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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이 주축인 장묘산업의 구성원인 공원묘원과 납골당

조직구성원간의 인사조직에서 리더-구성원 교환 관계(Leader-Member

Exchange; LMX)와 LMX차별화(Leader-Member exchange Differentiation)의

상호작용 효과가 장묘산업 조직구성원간 직무열의(Job Engagement)와 직무수

행(Job Performance)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데서 시작하였다.

LMX는 리더와 구성원간의 교환관계를 의미하며, LMX차별화는 리더가 집단

의 구성원들과 차별적인 교환관계를 가지는 수준을 나타낸다. 직무열의는 일

로부터 발생하는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마음상태를 나타내며, 직무수행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되는 행동을 나타낸다.

LMX와 LMX차별화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LMX차별화

가 클수록 LMX가 낮은 직원들의 수행이 증가하며, 직무열의에 대한 LMX와

LMX차별화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LMX차별화가 클수록 LMX

가 높은 직원들의 직무열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LMX 질

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LMX차별화가 클수록 직무수행은 증가하고 직무열의

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대해, 본 연구는 장묘산업 조직구성원간 LMX

와 직무열의, 직무수행에서 LMX 차별화를 조절변수로 정(+)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열의에 대하여 LMX는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수행

에 대하여도 LMX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조절변수인 LMX차별화가

클수록 LMX가 높은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열의와 직무수행이 함께 증가한 것

으로 보였다. 이는 직무수행에 대한 LMX와 LMX 차별화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들을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LMX, LMX차별화, 직무열의,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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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을 떠나 어린이집 등을 다니며 시작되는 사회

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고, 이 관계는 한 개인의 삶 그

리고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기

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전에 연구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48.2%가 업

무 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요인으로 ‘사람 상대’를 응답, 직장인 둘 중 한 명

은 직장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로부터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였

고, ‘인간관계’가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제1요인으로 오를 정도로 직장인들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가장 말단인 사원급은 ‘사람 관계’에 대한 스

트레스가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데일리, 2015. 5. 15). 이처럼 조직에

서 조직구성원은 다양한 사회적 교환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가운데 리더와의

교환관계 수준에 대한 지각은 구성원의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Uhl-Bien & Maslyn, 2003; 오원경, 김민수, 2012 재인용). 일반적으로 리더

와 구성원의 교환관계는 조직에서 중요한 의미를 보인다.

연구자가 가업으로 이어오는 재단법인 울산공원묘원은 1976년 설립 이래

로 울산 시민을 위한 추모안식처로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시 한복판에 위치한

묘지공원이다. 장묘산업의 최정점에 위치한 이 사업은 특수한 관계로 인한 공

익적 성격으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주고 안식처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2대를 거치고, 3대로

오는 지난 40여년 간 직무를 보던 많은 임직원들의 근무태만과 횡령 및 배임

등을 말단사원으로 입사한 2005년부터 목격하며 정체된 조직에 대한 회의와

동시에 다시금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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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따라서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진학하여 지난 3년간 조직과 그 구

성원에 대한 조직론을 학습하고, 이에 발전되는 많은 기업의 사례와 연구들에

서 조직구성원인 책임자와 조직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 주제로 한다. 특

히, 대한민국의 많은 공원묘원들이 1970년대 근대국가를 표방하던 개발시대부

터 탄생하였기에 연구자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지 궁금하였고,

부산·울산·경상남도지회에 소속된 공원묘원 이사장님들도 세대 교체 시기에

고민하던 내용과 같아서 연구 대상을 정체되고 낙후된 장묘산업으로 한다.

본 연구에 리더-구성원 교환 관계(Leader-Member Exchange; LMX)는

조직의 책임자 혹은 관리자인 리더와 조직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 사이

에서 시간에 걸쳐 발전한 일대일 상호 교환관계를 의미(Dansereau, Graen, &

Haga, 1975)하는 개념이며, LMX 질이 높은 구성원은 직무수행이 더 좋고, 높

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보이기에(Gerstner& Day, 1997) LMX는 조직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효과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LMX 개념은 조직의 리더와 조직구성원의 관계를 일대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조직에서 형성되는 일대다수(리더와 다수의 구성원)의 관계를 반

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실제 조직에서는 조직구성원들 간 리더와 다양

한 수준의 LMX 관계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의 LMX 수

준과 집단 내 다른 조직구성원들이 형성하고 있는 리더와 어떠한 교환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Boies & Howell, 2006; Henderson,

Liden, Glibkowski, & Chaudhry, 2009; 이기현, 정명호, 2010 재인용). 여기에

리더가 팀 내 구성원들과 차별적으로 교환관계를 가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

념이 논의되고, 따라서 이 개념은 ‘LMX차별화(Leader-Member exchange

Differentiation)’라는 용어로 정의된다(Henderson 등, 2009). 이를 일반적으로

구체화하면, 리더가 구성원들과 다양한 수준의 교환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LMX차별화가 높은 집단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리더가 집단 구성원들과 유사

한 수준의 교환관계를 공유한다는 것은 LMX차별화가 낮은 집단임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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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iao, Liu, & Loi, 2010).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LMX차별화에 대한 연구가 확발히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연구하던 이들은 LMX차별화만으로는 조직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영

향을 주지 못하는 대신 LMX차별화가 LMX와 더불어 상호작용하면 구성원에

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Harris 등, 2013). 이에 따라 최근에

는 LMX와 LMX차별화의 상호작용 연구를 통해 실제 조직에서 집단의 특성

을 반영한 조직 집단 내에서의 리더와 구성원 간의 차별적인 관계에 대해 접

근하고 있다(예: Liden, Erdogan, Wayne, & Sparrowe, 2006; Ma & Qu,

2010; Harris, Li, & Kirkman, 2013).

좋은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구성원들 각자가 맡은 업무인 직무에 높은 열

의를 보이며 직무를 수행한다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그렇기에 LMX와 LMX차

별화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조직구성원들이 수행할 직무에 대한 열의 등의 태

도를 연구한다.

직무열의(job engagement)란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서 수행할 자신의 역

할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직무열의가 높은 상태

에 있는 구성원들은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을 인지적, 감정적, 육

체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Khan, 1990). 이는 개인수준의 심리

상태에 중점을 두어 개인의 직무경험이 어떻게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며, 조

직 구성원이 직무 성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직무 역할에 완전히 몰

입할 때 높은 직무열의의 심리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직무수행(job performance)이란 조직 구성원들이 직장에 있는 동안 조직

의 목적에 기여하는 행동이다(Campbell, 1990). 이 정의는 직무수행하는 행동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더불어 직무수행이란 과제수

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동만으로 제한하지는 않다라는 것으로 보인다. 직

무수행의 차원 구분을 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직무수행은 과제수행만으로도

제한되지 않으며, 크게 역할내행동(in-role performance)과 역할외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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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role performance)으로 구분된다(Katz, 1964). 역할내행동은 직무기술서

(job description)에 제시된 과업수행을 의미하며, 역할외행동은 직무기술서에

제시되지 않는 과업수행을 의미한다. 연구자에 따라 역할내행동을 과업수행,

역할외행동을 맥락수행으로 구분한다(Borman & Motowidlo, 1997).

본 연구는 LMX 질과 LMX 차별화의 상호작용이 직무열의(Job

Engagement)와 직무수행(Job Performance)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원인으로

제안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LMX 질, LMX차별화에 대하여 조직의 조직구

성원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LMX 질과 LMX차별화 상호작

용 효과를 통하여 세대교체를 겪는 장묘산업 전반에 대하여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열의를 통하여 직무수행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경영에 도움이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 방향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첫째,

LMX와 LMX차별화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하여 조직구성원에 미치는 직무열

의와 직무수행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LMX와 LMX차별화의 상호

작용 효과를 통한 직무열의와 직무수행으로 바라 본 장묘산업 전반에 대한 연

구 결과를 취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묘산업의 정점인 재단법인

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인 공원묘원기업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LMX, LMX차별화, 직무열의, 직무수행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정체된 산업으로 보이는 장묘산업으

로 하고 특히 연구자가 소속된 사단법인 전국공원묘원협회를 통하여 전국에

산재된 691군데의 공원묘지 가운데 현재 매장 가능한 115군데의 묘지공원으로

등록된 재단법인인 공원묘원으로 한다(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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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3). 특히, 활성화된 공원묘원을 위주로 전국공원묘원협회에 추천된

공원묘원과 납골당을 대상으로 표본을 넓히기 위하여 서울·경기 권역 5개, 부

산·울산·경상남도 15개, 대구·경북 2개, 대전·충청남도 2개, 강원도 1개 등의

총 25군데의 공원묘원을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정하기로 한다. 이에 본 연

구의 목적에 부합된 장묘산업인 공원묘원기업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LMX, LMX차별화, 직무열의, 직무수행의 관계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본 연

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25개의 공원묘원 기업을 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200부의 설문지를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설문지를 통한 자료의 수집은 직접방문과 우편으로만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조직과 조직구성원 간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

으로 가설을 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취합된 내용을

토대로 가설을 보완하고 표본을 통한 수집된 자료의 특성과 분석을 하고자 하

며, 측정항목에 대하여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으로 가설검증을 실시하고자 한

다.

본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으로 총 5장으로 구성하고

자 한다.

제1장은 본 연구의 서론 부분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된 이유인 연구 필요

성과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내용인 연구목적, 그리고 본 연구를 수행하

려는 연구의 범위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연구방법을 언급하고

자 한다.

제2장은 연구의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본 연구에 포함되는 모든

변인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다. 우선 연구의 독립변수인 LMX의 개

념, 이론, 연구흐름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연구에 투입되는 조절변수인 LMX차

별화의 개념과 연구흐름을 살펴보며, 종속변수인 직무열의와 직무수행의 개념

과 연구흐름을 고찰한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수행하게 될 변수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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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가설을 도출을 위한 근거를 확인한다.

제3장은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가설을 설정하는 연구 설계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량적 방법을 활용한 실증연구 수행이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연구대상, 연구모형 등 본 연구수행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설계하기로 한다. 이

를 통하여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또한 연구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변수의 조

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방법 등을 설명하고, 설문지의 구성을 보여주기로 한다.

제4장은 개념에서 보이는 문헌고찰과 이를 통해 형성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다. 연구 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빈도분석을 통해 실행한다. 본 연

구에 활용된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한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수행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상관관계, 가설의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과 조절회귀분석을 수행한다.

제5장은 연구의 결론부분이며 본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연구를 통한 시사

점을 보여주며,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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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리더-구성원 교환 관계

평균적 리더십 유형(Average Leadership Style; ALS)은 LMX이론 이전에

기존 리더십 이론으로써 리더십이 모든 조직구성원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작용

한다고 보았다(Graen, 1976). 기존 리더십 연구는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구성

원들에 대하여 리더십의 유형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리더

십의 효과는 조직구성원 각각에 따라 다르게 지각된다는 주장(Dansereau 등,

1975; Liden & Graen, 1980)이 리더의 특성, 리더의 유형 등과 함께 제기되었

고, 이러한 관점에서 리더와 조직구성원의 일대일 관계를 초점으로 LMX이론

이 등장하였다.

LMX란 리더와 조직구성원의 일대일 상호 교환관계를 의미(Dansereau

등, 1975)하는데, LMX이론은 작업 단위 내인 조직에서 리더와 조직구성원 간

에 다른 유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는 중요한 전제로, 이런 관계가 리더

와 조직구성원 간에서 신체적/정신적 노력, 물질적 자원, 정보, 정서적 지지가

교환되는 것으로 특징을 짓는다. Dansereau 등(1975)이 제안한 초기 LMX이

론에서는 리더와 조직구성원 간 교환관계의 질에 따라 집단 내 구성원들을 내

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한다. 내집단이란 리더와 높은 교환관계의 질을 가지

는 조직의 구성원들로, 리더의 신뢰를 받는 조직구성원들을 나타내는데, 이들

은 수행이 뛰어나고, 더 많은 업무를 맡으려 하며, 리더와의 관계까지도 좋다.

이에 내집단 조직구성원들은 리더에게서 더 많은 정보와 자율권을 부여받게

된다. 반대로 외집단은 리더와의 관계에서 형식적으로만 관계를 맺으려 하는

조직구성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업무를 잘 하지 못하고, 많은 업무를 맡으

려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리더는 외집단 조직구성원들에게 공식적 보상인 급



- 8 -

역할획득

(role taking)

경제적

이익
리더-구성원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경제적 이익

역할발전

(role 

development)

신뢰
구성원의 리더와 조직 위해 더 많은 추가적 노력을 

기울이려는 신뢰의식

충성
리더-구성원 간 조직을 위해 맺어진 상호 유대감과 

리더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

존경 리더의 전문지식과 능력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여만을 제공하고, 조직구성원 역시 형식상의 공식적 역할만을 수행하려 한다.

이런 조직구성원 가운데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한 초기 LMX이론은

점차적으로 리더와 조직구성원들의 관계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발전되

는지에 관심을 두며,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을 엄격히 하지 않는다. 리더와

조직구성원의 교환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연구자들은 역할이론(role

theory)과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을 기반으로 상당부분 설

명한다.

역할이론에서는 역할의 형성을 통해 LMX를 형성과정을 통해 설명하려

한다(Dansereau 등, 1975). 리더는 역할획득(role taking) 단계에 조직구성원의

작업 동기와 잠재적 능력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구성원에게 어떤 역할

을 부여할지 판단하려는데, 이 단계에서 리더와 조직구성원은 경제적 이익으

로 교환한다. 두 번째 단계는 역할발전(role development) 단계이며, 이 단계

는 역할 형성 단계에서 정보를 얻어서 리더와 조직구성원 간의 관계를 강화한

다. 리더가 조직구성원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조직구성원이 업무를 잘 수행하

면서 이 관계는 향상되어 진다. 이 단계에서 리더와 조직구성원은 경제적 이

익과 더불어 서로 간을 위한 신뢰, 충성, 존경을 교환하게 된다(Graen &

Cashman, 1975). 마지막 단계는 몰입(commitment) 혹은 역할 규칙화(role

routinization) 단계로써, 리더와 조직구성원은 서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지각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표 1>과 같이 표로 정리한다.

<표 1> LMX 하위차원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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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X이론에 사회교환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한 Liden과 Graen(1980)은 모

든 교환관계는 경제적 교환과 사회적 교환으로 구분된다고 전제한다. 경제적

교환은 이익과 손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환이며, 사회적 교환은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상호 간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환이다. 여기서

리더와 조직구성원 간의 교환관계는 3단계를 통하여 발전된다고 보며, 첫 번

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갈수록 리더와 조직구성원은 서로를 신뢰하

고 존경하게 되기에 경제적 교환 보다는 신뢰가 이루어진 사회적 교환을 하게

된다.

외집단과 내집단 구분을 바탕에 둔 LMX 초기이론부터 어떻게 리더와 조

직구성원 간의 교환관계가 발전하는가에 대한 이론까지 종합하면, 어느 부분

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리더와 조직구성원 간의 상호관계가 모든 조직구성

원에게 동일하지 않다라는 설명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동

일하게 제시되며, 집단 내 조직구성원 개개인은 리더와 다른 수준의 LMX 관

계를 형성하게 되기에 LMX의 중심이 된 전제로써 나중에 제시되는 LMX차

별화의 중심 개념으로도 제시된다.

구성원의 능력은 LMX를 예측하는 선행변인이다. 리더와 조직구성원 간의

교환관계는 리더가 조직구성원을 유능하다고 인식 하는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제안한 Graen(1976)은 리더와 조직구성원이 처음 만날 때, 리더는 이들의 능

력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이기에 리더는 조직구성원에게 업무를 부과

하며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알게 된다. 조직구성원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수록 리더는 그 조직구성원이 유능하다고 느끼고, 리더와 조직구성원은 긍

정적인 교환관계로 발전한다.

LMX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리더와 조직구성원 사이에서

유사성 지각과 대인 매력 수준이 있다(Liden, Wayne, & Stilwell, 1993). 이

연구에 따르면, 리더와 부하의 가치 및 태도가 유사할수록 리더와 조직구성원

사이의 교환관계 질이 높아지며, 서로 간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면 교환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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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높다.

또한, LMX는 리더와 조직구성원의 성격적 측면 또한 영향을 미치는데,

Nahrgang, Morgeson과 Ilies(2009)의 연구에서 보여지듯이 리더와 부하 모두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일 때 더 우호적인 LMX로 발전시킨다고 발견하였

고, 이는 초기단계에만 적용되는데, 리더와 구성원의 성격적 측면은 팀이 새로

형성될 때 적용된다.

리더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상사와 가진 교환관계 역시 부하직원과 가지

는 교환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Cashman, Dansereau, Graen, & Haga,

1976), 리더의 상향적 교환관계인 상사와의 LMX가 좋은 경우로써, 리더는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하고, 이에 부하 직원이 원하는 변화가 수용되게 할 수 있기

에 상향적 교환관계가 좋은 상사와의 LMX가 좋은 리더는 상향적 교환관계가

좋지 않은 LMX가 좋지 않은 리더에 비해 부하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

이 많아서 더 높은 하향적 교환관계로 부하직원과의 LMX를 형성한다.

이와 더불어 리더와 조직구성원의 교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변인

으로는 작업 집단의 구성과 리더의 권력, 조직의 정책 그리고 조직문화, 과업

적 특성등이 제시된다(Dienesch & Liden, 1986).

LMX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변인에 대한 연구 대부분은 조직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변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LMX로 결론내렸다(예: Ilies,

Nahrgang, & Morgeson, 2007; Schriesheim, Castro, & Cogliser, 1999; Liden,

Sparrowe, & Wayne, 1997). 이런 연구들은 리더와의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LMX를 가지는 조직구성원일수록 더 높은 직무만족의 상태에서, 더 많이 조직

몰입의 상태로, 열의를 보여 더 좋은 직무에 대한 수행을 보인다고 결론내린

다.

Gerstner와 Day(1997)는 리더-구성원 교환 관계의 효과에 대해 79개의 연

구를 통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LMX는 직무수행과 직무만족 그

리고 조직몰입에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으며, 이직과 역할 스트레스 요인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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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

(평균적 리더십 유형, 

Average Leadership 

Style)

초기 LMX : 리더는 조직 내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영향력 행사 구성원도 동일하게 받아들인다고 가정

리더와 구성원 개개인의 1:1 관계 적절히 반역 못하여 

VDL 이론으로 수정, 보완

VDL

(수직적 쌍대, Vertical 

Dyad Linkage)

리더-구성원 관계를 집단적 관계 아닌, 개별 수직적 쌍

대 관계로 봄

구성원의 욕구, 능력, 공헌도 등을 상대적으로 비교, 내

집단, 외집단으로 구분

내집단 : 후원적 및 지원적 행동, 기회부여, 지원제공, 

혜택, 보상

외집단 : 최소한의 관심, 배려 각기 다른 영향력 행사

LMX

(Leader-Members 

Exchange)

내집단, 외집단 차이 초점, VDL확장

리더-구성원 관계 질, 조직 성과와의 연관관계 초점

리더-구성원 관계 질 높을수록 직무 관련 상호 존중 정

도 높음

교환관계 신뢰 높음, 구성원 헌신에 대한 리더 보상, 지

원 확고

▶ LMX수준 높을수록 직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

고 이로 인해 조직 효율성 높아짐

은 결과물에 부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LMX이론은 유용한 면이 많은 이론으로 이론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에 모

두 유용하다(Jex & Britt, 2008). 이론적 관점으로는 다른 이론에 비해 리더십

을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며, 리더가 집단 조직구성원과의 긍정적인

교환관계를 만드는 것이 조직에 이득이 되기에, 조직이 교환관계를 관리하도

록 장려한다는 점에서 실용적 관점에서도 유용하게 보인다.

<표 2> LMX 발전단계

하지만 LMX이론의 기존 리더십 이론에 비해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

였다는 부분은 더욱 연구되어 보완해야 할 것인데, 실제 집단에서 형성되는

리더와 조직구성원 간의 관계는 일대일 관계가 아닌 일대 다수의 관계로 구성

되기에 LMX 이론이 바탕을 이루는 리더와 조직구성원 간의 일대일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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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실제 집단에서 반영하기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

는 작업 단위의 90%가 LMX 관계에 관해 차별화되며, 오직 10%정도만이 리

더와 모든 부하직원 간 유사한 LMX 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한다(Dansereau

등, 1975; Graen & Cashman, 1975; Liden & Graen, 1980). 따라서, 실제 집단

속에 리더는 각 조직구성원의 다양한 수준으로 구성된 교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며, 이로 인하여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의 LMX 수준과 집단 내 다른

조직구성원의 LMX 수준에도 영향을 받기도 한다(Boies & Howell, 2006;

Henderson 등, 2008; 이기현, 정명호, 2010 재인용). 여기에 실제 집단의 특성

을 반영한 LMX연구 일환으로 연구자들은 리더가 팀 내 조직구성원들과 얼마

나 차별적인 교환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는 ‘LMX차

별화(Leader-Member exchange Differentiation)’라는 이름으로 정의된다

(Henderson 등, 2009).

2. LMX차별화

LMX이론은 리더가 과업 집단 내 조직구성원들과 차별적인 교환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인데(Dansereau 등, 1975), 이런 LMX 개념에 연구자들은

LMX가 가지는 일대일 관계의 특성으로는 LMX의 주요 관심인 차별적 교환

관계 설명에 한계로 작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표 3>과 LMX의 강점과

한계점을 표로 나타내어 본다. 이와 같이 나타난 집단 내 차별적인 교환관계

를 연구하였고, 이는 LMX 변산성(LMX variability), 차별적인 상사-부하 관

계(differential superior-subordinate relation), 차별적인 LMX(differentiated

LMX), LMX 차별화(LMX differentiation)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연구된다

(예:Erdogan & Bauer, 2010; Henderson 등, 2009; Hooper & Martin, 2008;

Sias & Jablin, 1995). 이 개념에 대해 Henderson 등(2009)은 ‘L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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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한계점

오늘날 조직 상황 가장 잘 반영하는 

리더십 이론, 실무적 차원에서 높은 

설득력

리더는 효과성 제고 위해 가능한 많은 구

성원들과 내집단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기본 가정이 공정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

본 가치 역행

리더-구성원의 짝관계를 리더십 과정

의 중심부에 놓고 있는 유일한 이론

다양한 형평성 이슈를 다루지 않고 표면적

으로 드러나는 몇몇의 현상만으로 내집단

의 중요성 강조하는 것은 과학적 연구로서 

신뢰성 저하

리더-구성원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신

뢰관계 구축 강조하는 처방적 이론

내집단이 되기 위한 구체적 전략 제시 못

하고 양질의 리더-구성원 교환관계가 만들

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직의 리더십개발훈련

에 적용하기에는 미흡실증 연구 통해 리더십과 조직의 효

과성 입증

Differentiation’로 표현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하는 리뷰논문을 발표

하기도 한다. 국내 연구에서는 ‘LMX differentiation’을 ‘LMX차별화’로 번안하

여 사용(오원경, 김민수, 2012; 이기현, 정명호, 2010; 이은혜, 김민수, 2010)하

고, 이에 본 연구에서도 집단 내 차별적 교환수준의 의미로 LMX차별화(LMX

differentiation)를 사용한다.

<표 3> LMX의 강점과 한계점

LMX차별화로 리더가 팀 내 조직구성원과 차별적으로 교환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Liao 등(2010)은 정의하였다. LMX차별화가

높으면 리더와 조직구성원 간에 다양한 수준의 교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LMX차별화가 낮으면 리더와 조직구성원 사이에 유사한 수준의 교환관계를

형성한다.

대부분의 연구는 LMX차별화 측정 방법에 각 집단에 대한 조직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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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LMX 점수의 편차점수(분산)를 구하여 집단 변인으로 나타내며(예.,

Erdogan & Bauer, 2010; Henderson 등, 2008; Liden 등, 2006), 집단 내 LMX

의 편차점수가 클수록 그 집단은 리더와 조직구성원 사이에 다양한 수준으로

교환관계가 형성된다고 본다. Hooper와 Martin(2008)은 개인 수준의 변인 연

구를 조직구성원이 인식하는 LMX차별화로 측정한다.

비교적 최근에 LMX차별화에 대한 경험연구는 이루어지고 있기에 연구

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기존 연구를 정리한 Henderson과 동료들(Henderson

등, 2009)은 LMX차별화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에 대한 자신의 제언

(proposition)을 추가하였지만, LMX차별화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미비한

수준이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비교적 최근에 LMX차별화에 대한 경험연구가 이

루어졌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LMX차별화의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진행된 현재까

지의 연구는 이기현과 정명호(2010)의 연구가 대표적인 연구이지만 국내의 연

구는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기현과 정명호(2010)는 두 가지 관점으로 집단 내 LMX차별화의 선행변

인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들은 LMX가 형성될 때 조직구성원에 대한 리더의

인식과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되어진다(Liden 등, 1997)는 관점에서, LMX 차

별화의 선행변인으로 리더와 조직구성원 사이의 유사성과 집단 조직구성원들

의 업무능력과 성과의 차이 정도가 작용한다고 본다. 따라서, 리더를 집단에

배태된(embedded) 개인으로 보는 관점(Graen & Uhl-Bien, 1995; Oh,

Labianca, & Chung, 2006)을 바탕으로, 리더가 속한 집단의 특성에 따라 리더

십이 달라지므로 LMX차별화에 집단의 특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분석

한 결과에 따라, 리더와 집단 조직구성원 사이의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대

한 유사성과 집단 구성원들의 업무 능력 및 성과 그리고 집단 응집성이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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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X차별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보았을 때, Hooper와

Martin(2008)의 연구를 제외한 대다수의 연구에서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LMX차별화가 조직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연구자들은 본다(Harris 등, 2013).

LMX차별화의 직접적인 효과가 검증된 Hooper와 Martin(2008)의 연구는

LMX차별화가 팀의 관계에서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반응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다. 그들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지각된 LMX차별

화가 관계적 팀 갈등(relational team conflict)을 매개하여 구성원의 직무만족

과 웰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을 상정하여 검증한다. 개인의

LMX 점수의 분산을 통해 LMX차별화 점수를 구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자신의 집단 내에서의 차별적인 LMX 수준에 대한 개인의 측정된 인

식을 다룬 점에서 다른 연구와 구분되어진다.

Hooper와 Martin(2008)의 연구 외 다른 연구는 LMX차별화가 다른 변인

과 상호작용하여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Erdogan과 Bauer(2010)는

효과가 공정성 풍토(fairness climate)에 의해 LMX차별화가 조절된다는 사실

을 검증하였다. 이들은 높은 공정성 풍토의 경우, 리더가 일부 구성원과 더 가

까운 관계를 가지는 규칙은 일관되게 적용되므로 구성원에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LMX차별화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때문에 Erdogan과

Bauer(2010)는 낮은 공정성 풍토의 경우에만 LMX차별화가 구성원의 업무 태

도, 동료관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높은 수준의 철회 행동(withdrawal

behavior)을 보인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Erdogan과

Bauer(2010)는 공정성 풍토가 높을 때에는 LMX차별화가 구성원에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 없는 개념이라고 LMX차별화를 결론 내

리게 된다.

질적연구를 통해 차별적 관계와 공정성 간의 관계를 연구한 Sias와

Jablin(1995)은 연구 결과, 집단 의사소통 네트워크에서 고립된 사람은 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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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우호적 대우를 받지만, 공정한 우호적 대우를 받는 사람이 상사와 집

단 구성원들 간의 연락책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Sias와

Jablin(1995)의 연구를 통해 Erdogan과 Bauer(2010)의 의견을 지지하는 결과

를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LMX차별화가 증가하고 지속된다면, LMX가 늦은 가진 구성원들

은 리더의 “호의”를 받는 구성원이 받아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받는다

는 분노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McClane, 1991; Yukl, 1989). 때문에 현재의

공정한 LMX차별화가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으며, LMX차별화와 공정성의 관계는 좀 더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한 LMX차별화에 대하여, LMX차별화가 조직 구성원

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대신 LMX와 상호작용하여 구성원에게 영

향을 미친다고 연구자들은 결론을 내렸는데(Harris 등, 2013), 최근에는 실제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집단 내에서 LMX와 LMX차별화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한 리더와 구성원 간의 차별적인 교환 관계로 접근하고 있다(예., Liden 등,

2006; Ma & Qu, 2010; Harris 등, 2013).

LMX차별화가 개인의 수행과 집단의 수행에 미치는 효과에 Liden 등

(2006)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정적인 관계가 연구가 LMX와 개인 수행 간에

되어 왔지만, 정적인 관계와 부적인 관계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는데 초점을

맞춰 LMX차별화와 개인 수행 간의 관계가 두 방향 모두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연구에서 개인 수행과 집단 수행을 모두 LMX차별화는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대신, 개인의 LMX 질과 상호작용을 하여 개인

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LMX차별화만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구체적으로, LMX차별화에 따른 조절효과는 높은 LMX 질의 조직구성원이 유

의하지 않았지만 LMX차별화가 높을수록 낮은 LMX 질의 조직구성원의 수행

이 증가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LMX차별화에 상관없이 수행을 높게 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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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높은 LMX 질의 조직구성원이 동기화된다고 본다. 반면, 낮은 LMX 질의

조직구성원에 대해서 LMX차별화로 인해 수행을 증가시키는 동기가 발생한다

고 보았다. 낮은 LMX차별화의 경우, 리더가 모든 조직구성원을 동등하게 대

우하기 때문에 낮은 LMX 질의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수행을 증가시켜서 얻는

인센티브가 없다.

하지만 높은 LMX차별화의 경우에는 리더가 집단 내 조직구성원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므로 높은 LMX를 가지기 위해 자신의 수행을 증가시킬

것이다.

Harris 등(2013)의 연구에서는 LMX와 LMX차별화의 상호작용 효과의 결

과변인으로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를 보였으며, 집단 내 개인수준에서

LMXRS(LMX Relational Separation)라는 개념으로 LMX차별화를 나타내어

검증함으로써 집단 내에서의 LMX의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

LMX와 LMX차별화의 상호작용은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에 부적으로 연관

되었기에, LMX차별화에 따른 조직시민행동과 이직의도에 낮은 LMX 질의 구

성원은 변화가 없었지만 LMX차별화가 낮을수록 높은 LMX 질의 구성원은

조직시민행동이 증가하고 이직의도가 감소하게 된다.

Ma와 Qu(2010)의 연구는 LMX차별화가 LMX와 리더의 주관적 수행 평

가 간의 관계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라 보았는데, LMX차별화가

높을 때 리더에 의해 높은 LMX의 사람들이 더 높은 수행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리더의 주관적 수행평가에 LMX와 LMX차별화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

친다는 가설은 유의한 검증으로, 연구자들은 높은 LMX차별화일 때 낮은

LMX의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였으

며, LMX와 리더의 상호작용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의 관계 역시 연구자

들은 LMX차별화가 조절할 것이라 보았지만, 이 가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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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derson, Wayne, Shore, Bommer와 Tetrick(2008)의 LMX와 LMX차별

화의 상호작용을 다룬 또 다른 연구는 LMX와 LMX차별화의 상호작용이 아

닌 RLMX(집단 내 개인 수준 LMX)와 LMX차별화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였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Relational LMX(RLMX)란 집단 내 개인수준의 LMX

로, 자신의 LMX 질을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한 의미로 쓰기도 한다.

LMX가 개인 수준, 집단 내 개인 수준, 집단 수준에서 동시에 작동한다고

Henderson 등(2008)이 주장하며, 개인수준의 LMX를 통제하였을 때 심리적

계약 충족(psychological contract fulfillment)을 RLMX(집단 내 개인 수준의

LMX)가 통하여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운 결과, 심리적 계약

충족과 정적인 관계를 RLMX가 가지며, 이 관계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LMX차별화(집단 수준의 LMX)가 조절한다는 사실을 검증하게 된다. 결과적

으로, 높은 LMX차별화의 경우, 집단 내 다른 조직구성원들과 비교한 높은 자

신의 LMX 점수일수록 심리적 계약이 충족되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LMX차별화에 의해 집단 내에서 조직구성원들 간의 LMX 비교

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국내 연구로는 이은혜와 김민수(2010), 오원경과 김민수(2012), 이은혜

(2010)의 LMX와 LMX차별화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은혜와 김민수(2010)는

항상 일관된 결과만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LMX의 질과 조직구성원 사이

태도와의 관계를 보는데(Harris, Kacmar, & Witt, 2005; Harris & Kacmar,

2006; Liden 등, 1997), 최근 연구관점에 따라, 구성원의 정서적 조직몰입과 조

직시민행동에 LMX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Gerstner & Day, 1997;

Liden & Graen, 1980)는 연구를 재검토하게 된다. 그들은 LMX가 형성되는

집단수준의 맥락을 살펴보면 LMX 효과를 정확히 파악한다고 생각하여, LMX

의 효과에 대하여 집단 수준의 LMX차별화와 절차공정성 풍토가 조절할 것으

로 보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LMX차별화는 정서적 조직몰입에 유의하였지만

조직시민행동에는 유의하지 않는다고 본다. 오원경, 김민수(2012)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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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LMX와 팀 몰입 간의 정적 상관을 집단 수준의 LMX차별화가 조절할 것

이라 보았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다수준적 접근을 통해 LMX의 형성과 효과를 이은혜(2010)의 연구에서는

보고자 하는데,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LMX가 결과변인(정서적 조직몰입, 조

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LMX차별화가 조절하는 가설을 검증하는데, 조

절효과가 정서적 조직몰입에는 유의하였지만 조직시민행동에는 유의하지 않게

된다.

국내 연구에서는 조절효과에 대한 LMX차별화의 유의한 결과가 많이 나

타나지 않지만, 최근에야 LMX차별화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는 점과 아직은 국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LMX의 한계를 인식하고, LMX차별화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국내연구만으로

도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

3. 직무열의

Khan(1990)의 논문에서 열의(engagement)의 개념이 최초로 등장하게 되

는데, 개인열의(personal engagement)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Khan이 업무열

의(work engag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후 학자들이 그의 논

문을 처음 시작된 업무열의의 개념으로 인용하는데 이견이 없기에 직무열의에

관한 학문적인 시작이라 말할 수 있다(김면식, 2014). 이 연구를 비롯하여 국

내에서는 업무열의를 직무열의 등과 혼용으로 쓰고 있어 본 연구자는 본 연구

에서는 용어를 직무열의로 통일하여 쓰고자 한다.

Kahn(1990)의 개인열의(personal engagement)에 대한 초기 연구 이후 각

자의 목적에 따라 연구자들은 직무열의를 정의한 바, 이들은 <표 4>에서 나

타난다. Kahn(1990)은 개인열의에 관한 열의에 대한 연구에서 일터에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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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의 열의를 심층면담을 통해서 갖게 만드는 조건을 탐색하고, 높은

직무열의를 직무 담당자가 갖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심리적 의미성

(meaning fulness)과 안정성(safety) 그리고 자원 가용성(availability)의 심리

상태를 경험해야 한다고 본다.

Kahn(1990)은 개인의 직무경험이 어떻게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지 개

인수준의 심리상태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며, 직무 성과에 주의를 기울인 조직

구성원이 집중할 때 직무역할에 완전히 몰입한 직무열의의 심리상태를 경험하

게 되는데, 여기에 자신(self)과 역할(role) 사이의 상호 역동적 관계로 역할 안

에 자신(self-in-role)을 투입하고 투입 정도를 변화시킨다고 하며, 이 투입 정

도로 개인열의(personal engagement)와 비열의(disengagement)로 구분하게 된

다. 여기서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을 활동적이고 만족스러운 수행으로 개인

열의를 연결하여 자아가 선호하는 표현활용으로 정의하였고, 개인이 자아를

표현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는 비열의를 정의한다.

Maslach & Leiter(1997)는 직무소진(job burnout)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직

무열의를 연구하는데, 조직구성원이 높은 수준의 에너지(energy), 관여

(involvement) 및 효능(efficacy)을 보이는 것으로 직무열의가 설명되고, 조직

구성원이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하위 개념을 가지는 것을 직무소진으로 보고

있는데,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의 조직구성원의 직무소진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쳐 출근 자체가 불가능한 정서적 고갈(exhaystio)과 조직구성원의 소극적인

태도의 직무와 무관심한 태도로 대인관계를 보이는 조직의 직무에 대한 냉소

주의(cynicism) 그리고, 조직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직무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된 상태로 직무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무능(ineffectiveness)의 세 가

지 구성 요소로 정의한다. 직무열의의 세 가지 하위 개념으로는 에너지, 효능,

몰입으로 직무소진의 세 가지 하위개념으로는 고갈, 냉소, 무능이 보여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본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직무소진이 낮은 하위 개념

들에는 직무열의가 높은 하위개념으로 평가하는 방식의 Maslach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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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MBI) 측정도구를 개발한다.

앞에서 본 선행연구는 직무열의(job engagement) 구성요소로 활력(vigor),

헌신(dedication), 몰두(absorption)를 제안한다(Schaufeli et al., 2002;

Schaufeli & Bakker, 2004). Schaufeli et al.(2004)는 하위 구성요소를 구체적

으로 살펴서,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행하는 동안 높은 에너지 수준과 정신적인

회복력을 바탕으로 직무에 노력을 집중하는 의지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으로 활력을 의미하고, 조직구성원이 직무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직무에 대한 의미와 열정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며 도전하는

것으로 헌신을 의미하며, 조직구성원이 직무에 완전하게 집중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깊은 몰입 상태로 일에서 조직구성원

이 직무와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로 몰두를 의미한다.

직무열의에 대한 해외연구에서는, 열의에 대한 연구가 1990년에 시작되어

심리적 의미성, 안정감, 자원 가용성의 세 가지 변수가 개인열의에 영향을 미

치는 선행요인으로 확인되기도 한다(Kahn, 1990). 열의에 관련된 선행 연구에

서 여가 혹은 여가를 통한 회복을 통하여 긍정적인 영향으로 직무열의에 영향

을 미치며(Harter, Schmidt & Hayes, 2002; Sonnentag, 2003), 직무열의에 직

무 자원 혹은 조직자원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alanova, Agust

& Peirό, 2005; Hakanen, Perhoniemi & Toppinen-Tanner, 2008). 직무열의에

변혁적 리더십과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Tims, Bakker

& Xanthopoulou, 2011), 잡크래프팅은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다(Petrou, Demerouti, Peeters, Schaufeli & Hetland, 2012).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work engagement와 job engagement를 직무열의

로 해석하고, 직무열의를 향상시키는데 직무 자원이 내면행위를 통하고(이랑,

2006; 김현욱, 2009), 직무열의와 유의한 영향 관계에 직무 중요성이 있으며(권

인수·최영근, 2011), 높은 직무열의일수록 일-가정갈등은 감소하고, 조직시민행

동 또한 증가한다(최영근·김규배, 2012). 임파워링 리더십은 직무열의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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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 그리고 의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자기효능감과 의미감은 임

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기도 한다(예지은 등, 2013).

직무열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직무몰입(involvement), 몰입(flow), 일중독

(workaholism),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등이 있다(오아라, 2013;

안윤선, 2015). 여기에서는 이랑·김완석·신강현(2006) 등이 은행 콜센터 상담원

을 대상으로 정서 노동 방식의 전략적 선택을 직무 요구와 조직 환경에서 직

무 탈진과 직무 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다. 정서 노동의

수행전략에서 직무탈진과 직무열의의 요구-자원 모델 과정 변인의 역할을 하

고, 직무 요구의 증가와 직무 자원의 부족은 직무 탈진을 표면 행위를 통해

증가시킨다고 한다. 내면 행위를 통하여 얻은 풍부한 직무 자원은 직무열의를

증가시키고, 내면 행위는 직무열의를 함께 유도했으며, 직무탈진을 표면 행위

의 수행이 유도하였다. 고객의 부당한 요구와 불쾌한 행동 그리고 언어적 공

격은 표면 행위의 수행을 증가시키고 직무의 핵심자원으로 내면 행위를 증가

시키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 노동을 통해 부정적인 결과를

반드시 유도화는 것은 아님을 주장한다.

최영근·김규배(2012)는 일중독과 직무열의 두 변수의 차이를 통합모형으로

실증하고자 하며, 그 결과 일 중독이 심할수록 일-가정 갈등이 증가하고, 직무

열의가 높을수록 감소하게 된다. 더불어 일 중독이 심할수록 조직시민행동이

증가하는 반면, 직무열의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 또한 증가하며, 높은 일 중

독 성향과 직무열의가 조직구성원들 모두 이직 의도가 낮음을 확인하게 되며

이러한 결과는 조직에서도 근로 양상에 관하여 일 중독 또는 직무열의로 구분

하여 대처해야 함을 주장하게 된다.

더불어 유사한 개념으로 업무열의는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보

았듯이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정의 또는 구성개념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주도성(personal initiative), 직무몰입(job involvement), 플로우(flow)

등과 같이 전통적인 개념들과 함께 비슷하지만 전통적인 기존 개념들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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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새로운 개념이 바로 직무열의 이다.

직무탈진은 3가지 하위 영역으로 소진, 냉소주의, 직업적 효능감의 결핍

등으로 보이며 이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발전한 것이 활력, 헌신, 몰두 등이다.

개인적 주도성과 활력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개인적 주도성은 양보

다는 질을 의미하고, 활력은 더욱 더 넓은 개념을 보인다. 직무몰입과 헌신의

차이점은 직무몰입보다 헌신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심화한 개

념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플로우와 몰두의 차이는 범위와 지속성으로 플

로우는 직무영역 밖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기적 경험으로 보이지만, 몰두는

지속적인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개념들을 아래<표 5>와 같이 구분하

도록 한다.

4. 직무수행

직무수행(job performance)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장에 있는 동안 조직의

목적에 기여하는 조직구성원들의 행동(Campbell, 1990)으로 정의되는데, 이러

한 정의는 직무수행이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직

무수행을 과제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동만으로는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

기도 한다.

조직구성원이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되는 행동이라는

Campbell(1990) 이후 연구에서 윤석화·박희태·손승연·이수진(2009) 등은 직무

수행이란 직무성과(박동수이·희영, 2002), 업무성과(심원술, 1998)가 연구목적

에 따라 활용된다고 보며 work(일, 근로, 업무), task(부여된 일, 과업)를 전반

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job(직무)를 주로 직책이나 직위를 통해 부여된 일

로 정의하며, 조직에 기여하는 행동(Campbell, 1990)과 행동에 대한 결과

(Kane, 1996) 등의 2가지로 performance는 접근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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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하고(이경근, 2005), 후자는 초점을 행동에 대한 결과에 맞추는데 이

경우 performance는 성과로 사용된다(박동수·이희영, 2002). 따라서 직무수행

은 job performance로 구분되어지며, 과업과 관련된 행동뿐만 아니라 결과를

포함하는 과업성과로 task performance를 활용한다(윤석화·박희태·손승연·이수

진, 2009, 재인용).

Campbell(1990)은 효과성(effectiveness), 생산성(productivity), 유용성

(utility)의 3가지 유형으로 직무수행을 구분한다. 첫째, 효과성은 직무수행 자

체에 의해 결정되는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많

은 형태의 생산적 행동을 보여준 경우에도 낮은 효과성 측정을 얻기도 한다.

둘째, 생산성은 비용의 관점으로 수행을 효과성 달성에 요구된 비용에 반영하

게 되는데, 이는 비용의 측면에서 평가가 되기에 동일한 경우의 수행결과에

비용이 낮을수록 생산적이다. 효율성과 준용되는 경우의 생산성 개념은 특정

시간에 달성 가능한 수행 수준을 의미하며 이 경우 생산성과 효율성은 동일개

념으로 접근하게 된다(Jex, & Britt, 2011). 셋째, 유용성은 특정 수행의 효과

성과 생산성의 가치를 의미하며, 유용성과 효과성 및 생산성의 관계는 효과성

과 생산성은 낮지만 높은 유용성일 수 있으며, 낮은 유용성으로 높은 생산성

과 효과성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직무수행은 단일차원이 아니 다차원의 개념

라고 할 수 있다(Campbell, 1990; Borman & Motowidlo, 1993).

직무수행을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Murphy(1994)는 첫째, 과제지향적 행

동(task-oriented behaviors)을 개인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한 과제 수행으로,

Campbell(1990)의 역할 내 수행과 동일하게 보인다. 둘째, 대인지향적 행동

(interpersonally oriented behaviors)은 직무수행에서 일어나는 대인간의 상호

작용을 의미하는데, Campbell(1990)의 동료 및 대인 간 교류행동과 동일한 맥

락으로 보인다. 셋째, 시간낭비 활동(down-time behaviors)은 과업현장에서

현장을 이탈하는 직무수행자를 말하는데, 조직에서 발생한 반생산적 활동을

의미한다. 넷째, 파괴적·유해 행동(destructive·hazardous behaviors)은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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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어나는 비생산적 활동으로 안전위반, 결근, 파업과 같은 활동을 가리는

데, Campbell(1990)의 개인적인 규율 지키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조직수행에서 직무에 대한 과업수행은 조직의 목표와 관련된 수행으로 보

며,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수행에 따라 드러난 결과에 대한 평가로 보기도 하

는데(Campbell, 1990), 주관적 평가로서 자신이 맡은 과업을 얼마나 잘 수행하

고, 타인의 피드백과 자신의 지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김성훈·강영순,

2011). Borman & Motowidlo(1993)는 조직에서 수행되는 주요 변화 및 유지활

동이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과업수행이 조직문화와 분위기에 기여하는 행동이

라고 보며(Befort & Hattrup, 2003) Motowidlo & Schotter(1994), 과업수행을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는데, 먼저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 원자재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으로 다음으로, 원자재의 지속적인 공급과 완성품

의 배분과 같은 기술적 핵심활동을 지원하고 유지시키는 활동으로 본다.

조직수행에서 직무에 대한 혁신수행(Innotive performance)에는 문제 및

변화의 필요성을 개인이 인식하여 변화의 과정을 주도하는 것으로 본다(이문

선·강영순 2003). Kanter(1988)는 문제인식, 조직구성원이 개인의 혁신행동을

아이디어 채택 또는 해결안 생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후원을

찾아 나서며, 실현을 위해 지지자를 연합하여 개인의 아이디어를 제품이나 서

비스 공정 등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본다(이문선·강영순, 2003). Scott &

Bruce(1994)는 혁신행동의 시작으로 창의성을 인식하고 혁신 행동으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찾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행동

으로 언급한다.

혁신수행은 혁신(innovation)과 관련되는데, Hellstorm & Hellstorm(2002)

은 직무에서 새로운 유용한 것을 만들고 이를 조직 내에 유통시키고 정착시키

는 전과정을 통한 조직적 아이디어 창출(organizational ideation)로 보았으며,

조직혁신의 경우 혁신의 책임은 조직구성원인 종업원에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종업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도록 하는 과정(process)과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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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종업원과 비혁신적인 종업원 간의 특징 구별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전반에 혁신에 대한 확산(diffusion)에 관심을 가지고(Greenhalgh, Robert, &

McFarlane, 2004), 혁신에 대한 유형의 채택과 혁신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

는(Frambach & Schillewaert, 2002) 등 혁신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구성원

개인과 조직의 중요성 관점의 4가지 연구흐름으로 본다(Damanpour, 1991).

혁신수행의 선행요인의 경우에 혁신의 기본요건은 창의성이라고

Kanter(1988)는 본다. Staw(1990)는 변이단계의 창의성과 선택적 보전단계의

혁신을 개별적인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진화론적 관점으로 혁신의

출발점으로 창의성을 인식한다(이문선·강영순, 2003). Scott & Bruce(1994)는

혁신수행의 시작으로 창의성을 본다. Hellriegel & Slocum(1993)은 조직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질을 높이고, 혁신을 자극하며, 개인적 자질을 독려하여 동기부

여와 몰입을 증대시키고 팀의 성과에 촉진적 영향을 미치며, 창의성이 높은

사람은 혁신적 과업에서 내재적으로 동기부여되어 혁신성과를 달성한다며 창

의적 사고에 대하여 설명한다(이문선·강영순, 2003).

Amabile(1983)은 과제관련 기술(task-relevant skills), 창의성 관련 기술

(creativity-relevant skills), 과제동기(task motivation)에 의해 창의성이 결정

된다고 보며, 조직맥락에서 조직구성원의 창의성과 혁신수행에 영향을 주는

방법은 조직구성원인 종업원이 직무에서 개인적으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직무로 배치하는 것과 외적인 제약요소를 파악해서 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본다(Jex & Britt, 2010). Amibile & Conti(1990)는 조직구성원인 종업원의 직

무에서의 창의성을 촉진시키는 조직맥락차원 요소로 첫째 창의성 장려하기,

둘째 자율성과 자유 제공, 셋째 자원제공, 넷째 압력제거, 다섯째 창의성에 대

한 장애요인 제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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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설계

1 연구 대상 및 표본

본 연구에서는 LMX와 LMX차별화를 통하여 직무에 따른 조직구성원 간

조직열의와 조직수행의 관계를 연구자가 근무하는 정체된 현대 산업사회에서

낙후된 기업형태를 보이는 장묘산업을 연구 대상의 범위로 한다.

좋은 조직이란 조직구성원들 각자가 맡은 업무인 직무에 높은 열의를 보

이며 직무를 수행한다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그렇기에 LMX와 LMX차별화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조직구성원들이 수행할 직무열의를 통하여 직무에서 수행

할 자신의 역할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입하는 것과 직무수행을 통하여 직장에

있는 동안 조직의 목적에 기여하는 행동 등을 통한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결

과적으로 장묘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LMX, LMX차별화, 직무열의, 직무수행

의 관계를 조사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신뢰도를 높이고자 표본을 장묘산업을 하는 전국의 691

군데 공원묘지 가운데 영업활성화 된 115군데의 등록된 재단법인인 공원묘원

으로 한다. 설문지 작성 신뢰도를 높이고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배포하기로 하고,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4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

일까지로 기간을 한정한다. 연구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높이고자 성비를 최

선을 다하여 맞추도록 하고,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를 균등하게 하고자 하며,

응답자의 직군을 현장직과 행정직이 거의 비슷하게 분포시키고자 한다. 응답

자의 직급은 관리자와 근로자 등의 비율을 최선을 다하여 맞추려고 노력하

였지만, 조직구성원 가운데 당연히 비율이 높은 근로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 응답자의 연령 또한 균등하게 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최대한 보장하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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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정리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그에 따른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다음 아래의

연구모형에 보이듯이 LMX는 독립변수로 직무열의와 직무수행을 종속변수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살펴보고, LMX차별화를 LMX와 직무열의 및 직무수행

의 상관관계에서 LMX차별화가 조절변수로 작용하여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기반으로 조절효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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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한 산업군인 한국의 장묘산업에서 현장직원에 대한

구인난과 낮은 학력의 한계선상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관리자인 리더와 직

원인 조직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낙후된 장묘산업 선진화 관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조직의 관리자와 직원 간의 관계에 대한 LMX를 독립변수로 설

정하고, 종속변수로 조직구성원의 과업 수행에 대한 직무열의와 조직구성원의

과업에 대한 직무수행 간의 관계를 실증하고자 한다. 이 때 LMX차별화는

LMX가 직무열의와 직무수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상호관계에서 조

절효과 과정을 예측하고자 한다. 따라서, 각 변수들과 상호관계를 경로모형으

로 설계하여 LMX와 LMX차별화가 직무열의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LMX가 직무열의(가설 1)와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검증하

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를 위해 LMX가 직무수행(가설 2)과의 관계에서 어

떤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LMX차별화가 클수록 LMX가 높

은 구성원들의 직무열의(가설 3)와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LMX차별화가 클수록 LMX가 높은 구성원들의 직무수행(가

설 4)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설인 변수 간의

가설적 관계를 수립하고,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3.1 LMX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LMX가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선행연구에서는 증명한다

(Duchon et al., 1992; Major et al., 1995; Gerstner & Day, 1997). 이에 따르

면, 리더는 소수의 특정 조직구성원들에게 타 조직구성원들보다 많은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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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영향력, 지원, 정보 기타 자원 등과 함께 제공하여서 특정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 수준을 높게 하는 노력을 한다(Dansereau et al., 1975). 조직열의란

조직에 대한 애착심과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에 대한 내재화 그리고 조직을 위

해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노력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Mowday, Porter &

Steers, 1982). LMX는 직무열의와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실증 분석한

다(Williams & Hazer, 1986). 높은 LMX를 인식하는 구성원들은 조직열의와

직무만족에 대하여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한다(Epitropaki & Martin,

1999). 그리고 또한, 리더와 조직구성원 간의 교환관계의 질을 높게 지각하는

조직구성원은 리더에 대한 만족도와 직무열의 등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발표한다(Duchon, Graen & Taber, 1986).

따라서 직무열의를 증가시키는데 리더와 구성원 간의 LMX의 관리가 필

요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도출하였다.

가설 1 : LMX는 직무열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LMX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LMX가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선행연구에서는 증명한다

(Scott & Bruce, 1994; Tierney et al., 1999; Masterson et al., 2000; 이경근,

2006; Gerstner & Day, 1997). Scott & Bruce(1994)는 직무를 수행하는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의 결정변수로 LMX를 입증하고, Tierney et al.(1999)도 화

학회사를 통하여 특정유기물을 연구하는 조직에서 근무하는 R&D직원들을 대

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하여 LMX와 혁신행동간의 정(+)의 관계를 검증한다.

Masterson et al.(2000)은 LMX를 통한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에서 LMX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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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성원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내고, 이경근(2006)의

연구를 통하여서도 LMX가 과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LMX는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다. 다양한 국내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LMX질이 혁신행동의 중

요한 선행변수로 입증된다(백영미·김성국, 2000; 이규만·안관영, 2006; 박오수·

고동운, 2009). 이상의 연구들에서는 LMX를 직무수행의 중요한 선행변수로

보고한다.

따라서 직무수행을 증가시키는데 리더와 구성원 간의 LMX의 관리가 필

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 2를 도출하였다.

가설 2 : LMX는 직무수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LMX와 직무열의의 관계에 있어서 LMX차별화의 조절효과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LMX와 LMX 차별화의 상호작용 효과가 직

무열의와 직무수행에 영향을 끼치며 나타나는 결과를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

기 위해 LMX와 LMX차별화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직무열의에 대한 LMX, LMX차별화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구성원이 LMX차별화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LMX차별화의 수준에 따라 직무열의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낮은

LMX를 보이는 경우에 한해서는 낮은 LMX차별화 일 때보다 높으면 직무열

의가 높아질 것이다. 높은 LMX차별화 집단일수록 LMX 관계에 따라 편차와

보상이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낮은 LMX 조직구성원은 자신이 리더 및

조직으로부터 인정지 못한다는 느낌을 더 크게 지각할 것이다. 직무열의(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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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ment)는 Schaufeli et al.(2002)의 연구에 기반을 두어서 활력적이며 헌

신적이고 몰두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와 관련된 긍정적이고 성취지향적인 마

음의 상태이며, 하위 구성개념으로는 ‘활력(Vigor)’, ‘헌신(Dedication)’, ‘몰두

(Absorption)’로 정의되므로, 리더 및 조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각한

다면 조직 및 집단을 위해 직무열의를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높은

LMX를 보이는 조직구성원은 LMX차별화 수준에 따라 자신이 받는 대우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LMX차별화의 수준에 따라 직무열의에 차이가 없을 것

이다.

조직구성원이 낮은 LMX일 경우 상호관계에 따라 낮은 LMX차별화로 인

한 협동 및 대인관계 약화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며, 이는 직무열

의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높은 LMX의 조직구성원

이 LMX가 낮은 조직구성원보다 LMX차별화가 높을 때 직무열의를 더 발휘

할 것으로 예측된다. 높은 LMX를 가진 조직구성원은 낟은 LMX를 가진 조직

구성원보다 직무열의를 더 많이 발휘하므로, LMX차별화가 높은 경우에 직무

열의가 감소하는 폭이 클 것이다.

따라서 LMX으로 인해 직무열의가 발생한 경우에 LMX차별화가 필요함

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LMX차별화의 조절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

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고, LMX와 직무열의의

관계가 LMX차별화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LMX

차별화가 높은 경우 LMX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MX차별화가 높을수록 LMX가 직무열의에 미치

는 효과는 더욱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LMX가 높은 경우에는 LMX

차별화를 높게 하여 직무열의를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LMX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LMX차별화가 높을수록 직무열의에

영향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LMX가 낮은 경우에는 직무열의를 위

해 LMX차별화가 높은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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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 3을 도출하였다.

가설 3 : LMX차별화가 클수록 LMX가 높은 구성원들의 직무열의가 증가할

것이다.

3.4 LMX와 직무수행의 관계에 있어서 LMX차별화의 조절효과

구체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LMX, LMX 차별화에 조직구

성원이 LMX차별화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LMX 차별

화의 수준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수행이 변화하지는 않을 테지만,

조직구성원의 낮은 LMX의 경우에 한해서는 LMX차별화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조직구성원의 수행이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낮은 LMX차별화 상황에서

는 낮은 LMX는 조직구성원이 직무수행을 증가시켜야 할 인센티브가 없지만

높은 LMX차별화 상황에서는 자신의 직무수행을 증가시켜 조직구성원 자신의

LMX 질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Harris 등, 2013). 반대로 조직구성원이

LMX차별화가 협동 및 대인관계 약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

며 이로 인해 직무수행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높은

LMX는 조직구성원의 낮은 LMX에서 직무수행을 더 많이 하므로, LMX 차별

화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직무수행의 감소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측 된다.

LMX차별화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집

단별로 LMX의 정도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LMX와 직무수행 간의 관계가 LMX차별화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LMX차별화가 높은 경우 LMX가 직무수행

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MX차별화

가 높을수록 LMX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크다는 점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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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LMX가 높은 경우에는 LMX차별화를 높게 하여 직무수행을 강하

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LMX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LMX차별화가 낮을수록 직무수행에

영향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LMX가 낮은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위

해 LMX차별화가 낮은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 3을 도출하였다.

가설 4 : LMX차별화가 클수록 LMX가 높은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이 증가할

것이다.

4.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4.1 리더-구성원 교환관계

본 연구에서는 LMX를 측정하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Graen과

Uhl-Bien(1995)의 LMX-7 척도를 사용한다. 측정 된 문항의 내용은 ‘우리

CEO는 내가 하는 일에 대체로 만족해하고 있다’, ‘우리 CEO는 내가 처한 어

려움과 필요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다’, ‘우리 CEO는 내가 능력있는 사람이라

고 인식하고 있다’, ‘나는 우리 CEO와 업무적으로 매우 효과적이고 원만한 관

계를 이루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8문항에 대하여 Likert 5점 척

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고자 한다.

4.2 LMX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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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본 연구자는 LMX차별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각 집단 조직

구성원들을 구분하여 LMX 점수를 사용하여 편차점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측

정하게 된다(예., Erdogan & Bauer, 2010; Henderson 등, 2008; Liden 등,

2006). 설문의 편차점수는 그 조직구성원이 속한 설문 답변 집단의 LMX차별

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집단 수준으로써 집단 내 LMX가 큰 편차점

수를 보이면 그 집단은 리더와 조직구성원 간에 다양한 수준으로 교환관계가

형성되어 있다(LMX차별화가 크다)고 나타낸다. 이 설문방법에 따르면 응답자

가 지각한 집단 내 LMX차별화 수준을 측정하지 않고 집단 조직구성원 개개

인의 인식된 본인의 LMX를 토대로 하여 LMX차별화를 측정하여 조직구성원

이 실제로 지각하는 집단 내 LMX차별화 수준과 다를 수는 있다. 또한, 조직

구성원의 LMX 측정을 통한 LMX차별화 지표를 만들기 보다는 조직구성원들

이 자신의 집단에 대한 LMX차별화 수준이 조직구성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더 잘 설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LMX차별화’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한다.

‘지각된 LMX차별화’ 척도는 조직구성원이 실제로 지각된 LM 차별화 수

준을 측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4개 문항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자신의 집

단 내에서 LMX 질이 높은 구성원이 몇 %를 차지하는가’로 되어 각 문항 당

LMX가 높은 구성원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제시한다. 문항의 내용은 ‘귀하가

속한 회사의 직원 중에서 CEO가 아끼고 인정하는 직원의 비율은 얼마입니

까?’, ‘귀하가 속한 회사의 직원 중에서 CEO가 잘 도와주고 지원하는 wlr원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귀하가 속한 회사의 직원 중에서 CEO가 각별하게 대해

주는 직원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귀하가 속한 회사의 직원 중 CEO가 장단점

을 잘 파악해서 피드백해주는 직원의 비율은 얼마입니까?’로 구성된다. 이 문

항에 대해 응답한 % 숫자값이 작으면 리더가 조직 내 조직구성원 중 소수의

직원만을 차별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 숫자값이 클수록 CEO가 직

원 다수와 좋은 LMX 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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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직무열의

본 연구에서 직무열의(job engagement)는 Schaufeli et al.(2002)의 연구에

기반을 두어서 활력과 헌신 그리고 몰두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와 관련된 긍

정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며, 하위 구성개념으로는 ‘활력

(Vigor)’, ‘헌신(Dedication)’, ‘몰두(Absorption)’로 정의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

해 Schaufeli et al.(2002)이 개발한 직무열의 척도(Utrecht Work Engagement

Scale; UWES)에 대한 단축형 척도인 UWES-9(Schaufeli et al.,2006)를 사용

하여 측정한다. 설문 문항은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한다.

4.4 직무수행

본 연구에서 직무수행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지각하여 측정

하도록 한다. 지각된 직무수행 측정을 위해 Williams와 Anderson(1991)이 만

든 척도 중 역할 내 수행(In-role Performance) 문항을 사용한다. 총 7문항으

로 ‘나는 주어진 업무를 충분히 해낸다’, ‘나는 맡은 바 일에서 내 책임을 완수

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 본인의 생각이나 느

낌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하고 응답하도록 한다.

5. 설문지 구성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는 크게 2 부분 LMX, LMX차별화, 직무

열의, 직무수행, 일반사항 등 5단락에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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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수 척도 출처

LMX 8 Likert 5점
Grean & Uhl-Bien(1995); 

하연희(2015)

LMX차별화 4 Likert 5점
Liden et al(2006); Henderson et al(2008); 

Erdogan & Bauer(2010); 하연희(2015)

직무열의 17 Likert 5점
UWES-9: Schaufeli et al.(2006); 

최다해(2016); 윤철민(2017)

직무수행 7 Likert 5점
Williams & Anderson(1991); 

하연희(2015)

일반사항 8

합계 73

<표 4> 설문지의 구성 및 문항 출처

LMX를 묻는 문항이 8개, LMX차별화를 묻는 문항이 4개, 직무열의를 묻는

문항이 17개, 직무수행을 묻는 문항이 7개이다. 일반사항을 통하여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묻는 것을 빼고는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와 문항의 출처는 다음의 <표 4>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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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691군데 기업

가운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 등의 권역을 아우르는 북부권,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등의 권역을 아우르

는 중부권, 부산광역시와 인접한 울산광역시 그리고 경상남도 및 호남지역

등의 권역을 아우르는 남부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원묘원 기업

1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30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250부의 설문지를 직접방문과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인 공원묘원기업의 구성원

들을 대상으로 하여 LMX, LMX차별화, 직무열의, 직무수행의 관계를 조사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의 방법으로 설문지를

이용했다. 설문지를 통한 자료의 수집은 응답당시의 상황이나, 응답자의 기

분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

향으로 응답할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함으로

써 이러한 위험은 어느 정도 감소 할 수 있고,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함으

로써 결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총 250부의 설문지를 30개 기업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배포하

여 미회수된 설문지 50부와 불성실한 응답자의 설문지 23부를 제외한 총

177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4월 5일

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했으며, 최종 유효 설문지율은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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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설문지의 구성 및 문항 출처

변수 집단 빈도 수 비율(%)

성별

남 130 73.4

여 47 26.6

학력

중졸 13 7.3

고졸 48 27.1

전문대졸 44 24.9

대학교 졸업  이상 72 40.7

직군

현장직 85 48.0

행정직 92 52.0

직급

사원 59 33.3

대리 25 14.1

과장 32 18.1

차장 6 3.4

부장 16 9.0

기타 39 22.0

합계 17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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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130명(73.4%)이

고, 여성이 47명(26.6%)이다. 표본의 구성이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음

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는 중졸이 13명(7.3%), 고졸이 48명(27.1%), 전문대

졸이 44명(24.9%), 마지막으로 대학교 졸업 이상이 72명(40.7%)으로 나타나

있다. 표본의 40.7%가 대졸이상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현 직군은 현장직 85명(48.0%), 행정직 92명(52.0%)으로 각각

분포하고 있는데, 현장직과 행정직이 거의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다.

응답자의 직급은 사원이 59명(33.3%), 대리가 25명(14.1%), 과장이 32명

(18.1%), 차장이 6명(3.4%), 부장이 16명(9.0%), 기타 39명(22.0%) 으로 각각

분포하고 있다. 기타는 주임, 이사, 팀장, 반장 등이 있다.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게 된다. 장묘산업 조직구성원들의 LMX와

LMX차별화 그리고 직무열의와 직무수행의 관계를 고찰하기에 앞서 본 연

구에서 채택되어진 측정도구가 유효해진 변수를 통하여 가설의 설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먼저 실시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검증을 실

시하였다.

먼저 기초적인 분석으로 실증연구의 표본에 대한 특성을 정리하기 위해

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들의 신뢰성을 검증

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 검증방법을 이용하

였다. 또한 각 변수들의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증하기 위

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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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기법으로는 LMX가

직무열의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

하였으며, LMX와 직무열의 및 직무수행의 관계에서 LMX차별화의 조절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을 각각 실

시하였다.

4.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본 연구자의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연구를 위하여 수집하고 측정한 자

료가 실증분석에 따른 연구가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주요 기준은 신뢰성과

타당성이라고 본다.본 연구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들

을 실증 분석하기 이전에, 선행 연구를 통한 설문조사에 사용되어진 여러 측

정 변수들이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적합한 자료가 수집되었는지에 대해 검증하여 보기

로 한다.

본 연구 신뢰성의 측정방법으로는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한 내적일

관성 분석방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고, 이

에 따른 본 연구 타당성의 측정방법으로는 varimax 회전 방법을 통하여 연

구 타당성을 포함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 따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로는 Nunnally(1978)가

제안하였던 기준 0.60을 충족하였으며 본 연구에 따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모든 항목에서 0.70 이상으로써 본 연구는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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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요  인 Cronbach's 

α1 2 3 4

LMX-1 .691 .412 .095 .184

0.944

LMX-2 .807 .231 .144 .294

LMX-3 .627 .402 .146 .257

LMX-4 .849 .143 .208 .260

LMX-5 .843 .063 .194 .261

LMX-6 .819 .169 .176 .262

LMX-7 .771 .210 .163 .310

LMX차별화-1 .362 .145 .088 .869

0.955
LMX차별화-2 .389 .135 .135 .848

LMX차별화-3 .261 .121 .124 .888

LMX차별화-4 .345 .137 .226 .801

직무열의-1 .235 .323 .689 .161

0.880

직무열의-2 .186 .357 .713 .193

직무열의-3 .363 .233 .650 .102

직무열의-4 .197 .051 .804 .040

직무열의-5 .027 .235 .787 .126

직무열의-6 .021 .456 .620 .091

직무수행-1 .131 .785 .229 .113

0.899

직무수행-2 .246 .813 .235 .107

직무수행-3 .273 .744 .311 .079

직무수행-4 .128 .790 .315 .159

직무수행-5 .262 .696 .159 .092

고유값(eigen value) 10.606 2.988 1.533 1.325

　

　

　

%분산 48.208 13.580 6.967 6.023

%누적 48.208 61.787 68.755 74.778

<표 6>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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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의 타당성은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과 요인적재

값(factor loading)이 0.5를 기준으로 그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연구자가 의

도한 구성 및 판별 기준에 부합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변수들은 LMX, LMX차별화, 직무열의, 직무수행

으로 각각 4개 요인들로 구분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74.778%를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도한대로 타당성을 확보하고 가설 검증

을 실시하였다.

5. 연구가설의 검증

주요인 분석 결과 신뢰성과 단일 차원성이 입증된 각 연구단위별 척도에

대하여 서로의 관계가 어떤 방향이며,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는 각 변수들과 통계학

적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상관관계표를 제시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를 살펴보면, 좀 더 포괄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해 독립변수, 종속

변수, 조절변수에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포함한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LMX, LMX관계, 직무열의, 직무수행의 각각의 관계는 서로서로 유

의수준 1%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LMX와 LMX차별

화는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은 다른 연구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몇몇 독립변수들 간의 내적 상관

관계가 너무 높거나 분모가 거의 0에 근접하여 그 해가 불안정한 경우에 발생

한다. 보통 연구에서 0.80이하의 상관관계면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

단되어지므로, 본 연구의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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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인 LMX가 직무열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LMX가 직무수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LMX와 직무열의 및 직무

수행의 각각의 관계에서 LMX차별화의 조절효과 과정을 예측하게 해주고 있

다.

<표 7> 각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평균
표준

편차
성별 연령 학력

근속

연수
직군 LMX

LMX

차별화

직무

열의

직무

수행

성별 0.73 0.443 1

연령 45.03 11.031 .360** 1

학력 2.99 0.989 -.176* -.455** 1

근속연수 84.32 82.404 .152* .425** -.104 1

직군 1.52 0.501 -.322** -.419** .402** .016 1

LMX 3.43 0.956 .105 -.087 .059 .003 .018 1

LMX

차별화
3.00 1.324 .045 -.037 -.059 .025 -.015 .661** 1

직무열의 3.51 0.708 .145 -.087 .092 -.005 -.058 .495** .398** 1

직무수행 2.85 0.694 .117 -.034 .034 .042 .001 .544** .384** .644** 1

N=177, ** p<0.01, * p<0.05

성별 남=1 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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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가설 1의 검증

가설 1 : 리더-구성원 교환 관계(Leader-Member Exchange; LMX)는 직

무열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LMX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 8>와 같다.

<표 8> LMX와 직무열의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직무열의

변  수

모델 1 모델 2

표준화 β계수 t 값 표준화 β계수 t 값

통

제

변

수

(상수) 　 8.697** 　 5.907**

성별 .181* 2.224 .108 1.486

연령 -.181 -1.801 -.108 -1.205

학력 .093 1.073 .082 1.077

근속연수 .056 .659 .033 .442

직군 -.114 -1.283 -.110 -1.409

독립변수 LMX .471** 7.086

　  0.057 0.272**

　△  0.215

　F값 2.062 10.582**

N=177,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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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직무수행

변  수

모델 1 모델 2

표준화 β계수 t 값 표준화 β계수 t 값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열의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통계적 변

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영향력을 통제하였고, LMX를 투입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직무열의에 대해 LMX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모델2의 회귀모델에서는 LMX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력의 분석 결과

를 보여주는데, 회귀식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직무열의의

분산을 27.2%까지 설명해주고 있다.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회귀식(모델1)에

비하여 분산 설명력이 21.5%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LMX가 직무열의에 대하

여 정(+)의 회귀계수(β= .471, p<0.01)를 보여주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따라서 직무열의를 증가시키는데 리더와 구성원 간의 LMX의 관리가 필

요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5.2 가설 2의 검증

가설 2 : 리더-구성원 교환 관계(Leader-Member Exchange; LMX)는 직

무수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LMX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LMX와 직무수행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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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 직무수행

변  수

모델 1 모델 2

표준화 β계수 t 값 표준화 β계수 t 값

통

제

변

수

(상수) 　 8.915** 　 6.003**

성별 .147 1.777 .064 .901

연령 -.110 -1.074 -.026 -.302

학력 .020 .222 .007 .099

근속연수 .069 .799 .043 .586

직군 -.007 -.078 -.003 -.037

독립변수 LMX .534** 8.194

　  0.024 0.301**

　△  0.277

　F값 0.858 12.182**

N=177, ** p<0.01, * p<0.05,

<표 9>에서와 같이 직무수행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통계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영향력을 통제하고, LMX를 투입 각각의 영향력 검증

하였다. 직무수행에 대해 LMX는 통계적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모델2의 회귀모델에서 LMX가 직무수행에 미친 영향력 분석 결과를 보

여, 회귀식은 p<0.01 수준에 유의한 통계로 직무수행 분산을 30.1%까지 설

명한다. 통제변수만 포함한 회귀식(모델1) 보다 분산 설명력 27.7% 유의하게

증가한다. LMX가 직무수행에 대하여 정(+)의 회귀계수(β= .534, p<0.01)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기에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따라서 직무수행을 증가시키는데 리더와 구성원 간의 LMX의 관리가 필

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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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가설 3의 검증

가설 3 : LMX차별화가 클수록 LMX가 높은 구성원들의 직무열의가 증

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LMX와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LMX차별화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의 <표 10>에 나타나 있다.

<표 10> LMX차별화의 직무열의에 대한 조절효과 검증

구  분
직무열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통제

변수

성별 .181 .108 .114 .067

연령 -.181 -.108 -.103 -.097

학력 .093 .082 .099 .081

근속연수 .056 .033 .028 .012

직군 -.114 -.110 -.109 -.066

독립

변수
LMX .471** .374** -.260*

조절

변수
LMX차별화 .145* -1.127**

상호

작용 
LMX * LMX차별화 1.794**

F-값 2.062 10.582** 9.956** 13.737**

  0.057 0.272** 0.288** 0.107**

△  0.215** 0.016* 0.038**

N=177,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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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LMX차별화에 따라 LMX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직무열의를 종속변수로 하고 LMX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단계는 1단계 변수에 조절변수인 LMX차별화를 포

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

단계의 변수에 상호작용효과의 변수인 LMX와 LMX차별화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의 해석은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회귀분

석의 결과   및 △ 의 증가분이 유의하지 않으면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10>에 나타나 있듯이, 모델 1에서는 종속변수인 직무열의에 인구통

계 변수들만을 투입하였다. 통제변수들은 직무열의를 설명하는데 기여를 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 독립변수인 LMX를 추가로 투입하였는데, 결과

적으로 유의한 영향(β= .471, p<0.01)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모델 3에서는 모델 2에 조절변수인 LMX차별화를 추가로 투입하였는데,

결과적으로 LMX차별화가 직무열의에 유의한 영향(β= .145, p<0.05)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4에서는 LMX차별화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직무열의를 종

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LMX와 LMX차별화의 상호작용 값은 β= .1.794, p<0.01 으로 나타

났고, 유의수준 1%에서  의 증가분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LMX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력에 LMX차별화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따라서 LMX으로 인해 직무열의가 발생한 경우에 LMX차별화가 필요함

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LMX차별화의 조절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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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살펴보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LMX차별화의 평균값(3.00)을 기

준으로 LMX차별화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집단별로 LMX의 정도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LMX차별화의 수준이 높은 집단의 LMX의 회귀계수는

.621(P<.01)로 유의적으로 나타났고, LMX차별화의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회귀계수가 .118로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의 <그림 2>은 먼저 LMX차별화(평균값 : 3.00)가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으로 나누고 두 집단의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LMX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즉 두 개의 회귀방정식에 LMX는

평균값(3.43)보다 1 표준편차(0.956)만큼 큰 값(4.386)과 1 표준편차(0.956)만

큼 작은 값(2.474)을 투입하여 직무열의의 값을 각각 계산 하였다.

<그림 2> LMX와 직무열의 간의 LMX차별화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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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무수행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통제

변수

성별 .147 .147 .066 .030

연령 -.110 -.110 -.025 -.020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LMX와 직무열의의 관계가 LMX차별화

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LMX차별화가 높은 경우

LMX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LMX차별화가 높을수록 LMX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크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LMX가 높은 경우에는 LMX차별화를 높게 하여

직무열의를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LMX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LMX차별화가 높을수록 직무열의에

영향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LMX가 낮은 경우에는 직무열의를 위

해 LMX차별화가 높은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4 가설 4의 검증

가설 4 : LMX차별화가 클수록 LMX가 높은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이 증

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LMX와 직무수행의 관계에서 LMX차별화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의 <표 11>에 나타나 있다.

<표 11> LMX차별화의 직무수행에 대한 조절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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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무수행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학력 .020 .020 .013 -.001

근속연수 .069 .069 .041 .029

직군 -.007 -.007 -.002 .031

독립

변수
LMX .534** .502** .011

조절

변수
LMX차별화 .048 -.937**

상호

작용 
LMX * LMX차별화 1.388**

F-값 .858 12.182** 10.443** 12.277**

  0.024 0.301** 0.302 0.369**

△  0.276** 0.001 0.067**

N=177, ** p<0.01, * p<0.05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LMX차별화에 따라 LMX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직무수행을 종속변수로 하고 LMX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단계는 1단계 변수에 조절변수인 LMX차별화를 포

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

단계의 변수에 상호작용효과의 변수인 LMX와 LMX차별화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의 해석은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회귀분

석의 결과   및 △ 의 증가분이 유의하지 않으면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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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에 나타나 있듯이, 모델 1에서는 종속변수인 직무수행에 인구통

계 변수들만을 투입하였다. 통제변수들은 직무수행을 설명하는데 기여를 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 독립변수인 LMX를 추가로 투입하였는데, 결과

적으로 유의한 영향(β= .534, p<0.01)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모델 3에서는 모델 2에 조절변수인 LMX차별화를 추가로 투입하였는데,

결과적으로 LMX차별화가 직무수행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β= .048)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4에서는 LMX차별화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직무수행을 종

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LMX와 LMX차별화의 상호작용 값은 β= 1.388, p<0.01 으로 나타

났고, 유의수준 1%에서  의 증가분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가설 4는 채택되었다. LMX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발생한 경우에 LMX차

별화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LMX차별화의 조절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LMX차별화의 평균값(3.00)을 기

준으로 LMX차별화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집단별로 LMX의 정도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LMX차별화의 수준이 높은 집단의 LMX의 회귀계수는

.675(P<.01)로 유의적으로 나타났고, LMX차별화의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회귀계수가 .196(P<.01)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그림 3>은 먼저 LMX차별화(평균값 : 3.00)가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으로 나누고 두 집단의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LMX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즉 두 개의 회귀방정식에 LMX는

평균값(3.43)보다 1 표준편차(0.956)만큼 큰 값(4.386)과 1 표준편차(0.956)만

큼 작은 값(2.474)을 투입하여 직무수행의 값을 각각 계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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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MX와 직무수행 간의 LMX차별화의 조절효과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LMX와 직무수행 간의 관계가 LMX차별

화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LMX차별화가 높은 경

우 LMX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MX차별화가 높을수록 LMX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크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LMX가 높은 경우에는 LMX차별화를 높게 하여

직무수행을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LMX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LMX차별화가 낮을수록 직무수행에

영향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LMX가 낮은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위

해 LMX차별화가 낮은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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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를 통한 가설들과 가설 검증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번호 가설 결과

가설1 LMX는 직무열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LMX는 직무수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LMX차별화가 클수록 LMX가 높은 구성원들의 직무열의가 증가

할 것이다.
채택

가설4
LMX차별화가 클수록 LMX가 높은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이 증가

할 것이다.
채택

<표 12> 가설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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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해석

본 연구는 업무를 하는 직장이라는 조직에서 상사의 LMX, LMX차별화를

통한 리더십이 부하직원에게 직무열의와 직무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았다. 연구 표본은 장묘산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직군, 현장직군 177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LMX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LMX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세

번째로 LMX차별화가 클수록 LMX가 높은 구성원들의 직무열의가 증가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MX차별화가 클수록

LMX가 높은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이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하였다.

본 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LMX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에서 LMX가 조직구성원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직에서 직무에 대한 상사와의 관계에 따

라서 조직구성원의 직무열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LMX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에서 LMX가 조

직구성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직에서 직무에 대한 상사와의 관계에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에도 유

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LMX차별화가 클수록 LMX가 높은 조직구성원들에게서 직무

열의가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하였다. LMX와 직무열의의 관계가

LMX차별화의 수준에 따라서 다며 LMX차별화가 높은 경우 LMX가 직무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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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었음을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LMX차별화가 높을수록 LMX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LMX가 높은 경우에는 LMX차별화를 높게 하여 직무열

의를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LMX차별화가 클수록 LMX가 높은 조직구성원들에게서 직무

수행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하였다. LMX와 직무수행 간의 관계

가 LMX차별화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LMX차별화가 높

은 경우 LMX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LMX차별화가 높을수록 LMX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LMX가 높은 경우에는 LMX차별화를 높

게 하여 직무수행을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하여보면 LMX가 직무열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LMX가 직무수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LMX차별화가 클수록 LMX가 높

은 구성원들의 직무열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MX차별화가

클수록 LMX가 높은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에서 리더와 조직구성원 간의 상관관계

에서 LMX와 LMX차별화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직무열의와 직무수행을 증진

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2.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크게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사

점을 살펴볼 수 있다.

LMX 이론은 학계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후 많은 연구를 이끌어내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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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LMX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활발해졌다. LMX를 연구한 선행연구들

가운데 대부분은 LMX와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게 된다. LMX차별화

에 대한 경험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야 이루어지고 있기에 연구 수는 그리 많지

않다. LMX차별화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정리했던 Henderson과 동료들

(Henderson 등, 2009)에게서는 LMX차별화의 선행변인 혹은 결과변인에 대한

자신의 제언(proposition)을 추가하였지만, 현재까지도 LMX차별화에 대한 연

구는 미비하기만 하다.

먼저 이론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LMX가 직무열의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LMX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

황에서 LMX가 직무열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

였다. 둘째, LMX가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LMX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LMX가 직무수행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LMX와 LMX차별화는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들과의 상호

작용 효과를 연구한 결과는 일관되지가 않게 측정된다. Liden 등(2006)은 연구

를 통해서 LMX차별화가 높으면(리더가 조직구성원들과 차별적인 교환관계를

가질수록) 낮은 LMX를 보이는 조직구성원 개인수행이 보다 증가하였다. 즉,

개인의 LMX 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LMX 차별화가 높을수록 직무수행은

증가하게 된다.

요약해보면 LMX와 LMX차별화의 상호작용 효과가 직무열의와 직무수행

에 정(+)의 영향을 나타나는 원인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LMX차별화를 통하여 LMX를 통한 직무열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직무열의가 향상되는데 직무 자원 자체가 내면행위를 통하고

(이랑, 2006; 김현욱, 2009), 직무열의와 유의한 영향 관계에서는 직무에 대한

중요성이 있을 수 있으며(권인수·최영근, 2011), 높은 직무열의일수록 일-가정

갈등은 감소하고, 조직시민행동마저도 증가한다(최영근·김규배, 2012). 임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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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리더십에는 직무열의, 자기효능감, 의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자기

효능감과 의미감은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에 대하여 부분 매개하

기도 한다(예지은 등, 2013). 직무열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직무몰입

(involvement), 몰입(flow), 일중독(workaholism),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등이 있어 연구되어진다(오아라, 2013; 안윤선, 2015). 또한

LMX차별화를 통하여 LMX를 통한 직무수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LMX와 LMX 차별화의 상호작용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Liden 등, 2006)는 주로 미국에서 실시되게 된다. 직무수행기존의 리더십

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에서는 대체로 기업의 CEO 혹은 그와 흡사한 수준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게 되지만, 본 연구는 중간관리자인 직속 상

사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증면된 실증연구는 다음과 같이 실무적인 부분에 적용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조직에서 조직구성원 직무에 따른 열의를

높이기 위해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중간관

리자가 가진 LMX를 통해 직무열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는 서론에서 연구 목적으로 제시한 바 조직구성원

이 발휘하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성과 보상주의와 같은 외적 요인 외 내부

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집단, 외집단의 LMX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증명된다고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조직에서 조직구성원 직무를 원

활하게 수행하는 직무수행을 높이기 위해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간관리자가 가진 LMX를 통해 직무수행을 높일 수 있다

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는 서론에서 보여진 연

구 목적과 같이 조직구성원이 발휘하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급여와 같은 거

래적 관점인 외적 요인 외 내부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어 내집단, 외

집단의 LMX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증명된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조직에서는 직속상사인 중간관리자에 대한 평가 요소로 조직구성원이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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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무열의와 직무수행을 지표화해서 활용할 수 있다. 조직구성원이 가지는

조직에 대한 직무열의와 직무수행이 LMX차별화에 대한 내집단화를 통하여

클수록 LMX가 높은 구성원들의 직무열의와 직무수행이 증가하는 지표는 결

국 직속상사의 리더십을 나타내는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조직공정성지각을 포함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가설을 수립하여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LMX와 공정성지각은 다소 복잡한 조절작

용을 내포할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시각으로 이론적 모형이 수립될 필요가 있

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LMX, LMX차별화가 조직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열의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래에는 본 연구

의 한계와 미래의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 구성이 비영리재단법인인 공원묘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터부시되는 산업의 특성상 남성이 73.4%로 여성이 26.6%의

비율로 보아 연구의 결과들을 남, 여 성비의 불균형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하여 성비균형을 이루어 다양한 직무,

고용형태를 고려하여 성비를 일반화하여 직무에 대한 표본의 구성을 균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모든 변수 측정을 2017년 6월까지의 2개월 정도의 단일

시점에 시행하여 진행한 횡단연구였기 때문에 연구 변수간의 인과관계 분석에

한계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이후 동일한 연구 집단에 관하여 종단적 연구 설

계로 더욱 체계적인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LMX, LMX차별화에 대한 직무열의와 직무수행과의 상관관계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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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직구성원 리더십을 향상하여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에 향후 LMX, LMX차별화를

통하여 조직구성원 리더십을 증진 시킬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에 대한 학력 편차가 서울, 경기 등 중부

권역과 지방권역에 대한 편차를 보이며, 현장직군일수록 학력이 낮고, 사무직

군일수록 학력이 높아 직무에 따른 학력편차와 설문 측정에 대한 성의가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설문 구성에 흥미유발 속성을 첨가하여 보다 편한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의도하지 않은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게 된

다. 전라남북도에서 송부할 50부의 설문이 뜻하지 않은 배송 사고로 설문지

를 수취하지 못하여 본 연구에 반영하지 못하여 아쉬웠다. 향후 다양한 선행

변인들과 결과 변인들이 지역적 특색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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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현재 귀하가 소속된 회사의 CEO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 또는 O 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NO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CEO는 내가 하는 일에 대체로 만족해하고 있다. 1 2 3 4 5

2 우리 CEO는 내가 처한 어려움과 필요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3 우리 CEO는 내가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1 2 3 4 5

4
우리 CEO는 내가 업무 도중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 나서서 도와주

는 편이다.
1 2 3 4 5

5
우리 CEO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

고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
1 2 3 4 5

6
나는 우리 CEO가 어떤 결정이나 지시를 하더라도 기꺼이 따를만큼 

우리 CEO를 신뢰한다.
1 2 3 4 5

7
나는 우리 CEO와 업무적으로 매우 효과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이루

고 있다.
1 2 3 4 5

8 우리 CEO는 내가 하는 일에 대체로 만족해하지 않는다. 1 2 3 4 5

다음은 현재 귀하의 회사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

치하는 번호에 √ 또는 O 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NO 문    항

9 귀하가 속한 회사의 직원 중에서 CEO가 아끼고 인정하는 직원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⓵0%~20% ⓶21%~40% ⓷41%~60% ⓸61%~80% ⓹81%~100%

10
귀하가 속한 회사의 직원 중에서 CEO가 잘 도와주고 지원하는 직원의 비율은 얼마입니

까?

⓵0%~20% ⓶21%~40% ⓷41%~60% ⓸61%~80% ⓹81%~100%

11 귀하가 속한 회사의 직원 중에서 CEO가 각별하게 대해주는 직원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⓵0%~20% ⓶21%~40% ⓷41%~60% ⓸61%~80% ⓹81%~100%

12
귀하가 속한 회사의 직원 중 CEO가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피드백해주는 직원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⓵0%~20% ⓶21%~40% ⓷41%~60% ⓸61%~80% ⓹81%~100%

LMX

LMX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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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들은 귀하의 직무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얼마나 유

사한지를 판단하여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O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3 일을 할 때, 나는 넘치는 힘을 느낀다. 1 2 3 4 5

14 나는 직장에서 원기왕성함을 느낀다. 1 2 3 4 5

15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회사에 가고 싶다. 1 2 3 4 5

16 나는 한 번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1 2 3 4 5

17 나는 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쉽게 원기를 회복한다. 1 2 3 4 5

18 일을 할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언제나 인내심을 갖는다. 1 2 3 4 5

19 내 일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1 2 3 4 5

20 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열정적이다. 1 2 3 4 5

21 나의 일은 나를 열심히 일하도록 만든다. 1 2 3 4 5

22 나는 내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1 2 3 4 5

23 내가 맡은 직무는 도전적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4 직무를 수행할 때, 나는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1 2 3 4 5

25 직무를 수행할 때 나는 직무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을 잊는다. 1 2 3 4 5

26 나는 집중해서 일을 할 때면 행복감을 느낀다. 1 2 3 4 5

27 나는 나의 직무에 푹 빠져있다. 1 2 3 4 5

28 직무를 수행할 때, 나는 일에 매우 몰입해서 한다. 1 2 3 4 5

29 나 자신을 직무와 분리시켜 생각하기 어렵다. 1 2 3 4 5

직무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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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현재 귀하의 직무 또는 회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 또

는 O 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NO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대

체

로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30 나는 주어진 업무를 충분히 해낸다. 1 2 3 4 5

31 나는 맡은 바 일에서 내 책임을 완수한다. 1 2 3 4 5

32 나는 나에게 기대되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1 2 3 4 5

33 나는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업무기준을 충족시킨다. 1 2 3 4 5

34 나는 업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한다. 1 2 3 4 5

35 나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1 2 3 4 5

36 나는 업무수행에 가끔 차질을 빚는다. 1 2 3 4 5

※ 다음은 자료 분석을 위해 꼭 필요한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해당되는 보기에 √, 또는 O로 응답하여 주시거나 적절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해주시기 바랍

니다. (기타의 경우 해당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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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LMX and LMX Differentiation on the 

Job Engagement and Job Performance of 

Organizational Members

- Focusing upon The Korean Funeral and Cemetery Industry -

Choi, Sung Ho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Uls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Leader-Member Exchange (LMX) and LMX differentiation 

(Leader-Member exchange Differentiation) between The Park Cemetery and 

The members of the Cemetery industry in the personnel organization affects 

the Job Engagement and Job Performance. LMX represents the exchang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 and the member, and LMX differentiation 

represents the level at which the leader has a differential exchange 

relationship with the members of the group. Job Engagement represents a 

positive and enthusiastic state of mind that arises from work, and Job 

Performance represents an action that organizational members are involved 

in to achieve organizational goals.

In the previous studies on the interaction effects of LMX and LMX 

differentiation, the larger the LMX differentiation, the higher the performances 

of the lower LMX employees. In the study on the interaction effects of LMX 

and LMX differentiation on Job Engagement, the larger the LMX 

differentiation, And the Job Engagement of employees decreased. In other 

words,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depending on the individual LMX 

quality, the larger the LMX differentiation, the more Job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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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s and Job Engagement decrea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ypothesis that LMX 

and Job Engagement among the organizational members of the long - 

established industry will be influenced by LMX differentiation as a control 

variable will be verified.

As a result of analysis, LMX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Engagement, 

and LMX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Performance. This result shows that 

the larger the LMX differentiation variable, the higher the Job Engagement 

and j

Job Performance of the LMX high organizational members. This implies 

that the interaction effects of LMX and LMX differentiation on Job 

Performance are influentia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the 

limitations of the follow - up study, sugges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LMX, LMX differentiation, Job Engagement , Job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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