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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진성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상사신뢰의 매개효과와 팔로워십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또

한 진성리더십이 발언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진성리더십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구성원의 발언행동을 이끌어 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공공부문에서의 진성리더십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내 진성리더십에 대한 유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진성리더십이 조직의 기능적 측면에 대하여 변화,

중지, 반대, 비판, 지지 등을 통해 조직의 발전을 위한 발언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공공기관에 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246부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성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사에 대한 신뢰는 구성원

의 발언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사신뢰

는 진성리더십이 상사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넷째, 팔로워십은 상사신뢰와 구성원의 발언행동 사이에서 정(+)의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팔로워십이 높은 구성원들은

상사신뢰가 큰 환경에서 발언행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진성리더십과 구성원의 발언행동 관계에서 팔로워십에 의해 조절된 상사



신뢰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진성 리더십과 직원의 발언행동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진정한 리더는 구성원과 공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자신의 진정한 자

아를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려고 한다. 진정성 있는 리더와 함께 일하는

구성원은 조직의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성과 효과를 향상 시

키거나 잘못된 관행이나 작업 절차를 수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강

화 된 자기 발견 또는 자기 명확성은 구성원의 발언행동을 이끌어낸다

(최우재, 2017). 상사신뢰가 높은 구성원은 상사의 리더십 발휘하는 방향

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자발적이면서 의욕적으로 헌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상사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비판적

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구성원일수록 발언행동이 증가 한

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진성리더십이 구성원의 발언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

보았으며 조직에 대한 상사신뢰에 따른 변화 및 발언행동에 대한 팔로워

십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진성리더십 연구의 이론적 확장과 조직유

효성의 확장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진성리더십, 발언행동, 상사신뢰, 팔로워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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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발언행동은 조직생활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한 능동적 발언은 개선과 변

화를 추구하는 행동으로 맥락적 성과라는 개념과 일치한다(LePine &

Van Dyne, 2001). 또한, 발언은 다른 사람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혁

신적인 변화(innovative)를 위하여 끊임없이 제안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활성화된 조직(activated

organization)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LePine & Van Dyne, 1998). 이러

한 발언동은 리더의 특성에 의해서 발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리더들의 진정성 없는 행동 및 태도 등에 대한 담론들이 제기되고 있

다. 특히 단기적 성과와 이익 실현을 우선시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

을 훼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최

우재·조윤형, 2013). 기업과 정부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례가 거듭되면서,

오늘날 조직에 있어 리더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

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으로 진정성 리더십이 조명되어

왔다(Gardner, 2010).

진성리더십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기존 리더십 개발에서 강조했던

스킬(skill), 스타일(style)보다는 개인과 조직의 사명을 중시하는 진솔한

품성인 진성성과 이와 관련된 속성을 리더십의 핵심요소로 보았기 때문

이다(Avolio & Gardner, 2005; 윤정구 등, 2011). 진정성 없는 리더는 거

짓리더 이며, 진정성이 부족한 리더가 초래하는 부패와 도덕적 이해가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므로(George, 2003; Luthans & Avolio,

2003; Avolio & Gardner, 2005) 진성리더십 연구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진정리더십은 오늘날과 같이 높은 수준의 환경적 압박과 도전하에서

조직이 진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본인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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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자신의 진실한 가치에 따라 행동하며, 내면의 생각, 감정과 일치

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리더를 필요로 한다

(Avolio et al., 2004; Luthans & Avolio, 2003). 진성리더십에 관한 연구

는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최우재, 2017; 임대성·정형일,

2015; 노태헌, 2015; 최우재·조윤형, 2014; 박노윤 등, 2014). 기존의 리더

십 이론에서 리더의 특성으로써 기술, 능력, 카리스마, 기술, 스타일 특정

행동 등을 강조한 것에 반하여 진성리더십은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인식

와 도덕성, 긍정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진성리더는 자신의 사고와 행동 방식, 상황적 맥락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타인에게 자신 및 타인들의 가치와 도덕적 신념, 지식과 강점을 인

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자신감 있고 희망적․긍정적이고 회복탄력

적이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다(Avolio & Gardner, 2005).

또한 이는 리더의 진정성(authenticity)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진정성은

긍정적인 정서를 야기하여 조직 전체로 확산 및 전염되는 과정을 거쳐

조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며(이정환·박한규, 2013), 진성리더십의

발휘는 조직과 조직구성원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진성리더십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는 진성리더십의 개념과 하

위 구성요인 규명하며, 진성리더십 개발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와 진성리

더십과 결과변수와의 관계 및 진성리더십이 어떠한 상황요인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이다(최우재ㆍ조

윤형, 2013).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의미가 있는 결과를 제시했음에도 진

성리더십 부하들의 구성원들의 발언행동에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는지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조직시민행동(Walumbwa et al., 2010; 김종술 등,

2013; 임대성·정형일, 2015; 조윤희 등, 2017), 변화지지행동(조윤형·최우

재, 2016) 등의 행동에 대한 연구들도 있지만 실제의 행동이 아닌 목소

리(voice)에 의한 역할 외 행동의 관련성 규명은 부족한 편이다.

이에 진성리더십과 조직유효성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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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변수로 볼 수 있는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밝혀보고자 한

다. 또한, 상사신뢰와 구성원의 발언행동 관계에서 상사신뢰의 매개효과

를 실증 분석하고, 팔로워십을 조절변수로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발언은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요구하는 행위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상사

신뢰와 팔로워십을 통해 변수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성리더십과 발언행동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가

설 및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측정문항 활

용을 통해 설문지를 구성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보된 자료는

조직구성원이 리더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진성리더십이 상사신뢰를 통해 발언행동에 어떻게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팔로워십의 특성에 따라 발언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하여 검증함으로써, 진성리더십 연구의 이론적 확장과

조직구성원의 조직내에서 역할 외 활동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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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진성리더십

진정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아를 일상생활에서 자기 의

지에 따라 그대로 적용하고(Kernis, 2003), 진실함을 유지함으로써 발휘

된다(Avolio & Gardner, 2005). 자기결정성의 측면에서 개인의 기본심

리욕구를 얻게 될 때 진정성을 얻을 수 있지만, 진정성이 자존감을 완

벽히 충족될 때, 내면화된 자기규제 프로세스가 작동한다(최우재·조윤

형, 2013). 이러한 리더의 진정성은 자신의 정체성, 사고·행동의 본질을

깨닫고 자신 및 타인의 가치와 도덕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다(Avolio

et al., 2004).

진성리더십은 경제적 효율성과 리더십의 기술만을 강조하는 기존 리더

십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의해 주장되었다(윤정구 등, 2011). 진성

리더십의 개념은 이미 심리학 및 철학에서 관심을 끌어왔다. 최근에는

사회심리학에서 진성리더십에 관한 이론 및 실증연구들을 통해서 그 개

념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정교화 되었다(Deci & Ryan, 2000; Kernis,

2003). 기존 리더십이 리더의 카리스마적 행위, 영감적 영향력 등에 초점

을 맞추었던 것과는 달리, 진성 리더십은 리더가 타인에게 명령하기보다

는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자기 인식, 자기 행위의 절제를 통해 구성원

과 조직에게 진실함과 긍정의 감정을 형성하기 위한 리더십을 의미한다

(Yammarino et al., 2008).

기존의 성장 및 비전 지향 관점의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사회가 불투명

하고 고위 공직자 및 기업가들의 부도덕한 언행이 사회적 이슈로 돌출하

면서, 리더가 본연의 자세를 되찾고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 큰 영향

력을 구성원에게 발휘할 것이라는 주장이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Georg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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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리더십은 변혁적리더십과 윤리적리더십의 보완으로 나타났다

(Avolio et al, 2004; Gardner et al., 2005; Ilies et al., 2005). 윤리적 리

더는 구성원들의 조직 내 윤리적 행동을 독려하기 위해 명확한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이러한 기준을 확립시키기 위해 보상과 처벌을 사용하

기도 한다(Brown et al., 2005; Treviṅo et al., 2003). 한편, 진성리더십은

자기인식(self-awareness)과 자기규제(self-regulation)를 지속적으로 실

천하여 리더 자신, 구성원, 나아가 조직에까지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를 뜻한다(Gardner et al., 2005; Luthans & Avolio, 2003). 즉 윤리

적 리더십은 자신만의 리더십 스타일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인 데

반해 진성리더십은 자아성찰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리더십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진성리더십은 리더십 스타일과 내용보다는 리더십이 발휘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윤리적 리더십과는 다르다.(정예지 등, 2012)

진성리더십은 긍정 심리적 능력과 분위기를 증진시켜 부하와 함께하는

리더의 자의식, 균형된 정보처리 내면화된 도덕적 관점 및 관계의 투명

성을 함양한 리더십 유형을 의미한다(Walumbwa et al., 2008). 다시 말

하면, 진성리더십은 리더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자신이 품고 있는 동기, 가치관,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 보임으로써 부하가 리더 행동의 도덕성과 수월성을 정확하게 평

가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명확한 행위패턴을 보이며 자신의 장·단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리더 유형이다(Walumbwa et al., 2008).

진정리더십의 구성요소는 학자들 간의 일부 차이, 가 있으나, 일반적으

로 다음과 같이 4개의 구체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 자아인식

(self-awareness)이다. 자이인식은 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아는 것으로

자신의 목표, 핵심 가치, 믿음과 욕망 등을 지속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정

예지 등, 2012)으로, 궁극적으로 나에 대해 꾸준히 문답하는 과정에서 나

타난다(Gardner et al., 2005). 또한, 가치관과 정체성, 감정, 동기 및 목표

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아인식이 진성리더십과 관계를 띤다고 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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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lio & Gardner, 2005; Gardner et al, 2005), 자아가 어떻게 자신을

인식하고 규제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심리적 변화과정인 자아인식은 진

성 리더십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노태헌, 2015). 따라서

리더가 자아를 인식한다는 것은 리더의 내적 기준과 신념에 기초하여 생

활을 영위함을 의미한다(정예지 등, 2012; Shamir & Eilam, 2005).

둘째, 관계적 투명성(relational transparency)이다. 관계적 투명성은 다

른 사람에게 거짓되거나 왜곡된 모습이 아닌 진정성 있는 자신을 보여주

는 것으로(Walumbwa et al., 2008), 리더가 자기 자신을 개방하고 드러

내어 긴밀한 관계에서 신뢰를 나타낸다(Gardner et al., 2005). 즉, 진정성

있는 자아를 다른 사람에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 부적절한 감정의 표현을

최소화하려 노력할 뿐 아니라 정보 공유와 자신의 진실된 생각과 감정

표현을 통해 신뢰를 촉진시키는 것이다(한봉주, 2013). 조직의 위계상 자

신보다 직급이 높은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약점도 스스럼없이 보

여주고, 관계적으로 친밀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구성원들로 하여

금 리더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게 하며(Ilies et al., 2005; Walumbwa et

al., 2008) 궁극적으로 신뢰성 있고 의미 있는 리더-구성원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Kernis, 2003).

셋째, 균형잡힌 정보처리(balanced processing)이다. 리더는 결정을 내

리기 전에 관련된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Walumbwa et al., 2008).

이는 리더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리더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언제든

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단점에 대해 부정적 피드백을 받는 경우 이를 수용하거나 객관적으로 분

석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진성 리더는 조직과 구성원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아 존중감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에 상관없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자 노력하게 된다(Luthans & Avolio;, 2003) 또한,

그러한 리더들은 깊게 자리하고 있는 기존 입장에 도전하는 견해를 얻으

려고 한다(Walumbwa et al., 2008; Gardner et al., 2005)

넷째, 내재화된 도덕관점(internalized moral perspective)이다. 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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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도덕적 관점은 자기규제의 내면화되고 통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Walumbwa et al., 2008; Ryan & Deci, 2003). 내재화된 도덕관점을 가

진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지에 대

해서 스스로가 통제력을 갖고 있다(정예지 등, 2012). 도덕성은 리더가

동료, 조직 및 사회에서의 외부적 압력에 의한 다기 보다는 내적인 도덕

기준과 가치 등을 통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규제 종류

는 내부 도덕적 표준과 가치 대 집단, 조직 등의 압력에 의해 유도되며,

내재된 가치와 일치하는 의사결정 행동과 표현을 나타나게 한다(Avolio

& Gardner, 2005; Gardner et al., 2005; Walumbwa et al., 2008)

진성리더십의 선행연구는 주로 독립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진성리더십

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로 활용되었던 대표적 연구로는 적응적수행

성과(최우재·조윤형, 2013; 강호철·이도화, 2016), 조직시민행동(윤인한·장

영철, 2013)등이 있으며, 조직몰입(김명수·장춘수, 2012; 정예지 등, 2012;

김대영 등, 2013; 한봉주, 2013; 양경흠 등, 2017), 이직의도(성윤동 등,

2019; 박지영 등, 2019)를 진성리더십을 독립변수로 하여, 주로 종속변수

와의 매개적 역할 또는 조절 역할을 했던 변수로는 임파워먼트(김예성·

신제구, 2018), 긍정심리자본(김명수·장춘수, 2012; 한봉주, 2013; 이영수·

송영수, 2014; 강호철·이도화, 2016; 오현아·정재삼, 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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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비 고

Jensen &

Luthans

(2006)

진성리더십

직무만족

조직몰입

일행복

Walumbwa

et al.(2010)
진성리더십

조직시민행동

직무열의

상사동일시

임파워먼트

Hannah et al.

(2011)
진성리더십

팀워크

팀 생산성
팀 진정성

김명수·장춘수

(2012)
진성리더십 정서적 몰입 긍정심리자본

정예지 등

(2012)
진성리더십

팀 창의성

팀 성과

조직몰입

김대영 등

(2013)
진성리더십 조직몰입

자기주도

학습능력

정예지·김문주

(2013)
진성리더십

심리적 웰빙

팀성과
팀 에너지

최우재·조윤형

(2013)
진성리더십

심리적 웰빙

적응적 수행성과
자기권능감

박노윤 등

(2014)
진성리더십 성과

사회정체성

사회적교환관계인식

정예지

(2014)
진성리더십 팀 성과

팀 에너지

팀 효능감

최우재·송하동

(2014)
진성리더십 개인수준 효과성

자기효능감

LMX

Rego et al.

(2014)
진성리더십 구성원 창의성 구성원 희망

김응조·홍아정

(2015)
진성리더십 집단창의성 개인-환경적합성

박상길·장준호

(2015)
진성리더십

자아개념

내재적 동기
상사동일시

윤인한·장영철

(2015)
진성리더십 조직후원인식

조직시민행동

종업원몰입

<표 1> 진성리더십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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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비 고

임대성·정형일

(2015)
진성리더십

이직의도

조직시민행동

상사신뢰

팀 에너지

강호철·이도화

(2016)
진성리더십 적응적 수행성과 긍정심리자본

박정원·손승연

(2016)
진성리더십 창의성

향상초점

심리적안전

조윤형·최우재

(2016)
진성리더십 변화지지행동

감정적 변화

조직공정성

양경흠 등

(2017)
진성리더십 조직몰입 리더신뢰

오현아·정재삼

(2017)
진성리더십 잡크래프팅

긍정심리자본

조직동일시

조윤희 등

(2017)
진성리더십

팀 몰입과

조직시민행동
리더의 코칭행동

최우재

(2017)
진성리더십 발언행동 조직냉소주의

김예성·신제구

(2018)
진성리더십 사회적 태만

심리적 임파워먼트

심리적 계약위반

홍아정·조윤성

(2018)
진성리더십 일 몰입 조직학습역량

박지영 등(2019) 진성리더십 이직의도 직무스트레스

성윤동 등(2019) 진성리더십 이직의도 직무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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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발언행동

Hirschman(1970)이 조직 구성원의 발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이

래로,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대한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아주 광범

위하며 다차원적으로 개념화되어 왔다(강구한 등, 2018; 최용득․이동섭,

2017; Maynes & Podsakoff, 2014). 발언행동(voice behavior)은 상황을

개선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건설적이고 변화지향적인 의사소통 행위

(LePine & Van Dyne, 2001)로, 조직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

의 권위에 도전적일 수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며(Detert &

Burris, 2007), 구성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도전적이지만 건설적인 의견

이나 아이디어를 표현하다(Tangirala & Ramanujam, 2008).

발언행동의 본질적 특성으로 발언의 조직기능과의 관련성 및 도전적

속성이 있다. 발언의 조직기능은 조직 구성원이 발신자가 되어 메시지를

해당되는 구체적 대상에게 전달함으로써 반응이나 효과를 기대하는 커뮤

니케이션 행동이며, 조직 구성원들 간의 의견을 표명하고 주고받는 모든

행위가 발언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성격이 조직의 기능적

측면에 대하여 변화, 중지, 반대, 비판, 지지 등과 같이 도전적이어야 한

다(최용득·이동섭, 2017). 이러한 발언행동은 업무개선을 위한 적극적이

고 자발적인 의견으로 정의 할 수 있다(최우재, 2017)

발언행동은 최근 경영학 분야에서 조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선제적인 행동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발언행동은 역할 외 행동

으로 구성원들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기 취하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

는 것을 의미한다(Van Dyne & LePine, 1998). 또한, 발언행동은 조직행

동의 이론들 중 하나로 발언행동은 조직시민행동(OCB: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이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친교지향적인 조직시민행동(affiliation-oriented OCB)보다는 문제지향적

인 조직시민행동(challenge-oriented OCB)의 개념에 더 가깝다

(Podsakoff, 2015).

발언행동은 전달하고자하는 소식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언어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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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동으로써 발언이며, 자발적 행동으로써 건설적인 발언의 개념을 포

함하고 있다(Morrison, 2011). 이렇게 발언행동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

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자발적인 행동, 긍정적인 의도, 말에 의한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이기현·박영식, 2017). 발언행동은

반드시 구두로만 표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Maynes & Podsakoff,

2014). 이메일이나 메모와 같은 행동도 발언행동에 포함된다(Withey &

Cooper, 1989). 발언행동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표현행동이 조직과 관련

있는 행동, 공개적인 의사소통, 업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초점을 두

고 조직 안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Maynes & Podsakoff, 2014).

발언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이러한 개념적 토대로 발언행동을 보다 명

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해왔다. 발언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연구자들은 발언행동의 동기, 내용, 기능

과 같은 속성을 토대로 발언행동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발언과 침묵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으로 발언행동을 동기에 따라 묵인

적, 방어적, 친사회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묵인적 발언은 상황을 감수하

고 포기하는 체념의 동기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사람의 직무 관련한 아

이디어, 정보, 혹은 의견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추는

표현으로 정의된다. 방어적 발언은 두려움에 기반을 둔 동기를 가지고

직무관련 정보, 아이디어 혹은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마지막

으로 친사회적 발언은 협력적이고 이타적인 동기에 기반을 둔 제안으로,

다른 사람들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아이디어, 정보 혹

은 의견을 표명하는 행동을 의미한다(Van Dyne et al., 2003).

동기에 따라 분류한 발언행동에 대한 연구는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발

언행동 형태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내용에 기반을 두는 발언행

동이 조명하였다. 조직의 제도나 절차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둔 건설적

발언과 함께, 조직의 문제나 해로움을 알리고 중단시키기 위한 의견표명

을 발언행동의 중요한 유형이다. 동기에 따라 발언행동의 도전적인 특성

을 촉진적(promotive), 차단적(prohibitive)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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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촉진적 발언행동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부서나 조직의 전반적인 기

능을 향상시키고자 새로운 아이디와 건설적인 제안을 표명하는 것을 의

미하며, 차단적 발언행동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조직에 해로운 업무관행,

사건, 행동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Liang et al., 2012).

Liang et al.(2012)의 두 가지 발언행동 유형에 추가해서 의견에 초점

을 두어 발언행동을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 문제에 초점을 둔 발언

(problem-focused voice), 제안에 초점을 둔 발언(suggestion-focused

voice), 의견에 초점을 둔 발언(opinion-focused voice)으로 구분 할 수

있다(Morrison, 2011). 문제에 초점을 둔 발언과 제안에 초점을 둔 발언

은 Liang et al.(2012)이 구분한 촉진적 발언 및 차단적 발언과 명칭은

다르지만 개념적으로 동일하며, 의견에 초점을 둔 발언행동은 과업과 관

련된 이슈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입장이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의미한다(Morrison, 2011).

직무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발언행동은 조직내에 있는 구성원에게

자발적으로 의사 또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다(Maynes & Podsakoff,

2014). 기존 연구들이 다양한 형태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타당

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으며(양은주·김정훈, 2016), 현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발언행동의 개념과 Liang et al.(2012)이 제시한 촉진적과 예방적

차원의 개념을 채용하였고 발언행동을 보건적(preservation)-도전적

(challenge) 차원과 촉진적(promotive)-예방적(prohibitive) 차원으로 구분

할 수 있다(Maynes & Podsakoff, 2014).

발언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독립변수보다는 종속변수로써, 리더의 스

타일에 따른 발언행동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변혁적리더십이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고(Detert, 2007), 윤리적 리

더십이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Walumbwa & Schaubroekc, 2009). 또한, 진성리더십이 부하의 발언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최우재·조윤형, 2013; 박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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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최우재, 2017).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부하의 발언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Burris & Detert, 2007), 심리적 안전감이 높을 경우 발언

행동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위험의 영향에 대해 낮게 평가함으로써,

더 많은 발언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최선규·지성구, 2012). 리더 부하간

의 교환관계가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Bennett & Liden, 1996; Van Dyne & Kamdar, 2008; 김정식 등,

2013).

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비 고

Detert &

Burris(2007)
변혁적리더십 발언행동 심리적안정감(매)

Burris et al.(2008) 직장 그만두기 발언행동 심리적 애착(매)

Walumbwa &

Schaubroekc(2009)
윤리적리더십 발언행동 심리적 안정감(매)

Liang et al.(2012)
심리적 안정감

조직 내 자존감
발언행동

Huisng(2012) 진성리더십 발언행동
긍정적 분위기(매)

LMX의 질(매)

Li & Sun(2014) 권위주위리더십 발언행동
리더 식별(매)

권력 거리 방향(조)

Chen & Hou(2015) 윤리적리더십 개인의 창의성
혁신적인 환경(조)

발언행동(매)

김정진(2011)
자기효능감

책임감
발언행동 발언풍조(조)

최선규ㆍ지성구(2012) 상사의 행동특성
침묵행동

발언행동
심리적안정감(매)

최우재ㆍ조윤형(2013) 진성리더십 발언행동 자기권능감(매)

차동옥 등(2013) 포용적리더십
발언행동

성과
활력(매)

<표 2> 발언행동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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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사신뢰

신뢰는 리더십의 효과성을 이어주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신뢰 없이

는 어떤 리더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Yang &

Mossholder, 2010). 즉 상사신뢰는 상사의 행위에 대하여 확신 있는 행

동의 결과물로, 부하들의 상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이기도 하다. 또한,

조직에서 상사에 대한 신뢰는 조직구성원들이 리더의 공평성과 고결성에

대해 갖는 신뢰도의 크기를 말한다(MacKenzie, Podsakoff, &

Rich,2001). 이는 부하들이 상사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위험을 감수하

더라도 조직성과를 위해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

다.

신뢰는 누구와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뢰의 대

상은 개인이 될 수 있고, 집단이 될 수 있고, 또한 조직이 될 수도 있다

(Dirks & Parks, 2003). 이 목표 대상이 다르면 신뢰의 요인 및 그에 대

한 결과도 달라진다. 따라서 신뢰의 대상에 대한 구체화가 매우 중요하

다. 직속상사에 대한 신뢰는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좀 더 직접

적인 반면, 더 높은 상위 상사에 대한 신뢰는 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비 고

김정식 등(2013)
리더-구성원

교환 관계
발언행동 심리적안정감(매)

박노윤(2014) 진성리더십
발언행동

목표몰입
존중감(매)

양은주·김정훈(2016) 상향영향력 성과 발언행동(조)

송종영 등(2016) 이슈리더십
발언행동

창의적 행동
관계동일시(매)

최우재(2017) 진성리더십 발언행동
조직냉소주의(매)

직무적합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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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즉, 상사신뢰와 상위계층의 상사에 대한 신뢰는 선행요인과 성

과와의 관련성이 서로 다르다(Dirks & Ferrin, 2002).

조직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신뢰는 다양한 리더십 연구와 관련하여 연

구되어 왔다(Ötken & Cenkci, 2012). 신뢰적관계의 구축은 조직의 생존

및 효율성 향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리더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는 부하가 조직의 비전에 몰입하게 되고(Yukl, 2002), 상사와 부하직

원 간에 신뢰적 관계가 형성 되어 있으면 부하로 하여금 조직을 위해 헌

신적 노력을 기울이게 하며 조직 및 직무와 관련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도윤경, 2002). 즉, 상사신뢰는 상사에 대한 충성심과

믿음, 신뢰자에게 중요한 행위을 할 것이라는 기대치에 타인의 행위를

자기 스스로 수용하려는 의지이다(Mayer et al., 1995).

상사에 대한 신뢰는 상사와 조직구성원들 간의 지속적이며 상호작용적

인 교환관계를 통해 형성된다(정무관, 2009). 이러한 신뢰는 협력을 유발

시킨다. 왜냐하면 협력이라는 것은 적어도 상대방이 배신하지 않으리라

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Williams,

1988). 리더에 대한 신뢰는 보상을 기대하는 경제적 교환에 의한 심리적

계약보다는 비물질적인 관계에 근거한 심리적 계약을 통해서 개인을 조

직에 더 다가가게 해 준다. 신뢰의 정도에 따라 조직구성원은 동료와의

상호관계에서 예상되는 불확실성을 긍정적인 기대로 바꾸고 잠재적 위험

까지도 감수하게 된다(김현진·설현도, 2016). 피신뢰자를 향한 신뢰는 인

지 또는 정서를 기초로 한 신뢰자의 심리적 평가에 의해 형성되며

(Lewis & Weigert, 1985), 이에 따라 인지적 신뢰(cognition-based

trust)와 정서적 신뢰(affect-based trust)로 구분할 수 있다(McAllister,

1995)

인지적 신뢰는 서양의 개인주의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의 신뢰

로, 상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상대가 어떠한 행동양

상을 보일 것이라는 믿음이 구축되는 형태의 신뢰이다(McAllister,

1995). 또한, 합리적 이유에 근거하여 피신뢰자의 능력이나 행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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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 또는 예측가능성을 기초로 형성되는 신뢰유형이다(Schoorman,

Mayer, & Davis, 2007). 즉 인지적 신뢰란 상대의 능력, 성과, 의도 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고, 이를 토대로 인지적 판단에 기초하여 신

뢰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Lewis & Weigert, 1985).

반면, 정서적인 신뢰는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신뢰의 유

형으로, 이성보다는 감정에 기반 한다. 타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보다는 상대에 대해 가지는 어떠한 감정에 의해 상대를 신뢰하는 형

태인 것이다(McAllister, 1995).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

에게 관심과 배려를 표현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가 깊어지고, 이런 정서적

인 관계가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되어 정서적 신뢰로 발전된다(이동섭․최용득, 2014).

상사신뢰에 대한 선행연구로 조직의 효과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주로

상사신뢰는 매개변수 또는 조절변수로 어떠한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주

고 받는지에 대하여 규명하는 연구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상사신뢰에

대한 선행연구는 상사에 대한 신뢰가 동료 및 관리자 성과에 영향을 미

쳤으며(McAllister, 1995), 상사신뢰가 조직헌신, 직무만족, 역할 내·외 행

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 연구도 있다(Yang & Mossholder, 2010). 또

한, 변혁적리더십과 직원복지를 상사신뢰가 완전 매개하였고(Liu et al.,

2010), 변혁적리더십과 심리적안정을 상사신뢰가 완전매개 하는 연구 결

과도 있다(Kelloway et al.,2012)

국내 선행연구는 부하의 상사에 대한 신뢰가 역할 외 행동에 영향을

준 연구도 다수 있다. 상사신뢰가 리더-멤버 교환의 질과 조직시민행동을

매개하였고(한광현, 2004), 셀프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고형일, 2011),진성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임대성·정형일,2015), 진성리더십과 창의적 행동을

매개한 연구(송정수, 2016) 결과들이 있다. 또한, 상사신뢰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보인 연구 결과도 있다(양석곤 등, 2017). 상사신뢰의 독

립변수로써의 연구 결과도 있다. 상사신뢰는 팀 시민행동 및 협동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정무관, 2009), 혁신행동(양석곤 등, 2017), 직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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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직무성과(서영표·이종건, 2019)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McAllister

(1995)

인지기반 신뢰

정서기간 신뢰

동료 성과

관리자 성과

관리자의

모니터링

관리자의

시민행동

Shirey(2006) 진성리더십 구성원의 행동 상사신뢰

Yang &

Mossholder

(2010)

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

조직헌신

직무만족

역할 행동

역할 외 행동

Liu et al.(2010) 변혁적리더십 직원 복지
상사신뢰

자기효능감

Kelloway et

al.(2012)
변혁적리더십 심리적 안정 상사신뢰

한광현(2004)
리더-멤버

교환의 질
조직시민행동 상사신뢰

정무관(2009) 상사신뢰 팀시민행동
협동행동 팀 효능감

고형일 등(2011) 셀프리더십 조직시민행동 상사신뢰

임규혁·한주희(2013) 상사신뢰 정서적 몰입 LMX

임창현·이희수(2013)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조직시민행동 상사신뢰 회복탄력성

임대성·정형일(2015) 진성리더십
이직의도

조직시민행동

상사신뢰

팀 에너지

송정수(2016) 진성리더십 창의적 행동
상사신뢰

자기효능감

권상집·정지용(2016) 진성리더십
심리적 웰빙

지식공유
상사신뢰

양석곤 등(2017) 상사신뢰 혁신행동 직무특성

서영표·이종건(2019) 상사신뢰
직무열의

직무성과
심리적주인의식

<표 3> 상사신뢰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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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팔로위십

팔로워는 다른 사람을 모방 또는 따르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전적 정

의는 팔로워들은 리더로부터 어떤 구체적 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이도화 등, 2009).

팔로워는 조직에서의 지위 차이에 의하여 리더와의 상하 관계가 존재하

기에 리더와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나 현대의 팔로워는 리더나

조직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이며 부하와 같은 존재가 아니며,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미션과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

다(김희봉·송영수, 2013).

팔로워십에 대한 연구는 리더십의 연구에 비하여 상당히 경시되어 왔

다. 이러한 팔로워십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이유는 팔로워들에 동기부여

를 하는 리더의 능력에 대한 과다한 의존으로 인한 것이며, 전통적인 팔

로워 경시문화에서 비롯되었다(Gilbert ＆ Hyde, 1988). 기존의 리더십

연구들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리더의 영향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상

대적으로 팔로워들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Kelley, 1988). 효과적인 팔로

워들은 통찰력과 타인과 잘 융합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지니고 있고,

지위와 상관없이 활동하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유 한다(Kelley, 1988). 즉, 진정한 팔로어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리더를 돕는 존재이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

아가는 협조자이다(이두희·손승연, 2014).

팔로워십은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상사의 노력을 지원하고

상사의 지시에 능률적이고 주도적으로 따르는 개인의 능력이며(Agho,

2009), 리더의 생각과 견해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으로 팔로워는 그러

한 생각과 견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술을 가지고 리더를 지원해주는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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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man ＆ Valiga, 2005). 즉, 팔로워십이란 체계화된 조직의 기능을

극대화 하기 위한 리더의 노력을 지원해주고 지시를 따르는 효과적인 능

력을 의미한다(Kent et al., 2006).

조직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해 그 원인을 흔히 리더의 탓으로만 돌리

는 경향이 많지만, 부하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Meinl &

Ehrlich, 1987). 이는 팔로워십을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

을 수행하며,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팔로워들을 특징짓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Banutu-Gomez, 2004). 따라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통합 개념으로,

조직 목표를 달성하고자 주어진 역할을 상황에 따라 적극적이고 창의적

으로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라 정의 할 수 있다(백기복, 2000).

조직성공에 대한 리더의 기여는 20%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직

급이 높은 리더라 하더라도 리더로 일하는 시간보다 팔로워로 일하는 시

간이 더 많다(Kelley, 1992). 팔로워십이 리더십의 하위요소가 아니라 별

도의 독립적인 요소로 간주되야 하며, 리더십과는 별도로 효과적인 팔로

워십을 개발해야 한다. 팔로워를 리더십 상황변수의 하나로 취급하는 것

에서 벗어나, 팔로워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팔로워십을 리더

십과 독립적인 개념으로 다루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Banutu-Gomez, 2004).

팔로워십 유형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Chaleff(2003),

Kellerman(2008), Kelley(1992) 등이 있다. Chaleff(2003)는 팔로워십을

새롭게 나아가야 할 리더와의 관계에 대한 팔로워십 모형으로 용기 있는

팔로워를 제안하다 용기는 리더와의 균형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팔로워십에서 용기

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용기란 책임을 감수하는, 섬길 수 있

는, 도전하고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 도덕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용기이다(Chaleff, 2003).

조직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팔로워십을 분류할 수 있다.

좋은 팔로워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동기부여로 높은 관여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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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Kellerman, 2008). 구체적으로 좋은 리더십은 지지하고, 나쁜

리더십에는 저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팔로워십의 양상은 사회적인 차

원에서 민주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미를 가진다(Kellerman,

2008). 팔로워의 유형을 상대방과의 참여의 정도라는 단일의 척도를 기

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모든 팔로워를 일직선상에 올려놓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행동하지도 않는 이들부터 시작해서 매우 열정적이며 깊

이 참여하는 이들까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Kellerman,

2008).

팔로워십 유형 구분에는 팔로워의 사고(thinking)가 독립적이고 비판적

인지 또는 의존적이며 무비판적인지와 조직에 대한 참여(engagement)가

능동적 또는 수동적인지의 특성 기준으로 분류 할 수 있다(Kelley,

1992). 리더에 대해 수동적이고 의존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리더의 동

반자로서 팔로워십을 정의 할 수 있다. 독립적 비판적 사고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구성원의 정신적 건강 유지와 지속적 학습을 통한 성과 개선을

가능하게 하며 적극적 능동적 참여를 하는 팔로워는 기대 이상의 수행과

주도적 참여, 양질의 업무결과를 보인다(Blanchard et al, 2009).

본 연구는 Kelley(1992)의 팔로워십 유형을 이론적 토대로 연구하고자

한다. Kelley(1992)의 팔로워십 하위척도는 발언행동을 분석하는 설명변

수로 적절하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발언행동은 구성원들이 개인의 판

단에 따라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비판적 사고 및 능동적 참여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있어 팔로워들의 사고 및 행위차원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팔로워십의 선행연구는 주로 팔로워 특성의 매개 역할에 주목하였다.

리더와 팔로워의 목표가 일치 한다면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팔로워의 특성이 매개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Walumbwa et al., 2008). 리더의 생각 및 행동이 닮아가는 팔로워는 실

제로 개인수준의 성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집단효능감으로 연결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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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 Howell, 2012). 팔로워십이 변혁적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사이

를 매개해는 연구 결과도 있다(Menges et al., 2011).

국내 선행연구는 의하면, 부하들의 팔로워십 특성은 상사와 부하간의

관계에 변화에 대해서 조절 및 매개효과에 연구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는

리더십과 조직유효성에 대한 연구 결과로 변혁적리더십과 거래적리더십

은 조직성과 사에이서 팔로워십이 매개 및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

으며(권중생, 2013), 매개변수로서의 팔로워십으로 팔로워십이 리더십과

조직유효성사이에서 매개 효과가 나타났으며(박종훈·박경아, 2001), 또한,

변혁적 리더십과 팔로워십 사이에는 매개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도 있다

(강경석·강경수, 2006; 이도화 등, 2009).

연구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Blanchard et al.(2009) 팔로워십

직무만족

조직몰입

혁신행위

Walumbwa et

al.(2008)
리더십 조직성과 팔로워 특성

Menges et al.(2011) 변혁적 리더십
과업성과

조직시민행동
팔로워십

Wang & Howell(2012) 팔로워 특성 집단효능감 성과

Zhu et al.(2009) 변혁적리더십 작업 참여 팔로워 특성

Patrick(2014)
리더 특성에

대한 인식

조직시민행동

언행
팔로워 특성

박종훈·박경아(2001) 리더십 조직유효성 팔로워십

표영현·정범구(2004)
거래적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직무태도 팔로워십 특성

강경석·강경수(2006) 변혁적 리더십 조직효과성 팔로워십

<표 4> 팔로워십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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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문계완 등(2009) 변혁적 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혁신지원

팔로워십

김대관·한연주(2010) 변혁적 리더십 조직성과 팔로워십

이도화 등(2012)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권중생(2013)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직무몰입 팔로워십 팔로워십

정현용(2014) 팔로워십 조직성과

권형창, 김경석
(2015) 팔로워십

리더 의사결정

방식
LMX



- 23 -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A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진성리더

십이 발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 상사신뢰가 어떻게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는데 있다. 또한, 상사신뢰와 발언행동에 관계

에서 팔로워십의 조절효과를 것을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진성리더십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진성리더십을 독립변수로 두

었으며 종속변수를 발언행동으로 두고 상사신뢰가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지 밝히고, 진성리더십과 발언행동 관계에서 상사신뢰의 매개효과가 팔

로워십에 의하여 어떻게 조절 되는지를 밝히고자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상사신뢰

진성리더십 발언행동

팔로워십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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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설 설정

2.1. 진성리더십과 발언행동과의 관계

진성리더십의 발휘는 부하들이 변화에 유연하고 새로운 정보에 개방적

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며,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

(최우재ㆍ조윤형, 2013). 이는 진성리더가 부하들에게 명확한 비전을 공

유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Gardner & Schermerhorn, 2004), 부하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해 나가도록 돕기 때문에 부

하들의 발언행동을 유도한다(최우재, 2017).

리더는 보상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도움행

동을 하도록 중심 역할을 한다. 진성성 있는 리더가 투명한 관계를 보이

고, 정보를 공개하며 부하의 의견을 수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구성원

들에게 그들이 조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왜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를

해야 하는가를 잘 이해하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Ilies et al.,

2005; Walumbwa et al., 2011). 진성리더는 부하들이 재량적 결정을 하

도록 하여 경제적 교환보다는 사회적 교환에 입각한 질적인 관계를 함양

함으로써 성과를 더 높여준다(Ilies et al., 2005). 호혜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교환이론에 조직시민행동과 관련이 있다(Shore & Wayne, 1993).

윤리적인 리더는 구성원 발언에 영향을 준다(Walumbwa &

Schaubroeck, 2009). 윤리적리더십과 진성리더십은 모두 윤리에 기반을

둔 리더십(Zhu et al., 2011)으로, 진성리더십의 하위요소인 내재화된 도

덕관점도 윤리적 리더의 한 부분이다. 구성원은 리더가 자애로운 마음,

성실 등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대인 관계를 위협하는 업무를 종

사하고자 하는 실증연구도 있다(Mayer et al.,1995). 목표와 자기 가치관

과의 일치, 언행일치, 모범을 보이는 등의 이러한 높은 규제는 구성원의

신념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Avolio & Gardner, 2005), 발언의 용기가

생기고 향상시킨다. 진성리더십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리더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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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위는 리더에 대한 부하의 만족도를 높여 줌으로써 부하가 자신의

정해진 역할 외 노력을 투여하고, 조직 내에 문제가 발생하면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노력을 투여함으로써

리더의 효과성을 높여준다(최우재, 2017).

발언행동은 조직시민행동(OCB) 중 문제지향적인 조직시민행동

(challenge-oriented OCB)으로 분류 하고 있으며(Podsakoff et al., 2015),

진성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다는 실증연구도

있다(Walubwa et al., 2010). 또한, 진성리더십은 발생되는 충돌에 관용

과 지원을 제공하고, 구성원의 발언으로 보상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

(Peterson et al., 2012).

국내 실증연구들을 살펴보면, 진성리더십이 부하들이 인지하는 존중감

을 매개로, 부하들의 발언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박노윤, 2014). 부하들은 리더로부터 자신들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고

존중받고 있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 또는 제도에 도전하는 의

견을 제시하는 발언행동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진성리더십은 적응

적 수행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최우재ㆍ조윤형, 2013). 적응적 수

행성과는 직무 환경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통해 조직성과에 기여하는 것

(Allworth & Hesketh, 1999)으로, 부하들의 긍정적 정서 및 긍정적 인지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유연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적응적 수행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진성리더십은 부하들과 관계적 투명성, 내재화된 도덕관념 등에 기반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들며, 부하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가설 1 : 진성리더십은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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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진성리더십과 상사신뢰와의 관계

사회교환이론(Blau, 1964)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게 행한 자

기 자신의 행동이 특정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기대로 인하여 몰

입하게 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교환이론에 따라

상사가 부하에게 통제를 서로 공유하면 부하는 이를 상사가 자신에게 내

린 사회적 보상으로 간주하고 상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Whitener

et al., 1998). 이는 진정성 있는 리더를 통해 부하들이 자신의 능력을 스

스로 깨닫게 하고 신뢰감을 갖게 하며,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지원을 제

공함으로써 역량과 성과향상을 지원한다(Gardner & Schermerhorn,

2004).

진성리더십은 그 자체로서 조직의 고성과를 창출해 내기 보다는 부하

들의 의사참여나,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등 심리적 자본을 증가시

키는 간접적인 효과를 통해서 조직의 성과에 기여한다(Peterson et al.,

2012). 진성리더는 높은 도덕적 표준, 성실 및 정직을 보여 주므로, 그들

의 호의적인 평판은 부하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불러 일으켜 조직

의 이익을 위해 지도자와 협력하려는 신뢰 수준과 의지를 향상시킨다

(Avolio et al., 2004). 결과적으로 부하들이 보다 안정된 상태속에서 업

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진성리더의 가장 핵심적 특징은 높은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한 투명성

이다. 진성리더는 부하들과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자신의 속마음과 감정

을 표현하며(Walumbwa et al., 2008), 나아가 구성원들을 의사결정에 적

극적으로 참여시킨다(Walumbwa et al., 2011). 관계적 투명성은 부하의

상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며, 진성리더는 부

하들의 상사의 신뢰를 획득하는데 효과적인 유형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

다(Avolio & Wernsing, 2008; Walumbwa et al., 2008). 진정성 있는 지

도자는 높은 도덕적 표준, 성실 및 정직을 보여 주므로, 그들의 호의적인 평

판은 추종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불러 일으켜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도자와 협력하려는 신뢰 수준과 의지를 향상시킨다(Avolio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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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 따르면 진성리더의 하위 변인의 특성이 상사에 대한 신뢰

를 높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조직구성원과 정보를 공유하는 리더의

행위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신뢰를 높인다(Dirks & Ferrin, 2001). 또한,

진성리더들이 보여주는 균형 잡힌 정보처리와 내재화된 도덕관점이 리더

에 대한 부하의 신뢰를 높인다(Walumbwa et al., 2011). 리더가 개방성

과 진실성으로 부하와 상호작용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부하의 신뢰를 얻

는다(Ilies et al., 2005).

국내 선행연구로는 상사에 대해 높은 신뢰를 하는 부하는 상사의 리더

십 발휘하는 방향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헌신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임대성·정형일, 2015), 군 조

직에서의 진성리더십은 상사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연구도 있다

(문혜강 등, 2015; 양경흠 등, 2017). 이와 같이 진정성 있는 리더는 부하

의 상사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가설 2 : 진성리더십은 상사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상사신뢰와 발언행동의 관계

Vroom(1964)의 기대이론은 부하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신의 노력

의 정도에 따라 결과를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결정한다. 따라서 구성원이 발언행동을 할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선택한 결과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탁제운·신제구, 2017). 부하는 자신

이 동료를 위한 이타적 행위를 하게 되면 자신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상

사가 인정해 주고, 긍정적 평가를 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게 될 때

조직시민행동을 하게 된다. 만일 상사로부터 그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

을 것이라는 신뢰가 없으면 종업원은 달리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하는 행위에만 몰두할 것이다(Coyle & Shapiro, 2002).

조직 내 개인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직무를 수행해 나가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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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성은 이러한 신뢰관계가 어떻게 구축되는가에 따라 좌우 되며

(McAllister, 1995), 신뢰가 조직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Robinson & Morrison, 1995). 리더신뢰와 발언행동 간 관계는 사회교환

이론(Blau, 1964)을 통해서도 예측 할 수 있다. 사회적 교환관계 속에서

부하들이 리더를 신뢰하면 부하들은 자발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지지하

며, 자신을 조직과 동일시하고, 발언행동을 유지를 통해 신뢰에 보답하게

된다(Dirks & Ferrin, 2002).

구성원들은 리더들이 자신들과 높은 수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고 인식할 때 선제적 행동들을 하며(탁제운·신제구, 2017), 이러한 선제

적 행동에는 더 나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의도된 행동으로서의 발언행동

이 포함된다(LePine & Van Dyne, 1998). 또한, 이러한 사회적 교환관계

가 발언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박노윤·이은수, 2014).

이는 구성원들이 지각된 상사에 대한 신뢰가 부하들이 발언행동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발언행동은 건설적이고 변화지향적인 관점에서 개인, 집단, 조직의 기

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행동으로(Van Dyne et al.,

2003), 조직시민행동 문헌에서는 역할 외 행동으로 다루고 있다(Botero

& Van Dyne, 2009).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된 우려와 도전적인 제안을

리더에게 전달하려는 의지는 그것을 리더가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

인지에 의해 좌우된다(Saunders et al., 1992). 따라서 리더가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건설적인 발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최선규·지성구, 2012).

리더에 직원의 발언을 촉진하기 위해 직원이 리더에 대한 신뢰를 추구

하는 것이 중요하다(Liping et al, 2011).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상사에 대

한 신뢰가 종업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주엽·박상언·이민령, 2010), 이는 상사에 대한 신뢰로 이어여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영항을 줄 수 있다.

가설 3 : 상사신뢰는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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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사신뢰의 매개효과

최근 리더에 대한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

다. 많은 연구들이 리더십과 결과변수간의 관계에서 신뢰의 매개역할에

관해 연구 하였다. 구성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구성원의 리더에 대한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 결과도 있다(Jung & Avikui, 2000). 또한, 리더십 유형과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 매개변수로 신뢰를 고려하였다(이진규․박지환, 2003).

진성리더십의 핵심은 상사와 부하 간에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Avolio & Gardner, 2005; Luthans & Avolio, 2003). 이는 구성원

들이 리더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쉽게 예측할 수 있으

므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진성리더십이 상사신뢰를 높일 것이

라고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신뢰는 부하의 상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서 부하의 태도, 만족,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Gardner et al., 2011). 이

런 이유로 다수의 진성리더십 연구가 진성리더십이 상사에 대한 신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Wong & Cummings, 2009; Clapp－

Smith et al., 2009).

진성리더십과 행동사이에서 상사신뢰의 매개효과를 설명하는 선행연구

가 다음과 같다. 리더의 순수한 진실성을 기본으로 한 실증연구는 초기

단계로써 공평성, 신뢰 긍정적 요인이 결과를 향상시켜준다. 이는 상사신

뢰가 진성 리더십과의 관계를 매개하여 시너지를 발휘하며 결과적으로

구성원의 유의한 행동을 변화시킨다(Shirey, 2006). 또한, 상사신뢰가 부

하에 대한 리더의 영향력을 높여 매개효과를 중시하며 결과로 조직시민

행동에 영향을 미친 연구도 있다(문혜강, 2013). 그래서 진성 리더십은

구성원에게 신뢰성을 확보하여 부하직원들이 조직시민행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상사신뢰는 진성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사이에 매개효과

로 작용한다(Wlumbwa et al., 2011).

이러한 진성리더십 연구와 신뢰 그리고 행동에 관한 연구를 결합해

보면, 상사신뢰는 진성리더십의 결과요인이면서 동시에 행동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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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리더십의 결과요인의 선행요인이다. 따라서, 진성리더십이 이런 결과

요인에 영향을 및는 과정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상사신뢰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다

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4 : 상사신뢰는 진성리더십과 구성원 발언행동 사이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2.5. 팔로워십의 조절효과

기존의 리더십 연구들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리더의 영향력만을 지나치

게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팔로워들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Kelley,

1988). 조직의 성과가 리더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만 보는

리더십 연구는 제한적인 의미를 가진다(Hughes et al., 1993). 팔로워들

의 리더에 대한 신뢰가 조직효과성에 조절효과를 가지며 긍정적 호감분

위기는 조직효과성에 매개효과를 가진다(Menges et al., 2011). 기대이론

Vroom(1964)에 의하면 구성원들은 선제적인 행동을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할 때 기대효용, 예상비용을 고려하게 된다. 팔로어는 기대이론에 따른

동기부여를 통해 성과를 얻는 데 있어서 리더의 신뢰가 중요하다(Green,

2000).

한편, 팔로워십은 부하가 상사에게 보이는 반응뿐만 아니라 상사와 부

하직원과의 관계, 사람들을 따르도록 하는 과정, 특정 리더가 더 큰 성과

를 내는 것은 그 리더의 효과성을 팔로워들이 매개하거나 조절하기 때문

이다(Kellerman, 2008). 이러한 관점에서 리더십의 효과성을 논함에 있어

팔로워는 매개변수 또는 조절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halit, Popper, & Zakay, 2010).

좋은 팔로워는 언제나 자신의 과업 및 조직에 대해 열정적으로 임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Albino, 1999). 특히, 팔로워십이 높은 구성원들은 조직

내 동료와 협업을 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기꺼이 헌신하려는 의지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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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팔로워십은 팀 성과에 효과적인 영향을 주

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Dowd & Bolus, 1998). 주인의식이 높은 팔로워

는 책임감 이외 스스로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특성을 보인다(Rothbard, 2001). 그러므로 팔로워십이 높게 형

성된 구성원은 적극적인과업 참여, 능동적인 몰입, 높은 수준의 헌신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 팔로워십에 관한 연구는 리더십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주로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리더십 등 다른 특정 리더십과 팔

로워십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팔로워십의 조절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로,

리더와 팔로워의 교환관계 사이에서 리더십유효성(조직몰입·직무동기·임

파워먼트) 간의 관계에서 팔로워십 유형에 의해 조절된다는 연구가 있다

(강영순 등, 2006). 연구결과 리더와 팔로워의 교환관계의 질이 높은 집

단과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팔로워가 리더십 유효성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팔로워십이 변혁적리더십과 개인성과 사이

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도화 등, 2009).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해보면, 팔로워십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상사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상사신뢰와 구성원

의 발언행동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향에 더 강력하게 연결 될 것으로 예

상된다. 팔로워가 더 많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더 많은 발언행동을 할 것이며, 무비판적·수동적으로 행동할 경우 발언행

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팔로워십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팔로워

십의 상사신뢰가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

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5 : 팔로워십은 상사신뢰와 구성원의 발언행동을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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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팔로워십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설1에서 진성리디섭이 조직구성원의 발언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예측하였고, 가설2에서 진성리디십이 상사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예측하였다. 가설3을 통해 상사신뢰가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가설4에서 상사신뢰가 진성리더십과 발언행동을 매개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가설 5에서는 팔로워십이 상사신뢰와 발언행동

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진성리더십과 종속변수 간

에 매개효과 또는 조절효과 한가지의 영향만을 살펴본 연구는 많았으나,

진성리더십과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대하여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동시

에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

팔로워는 단순한 리더십의 대상이 아닌 리더의 파트너로서(Kelley,

1992) 리더가 조직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 구성원의 조직

에 대한 참여와 기여의 과정인 팔로워십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리더십

효과성의 중요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Vondey,

2008; 박민생·장영철, 2010). 진성리더는 관계적 투명성과 균형잡힌 정보

처리 특성을 통해 팔로워와 개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있

어 팔로워가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며 리더의 자아인식

과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은 팔로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팔로워 스

스로 자신의 내면과 도덕적 기준을 점검하도록 한다(Walumbwa, 2008).

이러한 리더의 진정성은 결국 상사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팔로워들의 독립적이고 비판적인사고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 독

려될 것이다(이두희 손승연, 2014).

상사의 진성 리더십은 구성원의 상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이는 다시

구성원의 발언행동으로 연결되는데, 이 과정에서 팔로워십이 조절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사신뢰를 통해 발언행동에 미치는 진

성리더십의 간접효과는 팔로워십이 높을 경우에만 유의하다는 결론이 도

출된다. 앞서 논의된 가설들을 종합하여, 진성리더십과 발언행동의 관계

에서 상사신뢰가 매개하는 모형과 상사신뢰와 발언행동의 관계에서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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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십이 조절하는 모형을 각각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6 : 팔로워십이 높을수록 진성리더십이 상사신뢰를 통해 구성원의 발

언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는 진성리더십을 독립변수로 하고 상사신뢰를 매개변수로 팔

로워십을 조절변수로 발언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모든 변수들은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

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3.1. 진성리더십

본 연구에서는 진성리더십은 자기인식, 관계적 투명성, 내면화된 도덕

적 관점, 균형잡힌 정보처리 통해 긍정적 심리적 역량과 긍정적인 윤리

적 풍토를 이끌어내고 증진시키며 리더와 구성원의 긍정적 자기개발을

강화하는 리더의 행동유형으로 정의한다(Walumbwa et al., 2008;

Luthans & Avolio, 2003). 진성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Walumbwa et

al(2008)이 개발한 총 16문항으로 구성된 진성리더십 척도(Authentic

Leadership Questionnaire: ALQ)를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진성

리더십의 구성요소로 제시된 4 요소에 대하여 관계적투명성과 관련된

‘나의 리더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명확히 전달한다’ 등의 5문항, ‘나의

리더는 신념과 행동이 일치한다’ 등의 리더의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을

묻는 4문항, ‘나의 리더는 자신과 다른 의견도 융퉁성 있게 받아들인다’

등 균형잡힌 정보처리에 대한 4문항, ‘나의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알고 있다’ 등 자아인식을 묻는 관련 3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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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변수
질 문 내 용

관계적
투명성

1. 나의 리더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명확히 전달한다.

2. 나의 리더는 자기 실수를 인정한다.

3. 나의 리더는 관련 당사자 모두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4. 나의 리더는 말하기 불편한 진실도 나에게 솔직히 말해 준다.

5. 나의 리더는 그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내재화된
도덕관점

6. 나의 리더는 신념과 행동이 일치한다.

7. 나의 리더는 자신의 핵심 가치관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린다.

8. 나의 리더는 나의 핵심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는 입장을 선택하도록 한다.

9. 나의 리더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균형잡힌
정보처리

10. 나의 리더는 자신과 다른 의견도 융통성 있게 받아들인다.

11. 나의 리더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분석한다.

12. 나의 리더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본다.

13. 나의 리더는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요청한다.

자아인식

14. 나의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알고 있다.

15. 나의 리더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재고해야 할 시점을 알고 있다.

16. 나의 리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표 5> 진성리더십 측정 설문항목

3.2. 발언행동

발언행동은 업무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견개진으로 정의

한다(최우재, 2017). Liang & Farh(2008)는 구성원들의 발언행동은 금지

적인 발언행동(prohibitive voice behavior)과 촉진적인 발언행동

(promotive voice behavior)으로 구별하였다. 금지적인 발언행동은 조직

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문제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행동이며, 촉진적

인 발언행동은 구성원들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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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동이다. 본 연구에서 Liang & Farh(2012)가 개발한 측정도구 10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설문문항은 ‘나는 부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등 촉진적 발언행동 5개 문항, ‘나는 자

신이 곤란한 입장에 처하더라도, 부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한

다’ 등 차단적 발언행동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

변수
질 문 내 용

촉진적
발 언
행 동

1. 나는 부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2. 나는 부서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설적인 발언을 한다.

3. 나는 부서의 의견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적인 제안들을 한다.

4. 나는 부서의 업무 절차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한다.

5. 나는 적극적으로 부서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과제를 제안한다.

차단적
발 언
행 동

6. 나는 자신이 곤란한 입장에 처하더라도, 부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7.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지라도, 부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발언한다.

8. 나는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다른 동료들에게 조
언한다.

9. 실망스러운 의견이 있더라도 부서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
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10. 나는 업무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보고한다.

<표 6> 발언행동 측정 설문항목

3.3. 상사신뢰

본 연구는 상사신뢰는 상사에 대한 충성심과 믿음, 신뢰자에게 중요한

행위을 할 것이라는 기대치에 타인의 행위를 자기 스스로 수용하려는 의

지라 정의한다(Mayer et al., 1995). 상사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Yang &

Mossholder(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총 10개의 측정 문항을 활용하였

다. 설문문항은 ‘나는 상사가 자기 책임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 등 인지

적 신뢰 5개 문항, ‘나의 상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나의 개인적 욕구에 대

해 늘 관심을 보인다’ 등 정서적 신뢰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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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변수
질 문 내 용

인지적
신 뢰

1. 나는 상사가 자기 책임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

2. 내가 맡은 과업을 최대로 하기 위해 나의 상사에게 의존할 수 있다.

3. 나의 상사는 관여하는 일을 끝까지 관철한다.

4. 나의 상사의 업적을 보면 그의 능력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5. 나의 상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신뢰가 간다.

정서적
신 뢰

6. 나의 상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나의 개인적 욕구에 대해 늘 관심을 보인다.

7.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상사에게 털어놓으면 관심을 가지고 대해준다.

8.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상사와 의논할 수 있다.

9. 내가 느낀 바를 나의 상사와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

10. 나의 상사는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

<표 7> 상사신뢰 측정 설문항목

3.4. 팔로워십

본 연구는 팔로워십을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상사의 노력을

지원하고 상사의 지시에 능률적이고 주도적으로 따르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한다(Agho, 2009). Kelley(1992)는 팔로워의 사고가 독립적․비판적

인지, 의존적․무비판적인지와 조직에 대한 참여의 정도가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의 기준을 사용하여 팔로워십 유형을 모범형부터 수동형의 다

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다섯 가지 유형과 정확

히 일치되는 경우가 드문점을 지적하였다(양동훈·구관모, 2005). 따라서

팔로워십을 Kelley(1992)가 제시한 팔로워십의 독립적이고 비판적 사고

와 적극적이고 능동적 행동으로 구분하여 <표 9>과 같이 20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독립적 비판적 사고는 ‘나의 개인적 목표와 조직의 핵심 목표

는 부합한다’를 포함하여 10문항, 적극적 능동적 행동은 ‘나는 조직의 목

표달성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제안한다.’를 포함하는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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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변수 질 문 내 용

독립적
비판적
사 고

1. 나의 개인적 목표와 조직의 핵심 목표는 부합한다.

2. 나는 양질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와 조직에 헌신하며 그를 통
해 힘을 얻는다.

3. 업무에 있어서 나의 열의는 동료들에게 확산되고 그들에게 에너지를 준다.

4. 나는 조직과 상사에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업무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적극적
으로 개발한다.

5. 나는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때 조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신속히 성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6. 나의 상사는 내 업무 수행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업무를 나에게 맡긴다.

7. 나는 주어진 역할에 그치지 않고 주어진 일 외에다른 업무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8. 나는 내가주도적으로하는업무가아니더라도공헌도를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9. 나는 나에게 이로운 점이 없더라도 동료를 도와준다.

10. 나는 상사의 요구와 목표를 이해하고 그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적극적
능동적
행 동

11. 나는 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제안한다.

12. 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상사의 도움을 바라기 보다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고 노력하는 편이다.

13. 나는 나에 대한 평가를 회피하지 않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14. 나는 단순히 지시받은 대로 수행하기보다는 상사의 결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업무
를 수행한다.

15. 나는 상사가 나의 의견과 반대되는 지시를 할 경우 수용하기보다는 거절하는 편이다.

16. 나는 상사나 조직의 기준보다는 나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7. 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상사나 조직의 의견과 갈등이 예상되더라도 나의 견
해를 피력한다.

18. 내가 일하는 것은 나의 사회적 목표나 개인적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19. 나는 상사나 조직이 어떤 사항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다.

20. 나는 단순히 상사의 지시를 기다리기보다는 조직의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활동을 찾아낸다.

<표 8> 팔로워십 측정 설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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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통제 변수

진성리더십과 구성원의 발언행동의 관계에서 상사신뢰의 매개효과와 팔

로워십의 조절효과를 국내 A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구성원의 발언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 판단되는 통제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업무유형, 직렬,

직위를 설정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1, 여성은 2로 구분하였고, 연령

대는 1 = 20대, 2 = 30대, 3 = 40대, 4 = 50대, 5 = 60대로 설정하였다.

학력은 고졸이하 부터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이상 까지 항목을 나누

어 설정하였다. 근속기간은 1 = 2년 미만, 2 = 2년 이상 ∼ 3년 미만, 3

= 3년 이상 ∼ 5년 미만, 4 = 5년 이상 ∼ 10년 미만, 5 = 10년 이상 ∼

20년 미만, 6 = 20년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직렬은 1 = 일반직, 2 = 출제

연구직, 3 = 기타로 설정하였다. 직위는 1 = 사원/주임(6급), 2 = 대리(5

급), 3 = 과장/연구원(4급), 4 = 차장/선임연구원(3급), 5 = 부장/책임연구

원으로 구분지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3.6. 설문지 구성

구 분 문항수 출 처

진성리더십 16 Walumbwa et al.(2008)

발언행동 10 Liang & Farh (2012)

상사신뢰 10 Yang & Mossholder(2010)

팔로워십 20 Kelley(1992)

통제변수 6

합계 62

<표 9>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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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A 공공기관의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회수하였다.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270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84.4%로 나타났으며 이 중 불성실 응답 24부를 제외한 246부에 대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

은 남성이 148명으로 60%, 여성이 98명으로 40%를 차지하였고, 연령별

로는 30세 이상 ∼ 40세 미만이 124명으로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했으며, 30세 미만이 59명으로 24%, 40세 이상 ∼ 50세 미만이 54명으

로 22%, 50세 이상 ∼ 60세 미만이 9명으로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력으로는 대졸이 189명으로 7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대

학원졸업이 50명으로 20%, 전문대졸업과 고등학교졸업이 7명으로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과장(연구원)이 93명으로 가장 많은 비

율인 38%로 대리가 80명으로 33%, 차장(선임원구원)이 58명으로 24%,

주임이 8명으로 3%, 부장(책임원구원) 이상이 7명으로 3%로 나타났으며

이 중 부장 이상 보직에 있는 사람은 7명으로 전체의 3%로 나타났다.

한편, 직렬에 따라 일반직이 219명으로 8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분포

를 보였으며, 출제연구직이 25명으로 10%, 기타직렬이 2명으로 1%로 나

타났다. 응답자의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5년 이상 ∼ 10년 미만이 61명으

로 25%, 10년 이상 ∼ 20년 미만이 55명으로 22%, 3년 이상 ∼ 5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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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51명으로 21%, 1년 미만인 경우가 44명으로 18%, 2년 이상 ∼ 3년

미만이 26명으로 11%, 20년 이상이 9명으로 4%의 분포를 보였다. 업무

분야에 따른 분포는 자격검정사업 분야 종사자가 87명으로 35%를, 경영

지원분야 종사자가 68명으로 29%를, 평생능력사업 종사자가 47명으로

20%를, 국제인력사업 종사자가 38명으로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10>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48 60
여성 98 40

연령

20대 59 24
30대 124 50
40대 54 22
50대 9 4
60대 0 0

학력

고졸 6 3
전문대졸 1 0
대졸 189 77

대학원졸 이상 50 20

근속연수

2년 미만 44 18
2∼3년 미만 26 11
3∼5년 미만 51 21
5∼10년 미만 61 25
10∼20년 미만 55 22
20년 이상 9 4

업무 유형

경영지원 68 29
평생능력사업 47 20
자격검정사업 87 35
국제인력사업 38 16

기타 6 2

직렬
일반직 219 89
출제연구직 25 10
기타 2 1

직위

사원/주임(6급) 8 3
대리(5급) 80 33

과장/연구원(4급) 93 38
차장/선임연구원(3급) 58 24
부장/책임연구원
(2급 이상)

7 3



- 41 -

제2절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진성리더십과 발언행동 간의 관계 분석 전에 SPSS 18.0와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

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이용하여 확인적요인분석(CFA)를 실시하였다. 변수들에 대해

서는 척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연속적인 정규분포화된 특성을 얻고

자 항목묶음방식을 이용하였다.

2.1.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측정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확인을 위하

여 Cronbach’s α값을 이용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값이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12>와 같이 도출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진성리더십은 0.973, 발언행동은 0.946, 상사신뢰는

0.932, 팔로워십은 0.916로 나타나,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값이 0.7을

넘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변 수 항목 수 Cronbach’s α값

진성리더십 16 0.973

발언행동 10 0.946

상사신뢰 10 0.932

팔로워십 20 0.916

<표 11> 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적재치가 <표 13>와 같이 확인 되었고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χ2 = 53.467 ( df = 29, p < 0.005), RMSEA =

0.067, RMR = 0.011, GFI = 0.953, AGFI = 0.911, NFI = 0.975, I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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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7, TLI = 0.979, CFI = 0.986 이다. RMSEA 값은 0.1이하, RMR 값

은 0.5 이하, GFI, AGFI, NFI, IFI, TLI, CFI 값은 모두 0.9보다 높음으

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오계택·이명주, 2017; 김용재 외,

2017).

그리고 모든 구성개념에 대한 표준요인 적재치가 0.5 이상으로 나타나

고 있어 집중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념신뢰도

(CR)와 평균분산추출(AVE)과 값을 계산한 결과 0.7과 0.5보다 높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은 각각의 개념에 대해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2.2. 기초통계와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의 표준편차, 평균,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표 14>에서와 같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

는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통제변수 7개와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4개 변수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 중 성별은 더미변

수로 변환하여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과 매개변수인 상사신

뢰, 조절변수인 팔로워십, 종속변수인 발언행동으로 모든 변수 간 상관관

계가 정(+)의 관계로 유의미함이 확인하였다.

구성
개념

측정항목 요인
표준요인
적재치

S.E CR AVE

진성리더십

관계적 투명성 0.895 -

0.973 0.900
내재화된 도덕관점 0.889 0.043

균형잡힌 정보처리 0.900 0.046

자아인식 0.895 0.044

발언행동
촉진적 발언행동 0.851 -

0.946 0.897
차단적발 언행동 0.931 0.045

상사신뢰
인지적 신뢰 0.863 -

0.932 0.874
정서적 신뢰 0.883 0.064

팔로워십
독립적·비판적 사고 0.851 -

0.916 0.956
적극적·능동적 행동 0.931 0.057

<표 1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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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변수 간 상관관계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0.60 .49 1 　 　 　 　 　 　 　 　 　

2. 연령 2.05 .78 .194*** 1 　 　 　 　 　 　 　 　

3. 학력 3.15 .53 .012 .355*** 1 　 　 　 　 　 　 　

4. 근속기간 3.34 1.48 .008 .651*** .121 1 　 　 　 　 　 　

5. 업무유형 2.46 1.12 -.133 -.154** .021 -.146** 1 　 　 　 　 　

6. 직렬 1.12 .35 .181 .113 .323*** -.150** .195*** 1 　 　 　 　

7. 직위 2.90 .89 .134** .724*** .460*** .721*** -.114 .142** 1 　 　 　

8. 진성리더십 3.72 .62 .096 .102 .039 .097 -.202*** -.204*** .089 1 　 　

9. 발언행동 3.47 .64 .212*** .236*** .060 .223*** -.185*** -.069 .198*** .573*** 1 　

10. 상사신뢰 3.71 .64 .120 .161** .032 .150** -.191*** -.193*** .107 .843*** .597*** 1

11. 팔로워십 3.54 .54 .141** .231*** .050 .169*** -.174*** -.130** .195*** .644*** .843*** .667***

Note. N=246, *p<0.05, **p<0.01, ***p<0.001(양측)

1. 성별: 더미변수 (1)남성, (0)여성, 2. 연령대: (1)30세 미만, (2)20세 이상∼40세 미만, (3)40세 이상∼50세 미만, (4)50세 이상∼60세 미만, (5)60세 이상, 3. 학력: (1)고졸, (2)전문대졸, (3)대졸,

(4)대학원졸 이상, 4. 근속기간: (1)2년 미만, (2)2년 이상∼3년 미만, (3)3년 이상∼5년 미만, (4)5년 이상∼10년 미만, (5)10년 이상∼20년 미만, (6)20년 이상, 5. 업무유형: (1)기획운영, (2)능력개

발, (3)능력평가, (4)국제인력, (5)기타, 6. 직렬: (1)일반직, (2)출제연구직, (3)기타, 7. 직위 (1)주임, (2)대리, (3)과장/연구원, (4)차장/선임연구원, (5)부장/책임연구원



- 44 -

제4절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주효과

가설과 매개효과 가설 검증이다. 또 다른 하나는 조절효과와 가설과 조

절된 매개효과 가설 검증이다. 먼저 주효과와 매개효과의 가설검증을 위

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 가설 채

택 여부를 확인하였다.

가설1은 진성리더십이 구성원의 발언행동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

라고 예상하였다. 가설2는 진성리더십이 매개변수인 상사신뢰와 정(+)의

관계를 예상하였고, 가설3은 상사신뢰가 구성원의 발언행동과 정(+)의

관계를 예상하였다. 또한, 가설4은 진성리더십과 구성원의 발언행동의 관

계에서 상사신뢰의 매개효과를 예상하였다. 가설 1∼4의 검증결과는 <표

15>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다음의 절차를 통해 확인을 한다. 우선, 가설

1과 같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리고 가설 2와

같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되어야 한다. 마지막

으로 가설 3,4처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관계

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최우재, 2017).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구

성원의 발언행동을 종속변수로 통제변수들을 투입하고 1단계에서의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진성리더십을 투입하였다. 진성리더십을 투입한 1단계

결과를 살펴보면 진성리더십은(β=.540, p<0.001)은 발언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성리더십이 구성원의 발언

행동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가설1은 지지되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상사신뢰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진성리더십과 상사

신뢰의 관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발언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진성리더십과 상사신뢰를 함께 투입하였다. 2단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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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더십(β=.832, p<0.001)은 상사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성리더십이 상사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설정한 가설2는 지지되었다.

3단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상사신뢰(β=.336, p<0.001)는 발언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사신뢰가 발언행

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하였던 가설 3도 지지되었다.

또한, 진성리더십의 β값이 1단계에서 .540(p<0.001) 이었으나 3단계에서

상사신뢰가 개입되면서 .261(p<0.001)로 작아지면서 유의하였고 매개변

수인 상사신뢰와 유의(β=.336, p<0.001)한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사

신뢰는 진성리더십과 구성원 발언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 효

과가 나타났고, 이것으로 상사신뢰가 진성리더십과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변수
1단계

(발언행동)
2단계

(상사신뢰)
3단계

(발언행동)

β t β t β t

성별 .145 2.745** .029 .807 .135 2.621*

연령 .076 1.017 .058 1.147 .056 .773

학력 -.004 -.075 -.025 -.672 .004 .080

근속연수 .121 1.763 .034 .740 .109 1.632

진성리더십 .540 10.566*** .832 24.027*** .261 2.830**

상사신뢰 .336 3.613***

R2/R2adj .385/.372 .718/.712 .417/.402

F 통계량 30.041*** 122.226*** 13.057***

주1) N=246, †p<0.1, *p<0.05, **p<0.01, ***p<0.001(양측)
주2) 1. 성별 :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 연령 : 20대(1), 30대(2), 40대(3), 50대(4), 3. 학력 :

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졸 이상(4), 4.근속연수 : 2년 미만(1), 2∼3년미만
(2), 3∼5년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표 14> 상사신뢰의 매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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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와 6은 팔로워십의 상사신뢰와 발언행동 사이에서의 조절효과

가설 검증 부분이다. 가설 5는 팔로워십이 상사신뢰와 발언행동을 조절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방법

(Muller et al., 2005)을 활용하였다. 가설 5의 검증결과는 <표 16>의 위

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상사신뢰와 팔로워십의 상호작

용이 통계적으로 유의(β = .075, p<0.05)한 것으로 타나났다. 따라서 상

사신뢰와 구성원의 발언행동 사이에서 팔로워십이 조절효과는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가설 5는 지지 되었다.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β t β t β t β t

성별 .193 3.041* .135 2.592* .105 2.992 .094 2.671

연령 .091 1.017 .046 .138 -.060 -1.210 -.062 -1.249

학력 .006 .085 .011 .206 .025 .684 .031 .858

근속연수 .162 1.951 .108 1.581* .118 2.579 .121 2.664

상사신뢰 .557 10.900*** .053 1.161 .054 1.207

팔로워십 .786 17.130*** .766 16.511***

상사신뢰
x팔로워십 .075 2.149*

R2/R2adj .099/.084 .397/.385 .729/.723 .735/.727

F 통계량 6.609*** 31.635*** 107.394*** 94.104*

주1) N=246, †p<0.1, *p<0.05, **p<0.01, ***p<0.001(양측)
주2) 1. 성별 :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 연령 : 20대(1), 30대(2), 40대(3), 50대(4), 3. 학

력 : 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졸 이상(4), 4.근속연수 : 2년 미만(1), 2∼3
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표 15> 팔로워십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상사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경우, 팔로워십이 높은 집

단이 팔로워십이 낮은 집단보다 발언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상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팔로워십이 높은 집단이 낮으

집단보다 발언행동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시

각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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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설6에서는 팔로워십이 높을수록 진성리더십이 상사에 대한 신뢰를

통해 발언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를 사용하였으며, <표 17>은 조절

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랩을 사용해 간접효과를 확인하였

다. 조절변수인 팔로워십의 평균을 중심으로 ±1 SD 값에서 하한값(boot

LLCI)과 상한값(boot ULCI) 사이에 ‘0’의 포함 여부를 검증하였다. 팔로

워십이 M±1 SD인 집단 모두가 하한 값(Boot LLCI)과 상한 값(Boot

ULCI)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가설 6은 기각되었다.

진성리더십
발언행동

Boo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 SD (-0.5350) -.0086 .0630 -.1357 .1102

M .0551 .0611 -.0650 .1750

+1 SD (0.5354) .1187 0.711 -.0169 .2617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진성리더십-상사
신뢰-발언행동

Index Boot SE Boot LLCI Boot ULCI

팔로워십 .1189 .0519 .0219 .2279

Note. boot L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 U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strap sample size=10,000

<표 16> SPSS Process 조절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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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가설 검증결과 요약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 <표 18>과 같다.

구분 가설의 내용 결과

가설1 진성리더십은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진성리더십은 상사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상사신뢰는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상사신뢰는 진성리더십이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5 팔로워십은 상사신뢰와 구성원의 발언행동을 조절할 것이다. 채택

가설6
팔로워십이 높을수록 진성리더십이 상사신뢰를 통해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기각

<표 17>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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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와 시사점

1. 연구결과

본 연구는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미치는 진성리더십의 효과와 진성리더

십의 영향이 상사신뢰를 통해 발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팔로워십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공공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

하여 기존의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정리하고, 그 내용의 결

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개발하여 사용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A공공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280부의 설문응답 중 최종적으로

246부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성리더십은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진정성 있는 리더의 소통을 통해 부하에 긍정적 영향

을 미쳐 구성원의 자발적인 역할 외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진성리더십이 발언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가 재확인 되었

다(Walumbwa et al., 2008; Peterson, et al, 2012; Podsakoff, 2015; 박노

윤, 2014).

둘째, 진성리더십은 상사신뢰에 높은 유의 수준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리더섭은 부하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기대

를 불러 일으켜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도자와 협력하려는 신뢰 수준과

의지를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Avolio, et al., 2004).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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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 대해 높은 신뢰를 하는 부하는 상사의 리더십 발휘하는 방향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헌신하게 될 가능성이 크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임대성·정형일, 2015).

셋째, 상사신뢰가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성원들은 리더들이 자신들과 높은 수준의 신뢰관계는 구

성원의 선제적 행동을 이끌어 더 나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의도된 행동

으로서의 발언행동을 한다(LePine & Van Dyne, 1998)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조직구성원의 상사에 대한 신뢰는 구성원이 발언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진성리더십은 구성원의 발언행동과의 관계에서 상사신뢰의 매개

효과를 통하여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상사신

뢰를 매개변수로 추가로 투입한 모형에서도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이 종

속변수인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상사

신뢰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것은 진성리더십이

상사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사신뢰를 통해서 구성

원의 발언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성리

더십은 상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이것은 통해 구성원의 발언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하들은 리더를 신뢰하므로써 기존의

관행 또는 제도에 도전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발언행동이 나타난다고 보

았다.

다섯째, 상사에 대한 신뢰는 조직구성원의 발언행동과의 관계에서 팔

로워십의 조절효과를 통하여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상사신뢰가 조직구성원의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팔로워십이 낮

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더 높고 급격하게 향상되었다. 상사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여 더 많은 발

언행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팔로워십과 상사신뢰는 진성리더십과 발언행동의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가 없었다.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개별적으로 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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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 다른 값이 나온 것으로 기존처럼 각각 실시한 결과를 조절된 매개

효과까지 추단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이윤형

등, 2016; Hayes, 2013).

2.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진성리더십이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증명하였으며, 이들 관계에서 상사신뢰의 매개효과와

팔로워십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이것을 통해 진성리더십이 상사에

대한 믿음을 통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직의 발전을 위한 자발적 역할

외 행동인 발언행동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팔로워십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것

을 바탕으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1. 이론적 시사점

진성리더십이 부하들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진성리더십은 리더의 구체적인 행

동 또는 발언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자아인식과 구성원과의 투명한 관계 형성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하들

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A공공기관 직원들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민간기업과 달리 성과에 대한 측정이 어려운 공공기

관에서 진성리더십이 부하들의 자발적인 반응행동인 발언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진성리더십의 효과성이 다양한 조직형태

의 기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공공기관 내 발언행동의 증대를 위해서는 진성리더십의 발휘가 필

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진성리더십이 부하의 행동과의 영향관계에서 상사신뢰를 매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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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진성리더십이 부하의 발언행동 간접적 효과를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는 구성원은 상사에 대한 신뢰가 구성원 자신의

발언행동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구성원들

은 상사를 신뢰할 때, 리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구성원의 리더

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가 생길 경우 부하는 리더가 원하는 행위를 보이

게 됨을 알 수 있다(Bartram & Casimir, 2007). 즉, 리더가 자신의 내면

적 도덕적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강점 및 약점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정보를 구

성원와 공유하는 진성리더십 발휘를 통해 구성원의 상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된다. 나아가 구성원이 상사를 신뢰함으로써 발언행동을 하게 된

다는 것이다.

조직유효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묵과한 팔로워십 특성의 역할의

중요성 또한 확인하였다. 상사에 대한 신뢰가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으나(Adler et al.,

2006) 리더에 대한 신뢰가 직원의 발언행동을 촉진한다는 것을 검증하였

는데, 공공기관 내에서 팔로워십의 적극적․능동적 참여 특성이 구성원

의 발언행동 증대를 위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며 상사신뢰의 발언행동에

대한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팔로워십 특성의 조절효과의 확인을 통해 팔로워십 특성

의 역할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상사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구성원일수록 발언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무비판적으

로 생각하고,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구성원은 상사신뢰로 인해 증가하는

발언행동 수준이 팔로워십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효과를 보였다. 특히,

상사신뢰가 낮은 상태에서는 팔로워십이 높은 집단이나 낮은 집단 모두

발언행동이 낮은 상태였으나, 상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팔로워십

이 높은 집단의 경우 발언행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반면 팔로워십이 낮은 집단은 상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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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행동이 증가하는 것이 크지 않았다. 이것은 구성원이 비판적으로 생

각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구성원의 발언행

동이 향상될 수 있으며, 이는 조직유효성을 높여 기업이 성과를 달성하

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내었다.

2.2. 실무적 시사점

이론적 시사점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가진다.

먼저 공공기관에서 리더의 진정성이 발언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

을 확인함으로써 공공기관 조직관리자인 리더의 행동적 기준으로써 진정

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대 공공기관은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

응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향상 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 내․외적인 환경에 능동적으

로 대응하고, 조직의 발전과 효과성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조직 구성

원의 적극적 참여활동이며, 발언행동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리더의 내재화된 도덕관점, 자아인식, 리더의

투명성은 조직 구성원의 발언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인사관리 측면에서 선발 및 교육을 통하여 리더들로 하여금 투명성을 유

지하고, 내재화된 도덕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팔로워십이 상사신뢰에 의한 구성원의 발언행동을

조절한다는 결과로 보아 공공조직 내 팔로워의 교육 및 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 할 수 있다. 최근 공공조직은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고객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위해 팔로워에게

자기주도 결정력, 능동성을 요구하고 있는 공공조직에서는 구성원이 팔

로워십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구성원들이 비판적인 사

고를 하고, 능동적으로 행동 할 수 있게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학력, 직급, 연령, 근속기간 등의 통제변수를 통해 진성리더십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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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간 영향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차이점을 발견

하지 못했다. 특히, 근속연수에 따라 발언행동의 영향력이 차이가 날 것

으로 예상되었으나,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것은 진정성 있

는 리더에 대한 영향은 리더 자체의 특성이 중요한 것이지, 구성원 개인

적 특성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진성리더십이 구성원의 발언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조직에서의 구성원의 팔로워십에 따른 변화 역시 검증함

으로써 진성리더십의 연구의 이론적 확장 및 구성원의 조직내에서의 역

할 외 행동 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하여 실무적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진정성 있는 리더가 조직 구성원의

상사에 대한 신뢰와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

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진성리더십이 조직원의 성장과 경쟁우위 확

보를 담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2절 연구결과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특정 공공기

관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설문을 통해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므

로 모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해석상의 한계가 있다.

이는 일반화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므로, 특정한 공공기관의 구성원

으로 표본을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 기업에도 적용

하고 표본의 확대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일반화가 가능한 영향관

계의 검증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자기보고식 설문

응답으로, 리더십에 대한 응답을 구성원이 인지한 상태에서 측정하여 동

일방법편의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각 변수에 대한 측정대상을 달리

적용하여 각각 측정하고 그 응답을 활용하거나 자기보고 및 동료보고를

병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응답자를 다르게 하는 등 방법론적 문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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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많은 학자들에 의해 검증된 설문 문항(진성리더십, Walumbwa

et al, 2008; 발언행동, Liang et al, 2012; 상사신뢰, Yang &

Mossholder, 2010; 팔로워십, Kelley, 1992)을 사용하였음에도 각 요인

별 하위요인들이 선행연구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의 설문 문항을 번역하여 활용하였기에 어감 등의 차이

가 나타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의 정서에 맞도록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하위요인별 영향관계

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진성리더십의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진성

리더십은 자기인식, 자기규제, 관계적 투명성, 균형잡힌 정보처리와 같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Gardner et al., 2005).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하위요인에 대한 차별적인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연구

들을 보면, 진성리더십을 여러 속성을 포함하는 상위 구성개념으로 개념

화하고 이에 따라 측정하여 종속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들(박노

윤 2014; 정예지ㆍ김문주, 2013; 최우재ㆍ조윤형, 2013)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 역시 기존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진성리더십을 개념화하였으나,

진성리더십 이론가들 간에도 진성리더십의 정의와 구성개념 간에는 통일

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진성리더십의 개념을 확고히 하

려는 노력은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진성리더십의 하위 요인들의 차별

적인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에서 팔로워십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조절된 매

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 연

구에서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으로 설문대상 변경하거나, 다른 조

절변수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다른 관점에서 검증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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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uthentic Leadership on

Voice Behavior in A Public Institution:
The Mediating Effect of Trust in Leaders and

Moderating Effect of Followersip

Heo, Yo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authentic leadership on the voice

behavior of organizational member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rust

in leader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followership on this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mediated effects were examined by

considering the process and situation in which true leadership leads

to vocie behavior. Through this, I tried to find out how the authentic

leadership leads the members to do voice behavior.

In Korea, empirical research on authentic leadership in the public

sector is still lac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authentic leadership in public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uthentic leadership on the voice behavior for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through change, suspension, opposition, criticism, and

support for the functional aspects of the organization.

To this end, a total of 32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public

employees in public A, and 246 responses were used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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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ypothesis test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uthentic leader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voice behavior.

Second, trust in leaders had a positive effect on employees' voice

behavior. Third, trust in leaders was analyzed to partially mediate the

effect of authentic leadership on trust to boss. Fourth, followership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strengthening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leaders and employees’ vocie behavior.

Members with higher followership was more likely to speak in an

environment with high business confidence. Fifth, it was foun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trust in leaders that was controlled by

followership was not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entic

leadership and member's voic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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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설문지는 상사 리더십과 조직원의 발언
행동을 분석하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비밀
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작성 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각 질문들은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설문지 예제
  아래의 예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항예제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구는 
둥글다. ① ② ③ ④ ⑤

위의 문항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①에, 완전히 동의하면 ⑤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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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

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리더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명확히 
전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리더는 자기 실수를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리더는 관련 당사자  모두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리더는 말하기 불편한 진실도 나에게 
솔직히 말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리더는 그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리더는 신념과 행동이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리더는 자신의 핵심 가치관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린다.5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리더는 나의 핵심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는 입장을 선택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리더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리더는 자신과 다른 의견도 융통성 
있게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리더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리더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리더는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리더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리더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재고해야 할 시점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리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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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 해주

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상사가 자기 책임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맡은 과업을 최대로 하기 위해 나의 상사에게 
의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상사는 관여하는 일을 끝까지 관철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상사의 업적을 보면 그의 능력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상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신뢰가 간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상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나의 개인적 욕구에 
대해 늘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상사에게 털어놓으면 관심을 
가지고 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상사와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느낀 바를 나의 상사와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상사는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안심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

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개인적 목표와 조직의 핵심 목표는 부합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양질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와 
조직에 헌신하며 그를 통해 힘을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업무에 있어서 나의 열의는 동료들에게 확산되고 
그들에게 에너지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조직과 상사에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업무활
동에 필요한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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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나는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때 조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신속히 성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상사는 내 업무 수행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업
무를 나에게 맡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주어진 역할에 그치지 않고 주어진 일 외에다른 업
무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공헌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에게 이로운 점이 없더라도 동료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상사의 요구와 목표를 이해하고 그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제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상사의 도움을 바라기 보다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나에 대한 평가를 회피하지 않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단순히 지시받은 대로 수행하기보다는 상사의 결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상사가 나의 의견과 반대되는 지시를 할 경우 수용하
기보다는 거절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상사나 조직의 기준보다는 나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업
무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상사나 조직의 의견과 갈등이 
예상되더라도 나의 견해를 피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일하는 것은 나의 사회적 목표나 개인적 꿈을 이루
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상사나 조직이 어떤 사항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단순히 상사의 지시를 기다리기보다는 조직의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활동을 찾아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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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다음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 해주시기 바

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부서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설적인 
발언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부서의 의견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적인 제안들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부서의 업무 절차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적극적으로 부서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과제를 
제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자신이 곤란한 입장에 처하더라도, 부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지라도, 부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발언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다른 동료
들에게 조언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실망스러운 의견이 있더라도 부서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업무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보고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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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다음 문항은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

십시오.

귀한 시간 내시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번호 질문내용 응 답 내 용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30세 미만     ② 30세 이상~40세 미만   ③ 40세 이상~50세 미만 
④ 50세 이상~60세 미만         ⑤ 60세 이상 

3 학력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4 근속연수
① 2년 미만   ② 2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10년 미만  ⑤ 10년 이상~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5 업무 유형
① 기획운영(감사포함)   ② 능력개발(숙련기술포함)     
③ 능력평가(NCS포함)   ④ 국제인력         ⑤ 기 타 

6 직위
① 사원/주임(6급)     ② 대리(5급)      ③ 과장/연구원(4급)      
④ 차장/선임연구원(3급)          ⑤ 부장/책임연구원(2급 이상)

7 부서 규모
(     명)
*부장을 제외한 부원 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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