.

둘째, 상사신뢰는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것과 같이(Dirks and Ferrin, 2002;

Brasheara et al., 2005; Canipe, 2006; Mulkiet al., 2008; McKnight et

al., 2009; DeConinck, 2011; Mulki et al., 2013; Harhara et al., 2015) 상

사에 대한 신뢰는 부하직원이 이직하고자 하는 의도를 낮춰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 34 -

셋째, 상사신뢰는 서번트 리더십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서번트 리더십이 상사를 향한 신뢰

도를 높이고 나아가 이직의도를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넷째, 성인애착 불안과 성인애착 회피의 수준이 서번트리더십과 상사

신뢰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성인애착 회피차원이 높

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서번트 리더에 대한 신뢰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애착 불안차원이 높은 사

람들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서번트 리더에 대한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서번트 리더를 두고있는 팔로워라 하더라도 팔로워

의 성인애착 특성에 따라 리더에 대한 신뢰도가 조절될 수 있음을 확인

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제2절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2.1. 이론적 시사점

이 연구는 두가지 이론적 관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의 보완하는데 기여

한다. 첫째, 이전의 연구에서 서번트 리더십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규명하

려는 시도는 많았지만(Jaramillo et al. 2009b; Hunter et al. 2013;

Babakus et al. 2010),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서번트 리더십이 이

직의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조직의 여러 가지 자원 모두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적

자원이 조직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조직의 경쟁력을 잃지 않는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조직에서 이직률을 낮추려

면 서번트리더십과 상사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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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될 것이다. 또한 서번트 리더십이 어떠한 매개요인을 거쳐 조직구

성원의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

다.

둘째, 서번트 리더십과 상사신뢰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절

요인을 규명하여 개인의 성향이나 특성이 상사-부하직원간의 관계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

십의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조절변인에 대하여 다룬

것(Neubert et al., 2016; Jaramillo et al., 2015; Khan et al., 2015; Zhang

et al., 2012)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의 긍정적 영향을 감

소시킬 수 있는 변인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누구에게나 똑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단순히 상사와 종업원간의 관계(jaramillo,

Bande, & Varela., 2015; de Clercq et al., 2014; Coggins and Boarnea,

2015) 또는 조직의 환경(Newbert et al., 2016; Khan et al., 2015;

Jaramillo et al., 2009b)에 대해서 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개인적

측면의 특성이나 성격 등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번 연구는 상사와의

관계, 조직의 환경뿐만이 아니라 구성원 개인의 성향이나 특성 또한 서

번트 리더십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와 관련하여

서번트 리더십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연

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제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2.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는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 구성원의 이직의도

를 낮추려는 기업의 관리자들에게 실무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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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급자의 서번트 리더십을 활용하여 구성원들의 이직의도를 낮

추기 위해서는 팔로워가 리더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어야 한다. 서번

트 리더가 부하직원의 성장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타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며 부하직원들은 리더에 대한 신뢰

를 가지고 조직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

상급자의 서번트 리더십이 상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구성원의 이직

의도를 낮출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의 관리자 교육 시

서번트 리더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부하직원들이 리더에게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 조직의

이직률이나 퇴사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관리자가 부하직원을 다룰 때 개인의 특성과 성향을 고려하여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서번트 리더가 부하직원을 위해 호의적

으로 하는 행동이 부하직원의 성인애착과 같은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과 상급자들은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조직에서는 구성원들 스스로 자신의 성인애착 특성을 알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제공한다면, 팔로워들의 성

인애착 회피와 불안 차원이 낮아질 것이다. 이를통해 상사의 서번트 리

더십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상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구성원들의 이

직하고자 하는 의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3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안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과 향후의 연구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절변수를 활용

하기 위하여 성인애착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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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인애착 회피, 불안 이라는 두가

지 차원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더욱 넓은 범위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의 성격, 가치관, 세대 등을 반영하여야 개인의 특성

에 따른 서번트 리더십과 상사신뢰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더욱 정확

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에 대한 분

석을 보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을 중심으로 부하직원의 성인애착

차원이 상사에 대한 신뢰를 조절하는 결과를 밝혔다. 하지만 성인애착

차원은 상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관계, 하급자와의 관계 등으

로 연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더의 성인애착 특성에 따라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과 하급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동료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면 개인

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활용하였다.

설문 답변자의 심리상태는 조사시점의 환경에 영향으 받기도 하며, 단순

히 설문조사 형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개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을 선정하여 기관 내에서 개인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검사를 실

시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리더와 팔로워의 양방향 인터뷰를 통하여

성인애착과 같은 개인의 특성이 리더십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연구한다

면,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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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문항 >

1. 서번트 리더십 : Spears(1995)의 문항을 수정보완 한 Liden et al.(2008)

의 문항을 활용하여 7개 문항을 5점 척도로 구성

번호 문항

①
나의 상사(리더)는 업무와 관련된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다.

②
나의 상사(리더)는 의사결정을 할 때, 내 경력 개발을 우선 순위에
둔다.

③
내가 만약 개인적인 문제를 겪는다면, 나는 내 상사(리더)에게 도
움을 청할 것이다.

④ 내 상사(리더)는 내 이익을 상사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⑤
내 상사(리더)는 공동체(community)에 보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⑥
내 상사는 내가 가장 좋다고 느껴지는 방식(혹은 내가 가장 원하
는 방식)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처리할 자유를 준다.

⑦
내 상사(리더)는 성공(성취)을 하기 위해 윤리적인 원칙들을 포기
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

2. 성인애착 불안: Brennan, Clark & Shaver (1998)의 문항을 활용하

여 5개 문항을 5점 척도로 구성

번호 문항

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까 봐 걱정한다.

②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렵다.

③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을까 봐 자주 걱정한다.

④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표현했을 때, 그들이 나에 대해 같
은 감정이 아닐까 봐 걱정된다.

⑤
일단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알게 되면,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까 봐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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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인애착 회피: Brennan, Clark & Shaver (1998)의 문항을 활용하여

5개 문항을 5점 척도로 구성

번호 문항

①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②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

③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 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④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불편하게 느껴진다.

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안하다.

4. 상사신뢰 : Gabarro & Athos (1976)의 문항을 활용하여 6개 문항을

5점 척도로 구성

번호 문항

①
나는 내 상사(리더)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다.

②
나는 내 상사(리더)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나를 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③ 나는 내 상사(리더)가 정직하고 신뢰할만하다고 믿는다.

④
나는 내 상사(리더)가 일반적으로 선한 동기와 의도를 지녔다고
믿는다.

⑤ 나는 내 상사(리더)가 나를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믿는다.

⑥ 내 상사(리더)는 나에게 솔직하고 개방적이고 믿는다.

4. 이직의도 : Konovsky & Cropanzano (1991)의 문항을 활용하여 3개

문항을 5점 척도로 구성

번호 문항

①
귀하께서는 얼마나 종종 현재 직장을 그만 두시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②
만약 가능하다면, 귀하께서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십니까?

③
귀하께서는 다음 일년 안에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
장을 구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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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Servant

Leadership and Turnover Intention:

Mediating Effect of Trust in Leader and Moderating

Effect of Adult Attachment

Yunmi Jung

Abstract

This study is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ant

leadership and turnover intention as following mediating effect of

trust in leader and moderating effect of adult attachment. By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we tried to

determine how Servant leadership, turnover intention, trust in leader,

and adult attachment affect each other.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verify hypotheses established in the study and to

overcome limitations of cross-sectional studies, 364 data were studied

over three time periods, all of which were answered at three points

in time.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ant leadership and boss trust, we identified

the positive impact of Servant's leadership on trust in leader, and

again confirmed that trust in leader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intention of turnover, reducing the intention of leaving the

organization. And trust in leader has been confirmed to mediat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ant leadership and turnover. Finally, we

validate that adult attachment anxiety and avoidance, which show

individual characteristics, negatively regulates the influence of Servant

leadership on trust in leader. Through this study, we confirmed that

Servant leadership can influence trust in leader and reduce the

turnover of subordinates, and that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r

tendencies of followe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 and

followers can affect the results. Therefore, it is meaningful that the

organization has also confirmed that it is important for Servant

leaders to gain the trust of subordinates and that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adult attachment should also be considered.

Keywords: Servant leadership, trust in leader, adult attachment, turn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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