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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적응수행에 미치는 영향

과 이 관계에서 심리적 웰빙의 매개효과와 개인-환경 적합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적응수행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상황에서 개인-환경 적합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구성원의

성과를 향상시키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은 비전제시, 영감

적 동기부여,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 행동을 함으로 구성원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리더십 이론이다. 이를 기반으로 구성원

의 적응수행과 같은 역할 외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부장과 부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장 57명, 부원 287에게 설문하여 최

종 분석에 활용한 표본은 236개이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적응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웰빙은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적

응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였다. 셋째, 개인-환경 적합성은 상사

의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였

다. 넷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적응수행의 관계에서 개인-

환경 적합성에 의해 조절된 심리적 웰빙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적응

수행 행동을 이끌어 내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



다. 그리고 적응수행 행동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변혁적 리더의 행동은 구성원의 행동

과 정서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개

인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리더십 영향과 더불어 개인의 심리적 정서상태

도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심리적 웰빙이 높은 구성원이 낮은 구성

원 보다 적응수행 행동을 활발히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

은 결과를 통해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게 되었다. 리더십 개발

에 대한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정서함양에 대한 목표설정도 함

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달성

을 위해서는 리더와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른 방식으로의 개발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리더십 이론과 성과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개인의 정서가 어떤 관계를 미치는 지를 확인하였고, 개인과 환경의 적

합성이 어떤 조건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한 연구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검증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리더십 개발과 구성원 동기부여, 그리

고 조직 차원에서의 지원해야 할 점을 밝혔다는데 실무적 시사점이 있다

고 하겠다.

주제어 : 변혁적 리더십, 적응수행, 심리적 웰빙, 개인-환경 적합성,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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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최근 기업은 매우 역동적이고,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

여 있고(Griffin, Neal, & Parker, 2007), 동태성(dynamic), 불확실성

(uncertainty), 그리고 변화(change)라는 환경 하에서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Bell and Kozlowski, 2008; Chan, 2000;

Ilgen and Pulakos, 1999; Smith, Ford, & Kozlowski, 1997). 더불어 불

안정성, 변화무쌍함, 예측불가능, 복잡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

다(Kozlowski, Gully, Nason, & Smith, 1999). 정리하면, 기업의 생존은

다가올 미래와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달려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 직면한 기업은 조직의 경쟁력 확보와 구

성원 개개인의 성장과 만족을 위해 리더의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를 매

우 강조하고 있다(Dinh, Lord, Gardner, Meuser, Liden, & Hu, 2014; 성

상현·윤동열·김명희·김희경·민대숙·최아란, 2014). 이러한 강조점을 기반

으로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 리더십에 관한 다양한 이론이 개발되고,

실증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다양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들이 개발

되고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김주하·윤동열·김성훈, 2019; 박지영·윤동열·

장제욱, 2019; 고은혜·윤동열, 2017; 김지민·윤동열, 2014; DeChurch,

Hiller, Murase, Doty, & Salas, 2010).

리더십 이론은 현재까지 몇 가지 서로 다른 접근법을 거치면서 발전

해왔다(Robbins & Judge, 2012). 구체적으로는 성공하는 리더의 개인적

특성 및 자질에 초점을 둔 특성론, 효과적인 리더의 독특한 행동 방식을

규명하는 행동론, 리더가 지닌 권력의 크기와 유형, 권력 행사 방법에

초점을 둔 권력-영향력 접근법, 리더십의 유효성이 상황적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하는 상황론 등 다양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효

과적인 리더십을 도출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Yuk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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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다양한 리더십을 유형화하고 각 리더십 유형이 조직 효과성

및 구성원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둔 연

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이형우, 2015). 그중에서도 리더십 유형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리더와 구성원이 서로에게 제공하는 것의 특

성차이에 따라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과 거래적 리

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으로 구분하는 것이다(Conger &

Kanungo, 1998). 그 동안의 리더십이 과업중심행동(task-oriented

behavior)과 관계중심행동(relation-oriented behavior)의 두 축으로만 구

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변화지향행동(change-oriented

behavior)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Yukl, Golden, & Taber, 2002).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변화 지향적 행동을 향상시키는 리더십으

로 알려져 있다. 구성원들의 변화 지향적 행동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적

응(adapt)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예측한 선제적 행동(proactive behavior)

으로 이와 같은 변화지향행동들이 기존에 능숙한 행동을 하거나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는 것 보다 더욱 주요한 행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

다(Griffin et al., 2007; Pulakos, Arad, Donovan, & Plaondon, 2000).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1980년 전후에서부터 지

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효과성과 중요성을 모두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리

더십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Wang, Oh, Coutight,

& Colbert, 2011; Dinh, Lord, Gardner, Meuser, Liden, & Hu, 2014). 실

제로 양적으로도 많은 수의 질적/양적 연구들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Judge & Piccolo, 2004; Hiller, DeChurch, Murase, &

Doty, 2011; Bono & Judge, 2004; Leong & Fischer, 2011). 변혁적 리더

십은 Burns(1978)에 의해 제기되었고, Bass(1985)에 의해 발전된 이론으

로 transforming leadership이란 이름으로 명명되다가 Bass(1985)에 의

해 지금의 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변

혁적 리더십의 효과성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리더와 구성원 간에서 구

성원의 태도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동기부여를 높이게 하여



- 3 -

집단 수준에서의 성과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조

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매우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 수준에서 대외

경쟁력 향상에 매우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Dumdum, Lowe, & Avolio, 2002; Wang et al., 2011). 변혁적 리더는 변

화되는 환경 속에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질적으로 동기부여 할 것을 요

구한다(Bass, 1985).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에서 구성원에게 주어

진 또는 기대하는 목표 이상의 결과를 달성하게 하는데 영향력을 발휘

하는 힘이라고 개념화하였다(Kuhnert & Lewis, 1987; Tepper & Percy,

1994; Judge & Piccolo, 2004). 이처럼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내면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이를 기반으로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개인의 성장과 성과 달성을 이루어 내게 하는 리더십으로 설명할 수 있

다(김병호·신호철, 2018).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성으로 볼 때, 구

성원의 자발성, 혁신성, 도전성, 창의성을 발휘하여 개인, 집단, 그리고

조직 전체의 성과향상을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론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대에 적합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성원들의 성과를 기대이상으

로 달성하게 하는 데 리더십 개발의 목적이 있다고 할 때, 성과에 대한

개념이 발전하고 있다. 성과에 대한 개념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내 개인들의 행동이나 산출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Campbell, 1990;

Viswesvaran & Ones, 2000). 대표적으로는 과업성과(task performance)

와 맥락적 성과(contextual performance)로 구분하는데 최근에 적응성과

(adaptive performance)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Griffin et al., 2007). 그

리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성원에

게 요구되는 성과요인으로 적응성과 개념이 중요시 되고 있다(Pulakos

et al., 2000).

적응성과는 불확실한 환경이나 변화상황,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

경 하에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창의적이고 기존 방식과는 다

른 새로운 효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행동과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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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지는 결과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Dalal, Bhave, & Fiset, 2014;

Rotundo & Sackett, 2002). 즉, 적응성과는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

으로 적응력을 꼽고, 이러한 적응력을 기반으로 얻어지는 성과 개념인

것이다(Allworth & Hesketh, 1999; Griffin & Hesketh, 2003; Ployhart

& Blies, 2006; Pulakos et al., 2000; Shoss, Witt, & Vera, 2012). 이처

럼 적응성과는 구성원들의 변화지향 행동(change-oriented behavior)인

적응수행의 형태로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Griffin et al., 2007). 결국 본

인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항상 새로운 것

을 습득하고자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업무 관련 또는 비 관련자들과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행위로 표현된다.

미래에 달성할 뚜렷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구성원 개개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우며, 항상 새로운 것을 찾거나

새롭게 시도하도록 자극을 주는 변혁적 리더와 변화와 예측 불가한 환

경 속에서 적응력을 높이려는 구성원 간에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

다고 판단된다(박소희, 2016; 2018). 즉, 이미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

의 직무만족, 몰입, 상사 만족 및 업무 성과와 더불어 창의성, 맥락적 성

과,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혁신 지향적이며 변화추구 행동을 일으키게 하

는 주요 리더십으로 확인된 바가 있음이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Bass & Riggo, 2006; Wang et al., 2011). 하지만 둘 간의 직접적인 관

계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Park & Park, 2019). 실제 연구결과로

는 Charbonnier-Voirin, Akremi, & Vandenberghe(2010), 김병호·신호철

(2018), 박소희(2018, 2016), 배범수·노명화(2016), 김학수·배범수(2016),

정동섭·배범수·김학수(2014), 안주리·정진철(2013)이다. 그리고 변혁적 리

더십이 조절변수로 사용된 연구로는 홍아정·조윤성(2019), 안여명·유태용

(2010)의 연구가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두 변수간의 관

계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간과되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Jundt,

Shoss, & Huang, 2015; Moss, Dowling, & Callanan, 2009). 따라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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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적 리더십이 다양한 성과향상에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적응수행과의

관계성에 대한 실증 연구는 부족하다는 이유와 적응수행이라는 구성원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 이론이라고 하는 점이

두 변수간의 관계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

다. 바로 이 점이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새롭게 부각되는 성과 개념인 적응성과를 향

상시킬 수 있는 변혁적 리더의 특성을 찾아내는 것으로 학문적 의의와

실무적 의의가 동시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적응수행을 향상시키는 선행요인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설정하여 관계

를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연구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변혁적 리더

십이 적응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메카니즘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다. Park & Park(2019)은 과거 적응수행 관련 선행변수들이 개인의 특

성, 리더십, 조직특성 등을 확인하였지만 단순히 두 변수간의 관계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것을 지적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 과

정을 밝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현대인이

추구하는 행복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즉, 조직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어떻게 리더십과 성과 간에 작용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현대인

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려고 한다. 일반적인 행복은 주관적 웰빙으로, 쾌

락주의적 웰빙(hedonic psychologiy)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행복을 극

대화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Kahneman, Diener, & Schwarz, 1999). 반

면 조직 행동론에서는 행복을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 개

념으로 설명하는데, 심리적 웰빙은 자아실현적 웰빙(eudiamonia

psychology)으로 참된 잠재능력을 발견하여 이를 통해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경험을 맛본 상태라고 정의한다(Ryff, 1989; Ryff & Keyes,

1995). 심리적 웰빙은 조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우정원·홍혜

영, 2011), 이는 조직생활의 만족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직무성과 향상

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Fredrickson, 2001; 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Seligman, 2002; Wright & Cropanzano, 2000). 특히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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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Seligman and Csikzentmihalyi, 2000)에서는 긍정적 감정을 경험

한 개개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더 활발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양보도 많이 하며, 협상상황에

서도 덜 경쟁적으로 협력적인 자세를 보인다. 또한 개인이 갖는 긍정적

감정, 정서는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과 창의성(creativity)을

증진시킨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 감정이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은 창의적이고 협력적이며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성과

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무형식학습이 조직몰입에 영

향을 미치는 관계를 밝ㅎ는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같은 긍정정서 변수

의 매개효과가 입증되기도 하였다(조준·윤동열·한승현, 2018; 조준·윤동

열, 2015).

긍정 정서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보이는 태도가 심리적 웰빙

(psychological well-being)이다. 심리적 웰빙이 고조된 구성원들은 목적

의식이 뚜렷하고, 자율성과 성장을 추구하며, 자아실현에 대한 수용정도

가 매우 높고, 조직이 처한 변화상황을 보다 열정적으로 극복해 나가며

긍정적 관계를 맺는다(Robertson & Flint-Tayor, 2009). 심리적 웰빙을

경험한 구성원은 조직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수행에 더욱 더 효과적

으로 대응한다(Wright & Hobfoll, 2004). 또한 자신의 성장과 삶의 목적

과 의미를 중시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조직에서 스스로의 가치있는 활

동을 하고 인정을 받음으로써 심리적 웰빙을 실현한다(최우재·조윤형,

2013). 조직 구성원들의 변화지향행동을 보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심

리적 웰빙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성장을 추구하는 행동이나 조직이 처한 상황 특히 변화상황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는 태도는 적응수행이나 선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웰빙 개념이 적응수행을 높일 수 있는 선행

변수인 변혁적 리더십과의 사이에서 어떤 과정으로 연결되는지를 파악

하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연구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목적은 상황변수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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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사가 변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 구성원의 적응수행 정도가 높

아질 것이라는 핵심가설을 설정하여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구성

원의 높은 수준의 심리적 웰빙 상태는 구성원의 적응수행 정도를 높일

것이라는 가설도 확인할 것이다. 이런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 더욱 강화

될지, 아니면 약화될 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황변수로 개인-환

경(조직, 직무, 상사) 적합성을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조직 구성원의 적응수행 행동이 보다 활발하게 발휘되기 위해 필요한

상황을 찾기 위해 조직 구성원과 환경(조직, 직무, 상사)과의 적합도

(person-environment fit)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변혁

적 리더십과 적응수행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연구가 있었다(김병호·신호

철, 2018). 심리적 웰빙이 성숙된 구성원이 조직과 직무, 그리고 상사와

의 적합도가 높을 때, 보다 적응수행 행동이 활발해 질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한 것이다. 이때, 환경요인인 조직, 직무, 그리고 상사에 대해 구성

원이 인식하는 적합성 정도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3개 하위요인을 구분

하여 각각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기업은 생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경쟁

력을 확보한 조직으로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구성원의 적응수행 행동과 같은 변화지향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개인적 요인으로 심리적 웰빙을 설정하여 그 관계와 영향력,

그리고 메카니즘을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상황요인으로 구성원

개인과 조직, 직무, 그리고 상사와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정도의 조절효

과를 파악하여 그 관계성과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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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제1절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변혁적 리더십은 Weber, Downton(1973)에 의해 언급되었고,

Burns(1978)에 의해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transforming leadership이란 명칭으로 소개되었다. 이후

Bass(1985)의 저서(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에

서 transformational leadership으로 용어변경을 하면서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Wang,

Oh, Coutight, & Colbert, 2011; Dinh, Lord, Gardner, Meuser Liden, &

Hu, 2014). 그리고 기존의 리더십과는 다르게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다가가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기부여 하여 조직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측면에서 요즘의 경영환경에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Howell & Avolio, 1993; Keller,

1992; Podsakoff, MacKenzie, Moorman, and Fetter, 1990). 특히 Lord

외(2017)는 지난 100여 년간의 리더십 관련 논문을 정리한 연구에서

1999년 이후를 세 번째 단계로 구분하면서 그 핵심 리더십 이론을 변혁

적 리더십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Dinh 외(2014)는 2000년 이후 가장

많이 연구된 리더십 주제가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였다.

변혁적 리더는 추종자들에게 자신만의 이익을 뛰어넘어 집단 공동의

이익을 위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Avolio &

Yammarino, 2002; Bass, 1985; Burns, 1978). 변혁적 리더십은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에 추종자들의 신념이나 가치관, 욕구수준을 높은 수준

으로 변화시켜 추가적인 노력을 하게함으로 조직이 기대하는 명시적 수

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리더로 개념화하였다(이은국·박운정·김

정훈, 2015). 변혁적 리더십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1980년대 이후부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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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기 시작한 경제 환경, 조직 환경, 그리고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와 기업의 글로벌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기업

이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리더십 이론을 뛰어넘는, 부하직원

들의 내면적인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었다(Bass,

1985).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연구자들은 변혁적 리더십을 리더가 부

하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별적 이익을 초월하여 조직이나 집단의 이

익을 우선시 하도록 유도하고 변화에 대처토록 하며,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동기부여 시키는 과정으로 개념화하였다(Bass, 1985; Judge

& Piccolo, 2004).

Yukl(2004)은 기존 리더십이 과업(task)과 관계(relation)라는 두 축으

로만 연구되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변화(change)를 또 다른 한 축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 변혁적 리더

십은 구성원의 태도변화로 부터 행동변화(예; 외부환경 모니터링, 새로

운 비전이나 혁신적 전략 제안, 혁신적 사고 격려, 변화에 필요한 위험

감수 행동)에 이르게 하는, 변화를 지향하고 행동에 초점을 둔 리더십

(change-oriented behavior leadership)이라고 할 수 있다(Yukl et al.,

2002).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추종자들에게 조직의 목표를 자신의 것

으로 인식하게 하여 그들의 가치관, 욕구와 신념을 높은 수준으로 변화

시켜 조직이 바라는 것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

(Bass, 1998). 또한 변혁적 리더는 조직이 지향하는 비전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리더가 창출한 비전을 조직 구성원들과 공유하여 이에 몰입하도

록 유도한다(Avolio, 1999). 변혁적 리더는 합리적인 유인책으로 부하들

의 적절한 업무행동과 교환하는 성과창출 방식을 뛰어 넘어, 부하들이

개인의 이기를 버리고 조직의 보다 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

도록 몰입을 유도하여 탁월한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Bass, 1985; 채주석 외, 2011).

변혁적 리더십은 정의와 진실성과 같이 개인의 깊은 가치체계를 기반

으로 실행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가치는 협상 또는 교환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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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대 가치로 간주한다(Bass, 1985; Burns, 1978). 따라서 합리적 과정

이나 교환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리더십과는 다르게 변혁적

리더십은 감정, 가치관이나 상징적 행태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특

정 사건을 부하의 입장에서 의미 있도록 만드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한

다(이창원, 2005). 또한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의 목표와 가치를 변화시키

고, 자긍심을 심어주며, 개인적인 존중을 나타내는 한편 창의적 생각을

촉진시키고 영감을 제공함으로써 기대이상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리더

라고 개념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Kuhnert & Lewis, 1987; Tepper &

Percy, 1994).

변혁적 리더십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

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 비전은 매우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고 그 비전

에 조직원들을 몰입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Kim(2014). 그리고 오늘날 바람직한 리더는 안정적 환경 속에서 일상적

업무 향상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구성원들

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조직의 성과를 달성해 내는 변혁적 리

더를 강조하였다(최범호·정현우·류태모, 2015). 그리고 Dai 외(2013)는 결

국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에게 조직이 기대하는 목표 이상을 달

성하게하기 위한 동기부여이며 구성원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리더라고 할 수 있

다(함병우·고근영·전주성, 2017).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차원은 6요인(비전 정립 및 구체화, 모범적 모델

제시, 집단목표수용 촉진, 고성과 기대, 개별화된 지원, 지적자

극)(Avolio, Bass, & Jung, 1999), 5요인(카리스마, 이상적 영향력, 영감

적 동기부여, 지적자극, 개별배려), 4요인(이상적 영향력, 지적자극, 개별

적 배려, 영감적 동기부여), 3요인(카리스마,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으로

구분되고 있다(최병권 외, 2017). 이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4개의 하위차원으로 구분한 내용은, 이상적 영향력(idealized influence),

영감적 동기부여(inspirational motivation), 지적자극(intelle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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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ation), 그리고 개별적 배려(individual consideration)로 정리할 수

있다(Bass, 1985; Avolio et al., 1995).

이상적 영향력은 리더가 부하에게 비전과 사명감을 제공하고 부하로

부터 리더에 대한 동일시와 신뢰, 존경을 이끌어 내며(Shamir, House,

& Arthur, 1993; Van Knippenberg & Sitkin, 2013), 이는 리더가 관습

에 얽매임 없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을 보여 주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

을 초월함은 물론 개인적인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부하들에게 영향력

을 발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Bass & Avolio, 2000; Walumbwa,

Avolio, & Zhu, 2008). 영감적 동기부여는 감정적인 요소와 관련된 것으

로써(Bass, 1985), 리더가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 등을 분명히 하며 의지와 확신을 보여 주는 것

이고(Bass, 1999), 부하에게 높은 기대를 표현하고, 상징 등을 사용하여

부하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도록 고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Bass, 1985; 1990; 1999). 그리고 부하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열정과

격려, 그리고 높은 기대 표명과 상징을 사용한 자극 등을 통해 그들이

주도적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Bass & Avolio, 2000). 지적자극은 부하들이 기존의 문제를 새로운 시

각으로 접근함으로써 혁신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

는 것이며, 리더가 부하들로 하여금 많은 지식획득을 하도록 장려하고,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색다른 관점에서 하도록 이끌며, 문제의 해결방법에

있어서도 진부한 틀을 벗어나 창의적이며 참신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유

도하는 차원을 의미한다(Walumbwa et al., 2008; Zhu, Avolio, &

Walumbwa, 2009). 마지막으로 개별적 배려는 부하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부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와 조언을 해 주는 것을 의미한

다(Bass, 1985; 1990; 1999). 그리고 부하들을 일대 일로 대면하면서 그

들의 개인적인 욕구와 능력, 장단점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그들이 더욱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끔 잠재력을 개발해 주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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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umbwa et al., 2008).

Hiller 외(2011)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의 직접 효과를 설명하는 결과

변수는 효과성, 태도, 행동, 인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리더십

발휘에 따른 구성원의 태도(예: 조직몰입, 만족, 자긍심 등)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조직지원인식 등의 인지변수, 매출액

증대나 시장점유율과 같은 가시적 성과변수, 그리고 리더에 대한 만족도

와 같은 리더 효과성 변수가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반면 구성원의 감정

을 다루거나 이직율과 같은 자기보고행동 변수를 조사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적었다. 그리고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역할 외 행동을 결과변수로

하는 연구도 의외로 적었다.

변혁적 리더십이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연구한 매개효과

연구로는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긍정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구성원

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리더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결

과를 확인한 연구(Avolio et al., 2004; Horetmeier, Boer, Homan, &

Voelpei, 2016)와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절차공

정성, 신뢰와 만족, LMX, 그리고 긍정적 감정이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연구(Pillai et al., 1999; Podsakoff et al., 1990; Wang et al., 2005; Tsai,

Chen, & Cheng, 2009), 그리고 핵심직무특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

과업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연구(Piccolo & Colquitt, 2006)가 있다. 그리고

상황과 조건에 따른 결과변수의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는 조절효과 연구

는 부하의 혁신행동을 향상시키는 것은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높을 경우 더더욱 높아진다는 연구(Pieterse, Van Knippenberg,

Schippers, & Stam, 2010) 등 변혁적 리더십과 성과변수 간에 매개변수

확인연구와 조절변수 확인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변형적·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다(이덕로,

1994). 이후 다양한 연구주제들이 다루어졌다. 첫째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 성과(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등) 및

혁신성과(혁신적, 창의적 행동 등)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둘째는 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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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리더십의 하위구성요인별 효과성을 비교하는 연구, 셋째는 변혁적 리

더십과 결과변수 간에 과정과 상황적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였다. 이러한

연구에 더하여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연

구도 있다(이임정·윤관호, 2007; 박오수·고동운, 2009; Yukl, 2004). 즉,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인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에 변화지

향성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김동주·양봉희, 2011). 이는 그동안의

리더십이 관계지향성과 과업지향성이라는 두 축으로 연구되었다는 한계

점을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Yukl et al., 2002).

변혁적 리더십은 추종자들에게 기대이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리더다. 하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에 대한 규명은 분명치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성과라 함은 첫째, 구성원에게 명시적으로 제시

된 업무수행에서의 성과인 과업성과(task performance), 주어진 업무 외

적으로 조직성과 달성을 위해 역할 외적인 행동으로 얻어지는 맥락적

성과(contextual performance), 변화와 혁신, 그리고 창의적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 창의적 성과(creative & innovative performance), 그리고 새로

운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해 나가면서 달성하는 적응성과(adaptive

performance)로 할 수 있다(Motowidlo, S. J., & Van Scotter, J. R.,

1994). 변혁적 리더십은 이와 같은 모든 성과를 창출하는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혁적 리더는 업무에 의미를 부

여하고 직원이 이 를 자신의 가치와 연결시키고 직원 자신의 업무에 스

스로 몰두하도록 도우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Bono &

Judge, 2004). 이러한 업무 몰입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직원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적으로 덜 경험할 수 있

을 것이다(Charbonnier-Voirin, Akremi, & Vandenberghe, 2010). 결국

변화하는 환경에서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변

혁적 리더는 부하들로 하여금 조직의 변화 및 새로운 상황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고 변화되는 상황에서 더 적응적으로 동기화

될 수 있다(Griffin et al., 2007). 이상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선행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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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홍아정·조윤성
(2019)

직무몰입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조)
조직변화준비도

김병호·신호철
(2018)

변혁적 리더십 적응성과 개인-환경 적합성

기해란 외
(2018)

변혁적 리더십 집단 성과인식
지식공유(조)

부하자기중심성(매)

박종근·김용근
(2018)

그룹 초점
변혁적 리더십

팀 혁신성

인지된 조직내 팀위상
팀의 심리적 안정감 분위기(조)

개인초점 변혁적리더십의
상이성(매)

양재완
(2018)

Incivility Knowledge Sharing
Teamwork(매)

변혁적 리더십(조)

강리경·김선혁
(2017)

변혁적 리더십
직무스트레스

조직냉소주의 심리적 계약위반(매)

고정연 외
(2017)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조직성과 탐험적/활용적 혁신(매)

오현아·정재삼
(2017)

진성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잡 크래프팅
긍정심리자본
조직동일시(매)

원문희·문재승
(2017)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정서적 조직몰입
직무만족

윤성두·김문중
(2017)

변혁적 리더십
감성지능(매)
자기효능감(조)

직무성과

지성호
(2017)

기본심리욕구 역할행동 변혁적 리더십(조)

이현호 외
(2017)

감성적
인텔리전스

조직시민행동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조)

권석균 외
(2016)

변혁적 리더십
핵심직무특성

성과행동 자발적 동기(매)

배재윤·신제구
(2016)

변혁적 리더십 잡 크래프팅
조직동일시(매)
조직공정성(조)

오승희·권석균
(2016)

변혁적 리더십 조직효과성(창의행동) 직무정서(매)

양동민·김은희
(2016)

변혁적 리더십
조직몰입
직무성과

조직시민행동
한일문화(조)

조윤희 외
(2015)

변혁적 리더십
Team efficacy

Collective responsibility
공유된 변혁적 리더십

김수겸·홍남선
(2015)

변혁적 리더십
진성 리더십

직무만족
혁신행동
생산성

CEO신뢰(매)
LMX

근속기간(조)

최범호 외
(2015)

변혁적 리더십 혁신행동 셀프 리더십(매)

한봉주
(2015)

변혁적 리더십
진성 리더십

조직몰입
(정서/규범/지속)

LMX(매)

류정란·주규하
(2014)

변혁적 리더십 창의성 동료협력/지원(매)

<표 1>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선행연구

정리하면 아래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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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김학수 외
(2013)

변혁적 리더십 팀 혁신성과 팀 심리적 안전풍토(조)

양동민·심덕섭
(2013)

변혁적 리더십
역할행동

조직시민행동
혁신행동

개인적 동일시
사회적 동일시(매)

고수일
(2011)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혁신행동
목표지향성(매)

(학습목표/성과목표)

김동주·양봉희
(2011)

확장된
변혁적 리더십

조직몰입
창의적행동

이경근·박성수
(2010)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역할외행동
동일화기반신뢰
계산기반신뢰(매)

최석봉 외
(2010)

변혁적 리더십 혁신행동
학습지향성
조직몰입(매)

지경이·김정원
(2010)

변혁적 리더십
조직문화

직무만족 자기효능감(조)

이종법 외
(2009)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혁신행동 임파워먼트(매)

채순화 외
(2007)

변혁적 리더십
조직몰입

(정서/규범/지속)
심리적 임파워먼트(매)

윤대혁·정순태
(2006)

변혁적 리더십
조직시민행동
혁신행동

조직공정성(조)

권석균·이춘우
(2004)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리더 신뢰
(계산/지식/동일화)

Isabel et al
(2019)

Transformational
Leadership

Job Performance
OCBO

Work Engagement(매)
Org. Identification(매)

Herman et al
(2018)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mployee creativity
Persoal control

Creative personality

Wang et al
(2018)

Transformational
Leadership

Follower Creativity
Follower Identification(조)
Perceived Org. Support(매)

Han et al
(2016)

Transformational
Leadership

Knowledge sharing
empowerment, commitment,
citizenship behavior(매)

Hartog and
Belschak
(2012)

Transformational
Leadership

Proactive Behavior
Autonomy(조)

Breadth Self-efficacy(조)

Grant
(2012)

Transformational
Leadership

Follower Performance
Beneficialy contact

Perceived prosocial impact
Psychological empowerment

Wang et al
(2012)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ask performance
Contextual performance

individual / team level

Charbonnier-
Voirin et al

(2010)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daptive performance Climate for innovation

Gong et al
(2009)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mployee job
performance

Employee creativity
Employee learning orientation

Colbert et al
(2008)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 performance
Goal importance
congruence(조)

Eisenbeiss
(2008)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eam innovation
Support for innovation(매)
Climate for excellence(조)

Wang et al
(2005)

Transformational
Leadership

LMX
Task performance

O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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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적응수행(Adaptive Performance)

오늘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혁신 및 변화로 인하여 조직 구성

원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신속한 적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Pulakos et al., 2000). 조직 구성원들에게 필요로 하는

전문성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지식, 기술

또는 다른 여러 특성들을 수정, 보완하는 능력 (Schmidt et al., 1992)이

다. 적응성은 직무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목표달성을 위한 직무수행

행동을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한태영, 2005, 2008). 이와 같이 조직구성

원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적응성이 통합적으로 직무성과에 반영된 개

념이 적응적 수행성과(adaptive performance)이다(Pulakos et al., 2000).

이러한 경영환경 속에서 조직(기업)과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요구되는 능

력은 뛰어난 학습능력, 위기상황 대처능력, 그리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Charbonnier-Voirin & Roussel, 2012) 등을 포함해서 과거 경영환경에

필요한 능력과 비교하여 적응수행능력이라는 개념을 언급하게 되었다

(Allworth & Hesketh, 1999; Griffin et al., 2007; Pulakos et al., 2000).

이와 같은 개념의 적응수행능력을 보이는 구성원들과 그들로 이루어진

조직은 궁극적으로 과거에 성공요인으로 인정되었던 능력과 기술들을 뛰

어넘는 경쟁력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LePine, Colquitt, & Erez,

2000).

적응수행능력을 갖춘 구성원들이 조직에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

다는 연구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개인차원에서는 자신의 업무역량

을 확대하거나 자신의 경력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Griffin et al., 2007; Shoss, Witt, & Vera, 2012), 조직차원에서는 조직

학습이나 관리변화를 이끌어 고객의 요구를 기대이상으로 만족시켜주었

다고 한다(Dorsey, Cortina, & Luchman, 2010). 적응수행의 개념에는, 미

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인지 또는 감지하여 미리 행동하는 선제적

(proactive) 적응수행과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거나

개선해 나가는 반응적(reactive) 적응수행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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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ffin & Hesketh, 2003; Jundt, Shoss, & Huang, 2015). 앞서 언급한

적극적 적응수행은 선제적 행동 개념과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조직의

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두 개념을 합하여 대표적인 변화

지향행동(change-oriented behavior)으로 설명하고 있다(Griffin et al.,

2007). 변화지향행동에는 두 개념 외에 심리적 임파워먼트(Spreitzer,

1995), 조직시민행동(Organ, 1988), 잡 크래프팅(Berg, Wrzesniewski, &

Dutton, 2010; Wrzesniewski & Dutton, 2001) 등의 개념도 포함될 수

있다(Ghitulescu, 2013).

적응수행은 직무수행에 결과에 대한 성과로서의 적응성을 강조한다.

즉, 직무수행 내용이 어떤 이유로든지 변하였을 때 그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여 성과를 달성해 내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적응성은 교

육·훈련과 매우 밀접하다. 그 이유는 변화된 환경에서 목적한 결과를 도

출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knowledge)과 기술(skill)을 습득하고,

직무에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Ployhart &

Bliese, 2006). 그래서 초창기 적응수행에 관한 연구는 적응수행을 학습

능력과 관련지어 정의하였다. Allworth & Hesketh(1999)는 여러 직무에

서 요구하는 변화상황을 극복하는 능력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Mumford 등(1993)은 확실하게 정의되지 않은 환

경이나 새롭고 복잡한 환경에서 개개인이 일상적이지 않거나 새로운 과

제를 다루기 위해 과거의 학습내용을 무시하고 새로운 학습을 통해 새

로운 틀을 수립하는 행동으로, London & Mone(1999)은 새로운 학습 경

험에 대한 자기 관리의 숙련정도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 후에는 학습과 연관 짓기보다는 조직 내 개인의 행동

에 초점을 맞춰 정의하기 시작 하였다. Pulakos 등(2000)은 적응수행을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

고, Chen(2001)은 직무 환경 내에서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문제나 새

로운 문제에 의해 발생되는 직무요구와 본인 자신의 성과창출 행동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결합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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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hart & Blises(2006)는 다양한 직무요건, 사회적 특성, 그리고 환경

적 특징에 대하여 혁신을 하거나 변화하려는 개인의 역량, 스킬, 성향,

주도성으로 정의하였고, Shoss 등(2012)은 변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층

발전된 능력을 발휘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

은 정의를 정리해 볼 때, 첫째, 새롭고 예상치 못한 환경적 상황에서 요

구되며, 둘째, 변화하는 직무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역할하려는 능력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

다.

Baard, Rench, & Kozlowski(2014)는 27개 연구물을 중심으로

adaptability, adaptive behavior, adaptation, adaptive environments,

adaptive decision making, adaptation 등의 개념과 같이 adaptive

performance의 개념 정의를 정리하였고, Park and Park(2019)은 13개

연구물을 통해 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중심으로 특징적인 정의를 설

명하면, 개인차원에서의 적응수행은 변화된 직무요구와 관련한 성과를

창출해 내는 행동(Griffin & Hesketh, 2003, 2004, 2005)이라고 하였고,

환경이나 사건과 새로운 상황이 요구하는 상황에 접했을 때, 나타나는

개인차원의 효과적 행동이라고 하였다(Johnson, 2001). 어떤 상황이나

환경, 사건에 대응하는 반응행동이라고 하였고(Stokes, Schneider, &

Lyons, 2010),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얻어내거나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해

취하는 리더의 변화된 행동이라고도 하였다(Tucker & Gunther, 2009).

그리고 Jundt와 동료들은(2015)는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변화에 반응하

거나 선제적 행동을 보이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팀 차원에서

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팀 차원에서의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하

였다(Klein & Pierce, 2001).

적응수행 모형은 Campbell과 동료들에(1993) 의해 제시된 직무성과

모형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Pulakos et al., 2000). 적응수행에 대한 하

위요소는 Pulakos와 동료들이(2000) 제시한 8개 하위요소가 있고, 이후

Charbonnier-Voirin과 Roussel이(2012) 제시한 5개 하위요소가 있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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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소 요소 정의

Handling

emergencies or

crisis situations

위급상황, 위험상황, 그리고 위기상황에서 적절히 그리고 긴급하게 대응

할 수 있는 능력. 위험이나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로인해 발생될 수 있는 영향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당면한

상황에 초점을 둔 상태에서 감정을 통제하거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

는 능력.

Handling work

stress

어려운 상황이나 매우 까다로운 작업량 또는 일정에 직면했을 때 침착

하고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예상치 못한 뉴스나 상황에 과민하

게 반응하지 않고, 타인을 탓하기 보다는 건설적인 해결책으로 노력을

유도하여 좌절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Solving problems

creatively

복잡한 영역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문제를 다각도

로 살펴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내는 능력. 때로는 관련 없어 보이는 정보

를 통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책을 개발하는 능력

Dealing with

uncertain

and unpredictable

work situations

예측 불가능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의 사고나 행

동을 기꺼이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계획, 목표, 행동 또는 우선순위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

Learning work

tasks,

technologies, and

procedures

작업 수행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기술을 배우려는 열정. 지식과 기술을 최

신 상태로 유지하고; 새로운 방법 또는 이전에 학습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

는 방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작업 프로세스

및 절차에 적응하고; 작업 수요 변화 예측 및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스스로

과제 수행이나 교육에 참여하여 작업성과 결함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

<표 2> 적응수행의 8 하위요소

저 Pulakos와 동료들(2000)의 하위요소는 아래 <표 2>에서 제시한 것처

럼, (1)위기상황관리(위험한 상황에서 적절히 그리고 단호히 반응하는

행위), (2)업무 스트레스 관리(직무 스트레스 하에서 평온을 유지하며,

좌절을 극복하는 행위), (3)창의적 문제해결(정의되어지지 않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4)불확실성과 예측불능상황 관리(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처리, 조정하고, 관점을 이동시키며, 이성적 행위를 취하는 행동),

(5)새로운 과업/기술/절차에 대한 학습(미래 직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배우는 행위), (6)대인관계 적응성(새로

운 팀, 동료, 고객과 일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인관계 스타일을

조정하는 행위), (7)문화적 적응성(다른 문화에서 새로운 언어, 가치, 전

통, 정책에 대한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행위)과 (8)물리적 적응성

(다양한 물리적 요건에 자신의 상태를 적응시키는 행위)이다. 그리고

Charbonnier-Voirin과 Roussel(2012)이 제시한 하위요소는 (1)창의성,

(2)위기상황이나 불확실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3)대인관계 적응성, (4)

학습노력과 (5)직무스트레스 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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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소 요소 정의

Demonstrating

interpersonal

adaptability

다른 사람들을 상대 할 때 유연하고; 타인의 견해와 의견을 경청하고 고

려하며 적절할 때 자신의 견해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 개방적이고 업무

에 관한 부정적인 또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매우 다양한 성

격의 소유자들과도 효과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

들의 행동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 주며 설득할 수 있고, 나 자신

의 행동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Demonstrating

cultural

adaptability

다른 그룹, 조직 또는 문화 속에서 분위기, 목표(방향), 요구사항 및 가

치관을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서로 다른 가치관, 관습, 문화

를 잘 통합하고 또한 그런 통합되는 행위에 거부감이 없으며, 타인의 가

치와 관습에 존중을 보이거나 필요시 행동을 조정하기도 하는 태도. 자

신의 행동의 함의를 이해하고 다른 그룹, 조직 또는 문화와 긍정적인 관

계를 유지하기 위해 접근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Demonstrating

physically oriented

adaptability

극심한 열, 습기, 추위 또는 더러움과 같은 열악한 환경 상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격하고 까다로운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자주 본인 스스로

를 육체적으로 밀어붙이고; 체중과 근력을 조절하거나 직업에 필요한 실

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능력.

적응수행 관련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최우재· 조윤

형, 2010). 첫 번째는 다른 성과개념(task performance, contextual

performance)과의 차이를 개념적으로든 실증적으로든 밝히는 연구들이

있다(Allworth & Hesketh, 1999; Griffin et al., 2007; Johnson, 2001;

Shoss et al., 2012). 두 번째로는 다양한 실증연구들에서는 개인차원의

선행요인들을 찾아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e.g., Griffin &

Hesketh, 2003; LePine et al., 2000; Stewart & Nandkeolyar, 2006). 마

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학습관점에서의 연구들도 있다(e.g., Bell &

Kozlowski, 2002; Joung, et al., 2006; 배을규·박상오, 2018; 박소희,

2016; 정동섭 외, 2014). 이는 초기 적응수행에 대한 연구자들은 학습관

점으로 정의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적응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직무특성, 그리고 집단과 조직특

성을 밝히려는 연구와 이들 특성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있었다.(Park & Park, 2019). 개인특성 연구에서는 Big 5 성격(김천석·유

태용, 2005; 박소희, 2016) 중 개방성(Griffin & Hesketh, 2003; Le Pine

et al., 2000; Naami, Behzadi, Parisa, & Charkhabi, 2014; Neal, Yeo,

Koy, & Xiao, 2012; Pulakos et al. 2002), 정서적 안정성(Huang, R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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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매개/조절변수 결과변수

김병호·신호철
(2018)

변혁적 리더십 개인-환경 적합성(조) 적응성과

박소희
(2018)

조직혁신풍토
변혁적 리더십

주도성(조) 적응수행

배을규·박상오
(2018)

무형식학습 학습민첩성(매)
적응성과
과업성과

이정미 외
(2018)

일과 생활 균형 지각 적응적 행동 잡 크래프팅

이지영·이희수
(2018)

직무 도전성
성장기회

경력내 통제소재
경력역량(조)

적응수행

<표 3> 적응수행(Adaptive performance)의 선행연구

& Zabel, 2014; Naami et al., 2014; Neal et al., 2012), 성실성(예:

Griffin & Hesketh, 2005; LePine et al., 2000; Neal et al., 2012; Zhang,

Zhou, Zhang, & Chen, 2012), 외향성(예: Huang et al., 2014; Neal et

al., 2012)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고, 인지적 능력(LePine et al.,

2000; Pulakos et al., 2002)과 셀프리더십, 자기통제력도 적응수행에 미

치는 개인특성으로 연구되었다. 직무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자율성, 업무 불확실성, 역할변화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집단특성으로는 동료 및 상사의 지원(Chiaburu, Lorinkova, &

Van Dyne, 2013)과 팀 학습 풍토(Han and Williams, 2008), 그리고 변

혁적 리더십(Charbonnier-Voirin et al., 2010; 박소희, 2018, 2016; 김병

호·신호철, 2018; 배범수·노명화, 2016; 정동섭 외, 2014; 안주리·정진철,

2013)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고, 조직특성으로는 조직혁신풍토

(Charbonnier-Voirin et al., 2010; 박소희, 2018)와 학습조직(Kanten et

al., 2015)이 선행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대부분은 개인특성을 적응수행의 선행요인으로 밝혀내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개인특성을 벗어난 맥락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Charbonnier-Voirin et al., 2010), 개인과 집단이나 조

직특성들이 어떤 상호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

이 현실이다(박소희, 2018).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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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매개/조절변수 결과변수

배규환·최우재
(2017)

조직 공정성 냉소주의(매) 적응수행

조윤형·최우재
(2017)

고용 가능성 심리적 웰빙 적응수행성과

강호철·이도화
(2016)

Big 5 긍정심리자본(조) 적응수행

김학수·배범수
(2016)

카리스마 리더십
팀효능감(조)
팀근속기간(매)

팀 적응성과

박소희
(2016)

변혁적 리더십 학습조직(매) 적응수행

박소희
(2016)

성격(Big 5) 적응수행

배범수 외
(2016)

LMX 긍정심리자본(조)
적응성과
과업성과

배범수·노명화
(2016)

변혁적 리더십 공유멘탈 모델(조) 적응성과

정의영·한태영
(2016)

유머 행동 직무탈진
적응성과

팀원 적응수행 기여

유태용
(2016)

성격
직무가공(매)

임파워링 리더십(조)
적응수행
과업수행

정동섭 외
(2014)

변혁적 리더십
팀 지식공유

개인지식 획득(조)
적응성과

김익택·백기복
(2013)

과업상호의존성 이슈리더십(조)
적응성과
과업성과

안주리·정진철
(2013)

변혁적 리더십
학습지향성
자기존중감

변화몰입(조) 적응수행

최우재·조윤형
(2013)

진성리더십 자기권능감
적응수행
심리적웰빙

배범수 외
(2012)

직무전문성
창의적 자기효능감

팀 공유멘탈모델(매) 적응성과

손향신·유태용
(2011)

성격
핵심자기평가

변화지향리더십(조)
변화몰입(매)

적응수행

한태영·차윤석
(2011)

과거 직무성과
성과코칭(조)
피드백환경

팀적응수행(매)
적응성과

안여명·유태용
(2010)

개인성격 자기효능감(조) 적응수행

유태용
(2010)

성격
피드백 추구(매)
목표설정(매)

사회적네트웍강도(조)
적응수행

최우재·조윤형
(2010)

학습목표성향
학습자기효능감

비공식적 일터학습(조) 적응수행

김태홍·한태영
(2009)

변화지향 리더십
학습목표성향

실책관리풍토(조)
적응성과

지속적 학습활동

박혜진·유태용
(2009)

참여적리더십
성취지향리더십
조직변화준비성

조직변화몰입(조)
변화지향성(매)

적응수행
조직변화지지행동

한태영
(2008)

성격(Big 5)
직무탈진

심리적 집합주의(조)
적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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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매개/조절변수 결과변수

유태용
(2006)

성격 직무수행

김천석·유태용
(2005)

정서지능, 인지능력, 성격 직무수행

한태영
(2005)

지속학습활동, 팀효능감
팀학습활동

적응수행

Park & Park
(2019)

Adaptive performance 개념 정립 및 선행변수 정리

Wihler et al
(2017)

Extraversion

social competency
climate for personal

initiative
Adaptive performance

Jundt et al
(2015) Individual adaptive performance in organizations : review

Kanten et al
(2015)

Organizational structure
Learning organization

Individual Adaptive
performance

Huang et al
(2014)

Personality Adaptive performance

Naami et al
(2014)

self-efficacy
neuroticism

openness to experience
Adaptive performance

Zhang et al
(2014)

Conscientiousness
Task, Contexture,

Adaptive performance

Chiaburu et al
(2013)

Org., Co-woker,
leader support

change oriented
citizenship

Neal et al
(2012) BIG 5

work role performance

Li & Huang
(2011)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daptive performance

Shoss et al
(2011)

Adaptive performance Task performance

Charbonnier-Vo
irin et al
(2010)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limate for

innovation(조)
Adaptive performance

Dorsey et al
(2010)

Adaptive performance
Adaptability
Citizenship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Han &
Williams (2008)

continuous learning(I)
team learning climate(T)

Adaptive performance

Griffin et al.
(2007)

Adaptive performance Career development

Griffin &
Hesketh
(2003)

openness to experience
self report adaptability

variables

Task performance
Adaptive performance

Bell &
Kozlowski
(2002) Adaptive guidance

Basic performance
Strategic performance

Pulakos et al
(2002)

past experience adapting
interest in adaptive situation

self-efficacy
Adaptive performance

LePine et al
(2000)

Adaptability

Cognitive ability
Conscientiousness

openness to
experience

Decision mak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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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경쟁과 성과에 압력을 받는 조직 구성원들

에게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Diener, 2000). 긍정심리학에서는 보통 행복이라고 말하는 주관적 웰빙

은 쾌락주의적 웰빙(hedonic psychologiy, Kahneman, Diener, &

Schwarz, 1999)으로 행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삶에 대한 만족, 긍정정서 극대화, 부

정정서 최소화로 정의된다(Diener, 198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반면 심리적 웰빙은 자아실현적 웰빙(eudiamonia psychology)으

로 참된 잠재능력을 발견하여 이를 통해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경험

을 맛본 상태라고 정의한다(Ryff, 1989; Ryff & Keyes, 1995). 이처럼

심리적 웰빙은 조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우정원·홍혜영,

2011), 이는 조직생활의 만족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직무성과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Fredrickson, 2001; 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Seligman, 2002; Wright & Cropanzano, 2000)는 점에서 조직행동

론 연구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Häusser, Mojzisch, Niesel, &

Schulz-Hardt, 2010; Ilies, Aw, & Pluut, 2015; Luthans, 2002).

긍정심리학(Seligman & Csikzentmihalyi, 2000)에서 출발한 심리적 웰

빙은 첫째, 시간변화에 안정적으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기분상승이나

감정상태의 변화와는 차이가 있다. 둘째, 일을 하는 조직구성원이 자기

자신에 대해 내리는 자기평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일시적 정서적 측

면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자아실현측면이 강하다. 이상의 세 가지 면에

서 다른 행복관련 변수와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김철영·박원우, 2017).

심리적 웰빙은 사람들이 누리는 일상의 행복 이상으로 사회적 행복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Menard & Brunet, 2010; Ryan & Deci, 2001). 김철

영·박원우(2017)에 따르면, 심리적 웰빙은 개념적으로는 하나의 용어로

수렴되지는 못했지만, 정서적 측면, 정신건강 측면, 그리고 자아실현 측

면으로 정의를 정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서측면에서 심리적 웰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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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감정이 존재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부재한 삶의 만족 상태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자신의 삶과 감정적인 반응

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 상태로 정의하였다(Diener, 1984). 또한 정신

건강측면에서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개인의 안정과 외부환경에의 적응

정도(임전옥·장성숙, 2003), 업무환경에서의 안전 경험과 적은 스트레스

에서 기인하는 정신적 건강함(Currie, 2001)이라고 정의하였다. 세 번째

로 자아실현 측면에서는 삶의 기회에 대한 개인의 참여와 그에 대한 종

합적인 평가(Keyes, Shmotkin, & Ryff, 2002), 업무환경에서의 공정성과

인간적 관계에 대한 양적, 질적 판단(Grant, Christianson, & Price,

2007)이라고 정의하였다. 심리적 웰빙은 주관적 웰빙과 구분되는 개념으

로(김정호, 2007; 조윤형, 2017). 심리적 웰빙을 개인의 경험에서 느끼는

주관적 지각으로 개인의 삶에 대한 총괄적 행복으로 보거나(Andrew

and Withey, 1976; McDowell and Newell, 1996), 주관적이면서 전반적

인 심리적 만족감으로 개인이 느끼는 인생에 대한 행복과 만족을 의미

하거나(Andrews and Robinson, 1991), 삶의 만족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평가로 정의하기도 한다(Diener, 1984, 2000; Baumgardner and

Crothers, 2008).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소를 Ryff & Keyes(1995)는 긍정적 기능과 잠

재능력 구현을 바탕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긍정적 평가(자기

수용 : self-acceptance),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 추구(개인적 성장:

personal development),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에 대한 믿음(삶의 목

적 : purpose in life),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유지(대인관계 : positive

relationship), 자신의 삶과 주변 환경과의 효과적 관리(환경지배력 :

environmental mastery), 자신의 가치(value)와 행동(behavior)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능력(자기결정력 : self-determination) 등 6개로 제시하였

다. 제시한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심리적 웰빙이 충만한 사람은 여러 특

징을 보인다(Ryff, 1989). 그들은 궁극적으로 추구할 인생의 목표를 가지

고 있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현재와 과거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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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자신의 행복뿐 아니라 타인의 행복에도

관심이 많고, 그들과 친밀감과 공감대 형성에 탁월하다. 자신이 세운 기

준이나 가치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해 나간다. 자신이 처한 환경

에 잘 적응하면서도 또한 환경을 자신이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도 한다. 지금까지의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노력하

는 등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를 보인

다.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는 조직의 정책이나 리더십 분

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성원 선발과 채용, 교육 및 훈련에 관심을 기

울이는 고성과작업시스템은 자율성과 연계성, 유능감을 만족시켜 구성원

의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Wright & Hobfoll, 2004;

Huang, Ahlstrom, Lee, Chen, & Hsieh(2016); Alfes, Shantz, & Truss,

2012; Peccei, 2004). 조직 공정성 측면에서 노력-보상 불균형은 심리적

웰빙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졌고(Calnan, Wainwright, & Almond,

2000; Rydstedt, Devereux, & Sverke, 2007; Van Yperen & Snijders,

2000), 윤리적 분위기(한주희·고민정, 2015), 조직 적합성이 높을수록 심

리적 웰빙이 높게 나타났다(Furnham & Schaeffer, 1984). 또한 구성원

개인차원에서는 희망,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회복탄력성 등의 긍정심리

자본이 많은 개인이 심리적 웰빙이 높게 나타났고(Avey, Luthans,

Smith, & Palmer, 2010; Culbertson, Fullagar, Mills, 2010; Luthans,

Youssef, Sweetman, Harms, 2013), 삶의 질 측정요인인 건강, 안전욕구,

경제와 가족의 욕구, 사회적 욕구, 효능감 욕구, 자아실현 욕구, 지식 욕

구가 충족될수록 심리적 웰빙이 높게 나타났고(Chan & Wyatt, 2007;

Rathi, 2009), 직장내 갈등상황(박상언, 2014)과 감정노동(김상표·이덕로,

2008)이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직에서

의 스트레스는 심리적 웰빙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bajide

& Akintayo, 2011). 이외에도 직무만족이나 감정지능, 조직 내 문화활동

등이 심리적 웰빙 수준을 높이는 선행변수로 보고되었다(Brunetto, T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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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cklock, & Farr-wharton, 2012; 하미경·윤동열, 2013). 그리고 직무특

성(이재원, 2015)과 조직특성(권미옥·이경탁, 2015)도 심리적 웰빙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심리적 웰빙의 결과변수는 다양하다. 우선 심리적 웰빙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창의적 문

제해결을 하려고 한다(Robertson & Flint-Taylor, 2009). 또한 이직의도

는 낮게 나타나고(Bygrave, 2011; Thompson & Prottas, 2006), 동료와

의 관계(이경애, 2010; Diener & Seligman, 2002)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ladow & Ray,

1986; Graham, Eggers, & Sukhtankar, 2004). 그리고 직무수행에서 높

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ropanzano & Wright, 1999;

Wright & Staw, 1999). 직무에 더욱 참여적으로 몰입하고(Brunetto et

al., 2012; Garg & Rastogi, 2009), 이타적 행동이나 헌신적 행동을 하는

조직시민행동을 활발히 실천한다(Alfes et al., 2012; Credé,

Chernyshenko, Stark, Dalal, & Bashshur, 2005; Donovan, 2000). 또한

심리적 웰빙이 높은 구성원은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성장욕구가 높으며,

자율성과 자아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조직에서의 만족한 생활을 영위하

여 결국 직무성과가 높다는 보고가 있다(Fredrickson, 2001;

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Seligman, 2002). 더불어 심리적

웰빙이 독립변수와 결과변수간의 과정을 알 수 있게 하는 매개변수로

작용되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으며(김해룡·김태수·김정자, 2015; 우정

원·홍혜영, 2011; 이유우·김효선·한주희, 2016; 조윤형·최우재, 2017), 직

무만족감이 직무성과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리적 웰빙이

관계성을 조절하는 연구도 있다(Wright, Cropanzano, & Bonett, 2007).

리더십행동은 그 자체로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ilbreath & Benson, 2004; Van Dierendonck, Haynes, Borrill, &

Stride, 2004). 변혁적 리더십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가장 많다. 리더의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 비전설정 및 이상적 영향력은 구성원들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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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김철영·박원우

(2017)
심리적 안녕 조직시민행동 팀 정서, 협력(매)

조윤형

(2017)
심리적 계약 위반

심리적웰빙

주관적웰빙
조직기반자긍심

조윤형·최우재

(2017)
고용가능성 적응적 수행성과 심리적 웰빙(매)

이유우 외

(2016)

상사, 동료의 비공식적

지원

가족친화제도 이용용이성

감정노동 심리적 웰빙(매)

권미옥·이경탁

(2015)
온라인 네트워크 이용 심리적웰빙 사회자본

김해룡 외

(2015)
동호회 활동만족 심리적 안녕 협력적 노사관계(매)

이재원

(2015)

대고객 상호작용과

관련된 직무특성

심리적 안녕

성과
감정규율전략(매)

한주희·고민정

(2015)
조직윤리풍토 웰빙

윤리적 행동(매)

윤리가치(조)

박상언

(2014)
직장-가정 갈등 감정노동 심리적 안녕(매)

정예지·김문주

(2013)
진성리더십

심리적 웰빙

팀 성과
팀 에너지(매)

<표 4>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의 선행연구

적 웰빙 수준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elloway, Weigand,

McKee, & Das, 2013; Nielsen & Munir, 2009). 진성리더십은 자기인식

과 자기규제를 통해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주고 있다(Toor &

Ofori, 2009; 최우재·조윤형, 2013; 정예지·김문주, 2013). 이 외에 자애적

리더십(Erkutlu & Chafra, 2014), 임파워링리더십(Joo, Park, & Lim,

2016), LMX(Epitropaki & Martin, 1999)가 구성원들의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폭력적 리더십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in, Wang, & Chen, 2013). 이처럼 다양한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과의 관계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하다고 여

겨지는 변혁적 리더십과의 관계를 밝히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심

리적 웰빙이 변혁적 리더십과 변화지향 행동과 연결된 결과변수를 매개,

또는 조절하는 연구는 더더욱 부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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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최우재·조윤형

(2013)
진성리더십

심리적웰빙

수행성과
자기권능감(매)

하미경·윤동열

(2013)
문화예술활동

삶의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자기효능감(조)

개방성(조)

우정원·홍혜영

(2011)
가족친화 조직분위기 조직몰입

심리적 안녕(매)

직장-가정갈등(매)

Huang et al

(2016)
HPWS

employee well-being

job involvement
employee well-being(매)

Joo et al

(2016)

Learning goal

orientation

Empowering leadership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ical

empowerment

Erkutlu &

Chafra (2014)
Etical leadership workplace bullying

Kelloway et al

(2013)

Positive leadership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mployee well-being
commitment

job satisfaction(매)

Alfes et al

(2012)
HPWS

Performance

well-being

OCB

turnover intentions

trust(조)

Brunetto et al

(2012)
emotional intellegence job satisfaction well-being

Avey et al

(2010)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mployee well-being

Nielsen &

Munir

(2009)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ffective well-being self-efficacy

Robertson &

Flint-Taylor

(2009)

Psychological

well-being

Creative problem

solving

Toor & Ofori

(2009)
Authenticty psychological well-being

contingent

self esteem

Chan & Wyatt

(2007)
negative affectivity general well-being QWL

Wright et al

(2007)
Job satisfaction Job performance Positive well-being(조)

Thompson &

Prottas

(2006)

formal & informal org.

support

job autonomy

well-being

turnover intentions

perceived control

Wright &

Hobfoll (2004)
HPWS

Psychological

well-being
Commitment(매)

Epitropaki &

Martin (1999)
LMX

Employee well-being

and work attitude

Furnham &

Schaeffer

(1984)

person-environment fit mental health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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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개인-환경 적합성(Person-Environment Fit)

조직 내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따

라 성과가 결정된다(성지영·박원우·윤석화, 2008). 개인이 접하는 환경은,

개인이 갖는 직업(vocation), 개인이 속한 조직(organization)이나 작업

그룹(work group), 그리고 팀, 개인이 맡은 담당 직무(job), 개인을 평가

하거나 지시하는 상사(supervisor), 그리고 특정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동료(peer)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Kristof-Brown, Zimmerman,

Johnson, & Henry, 2005). 이러한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환경과

개인이 서로 유사성을 갖고 있거나 환경과 개인이 쌍방의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때 적합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Kristof, 1996). 적합성이

높거나 강할 때, 개인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를 기반으로 구성원의 성

과가 높아 질 수 있다는 면에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성과 창출을

요구하는 현 시대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환경 적합성 연구는 health & stress 분야(Edwards & Cooper

1990), work adjustment 분야(Dawis & Lofquist, 1984), vocational

choice 분야(Holland, 1985), organizational culture 분야(Schneider,

1987)의 관련 이론들과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다. 특히 조직

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개인-환경 적합성 이론과 긴밀한 관계가 있

는데, 조직에서의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 간에 서로서로 분리되었을 때

발생한다기 보다는 적합성과 긴밀함 속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적합성은 개인과 환경 간의 적합성(congruence), 일치

성(match), 유사성(similarity), 조화(correspondence)로 정의되어 왔다

(Edwards & Shipp, 2007). 개인-환경 적합성 연구는 상호적합성

(supplementary fit)과 보완적합성(complementary fit)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Kristof, 1996; Muchinsky & Monahan, 1987). 즉, 개인이 환경 내

다른 개인과 유사한 특성을 서로 보충해 주거나 보유하고 있을 때 상호

적합성이 발생한다고 하였고(Muchinsky & Monahan, 1987), 개인이 속

한 환경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충족시키거나 부족한 것을 추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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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적합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Muchinsky & Monahan, 1987). 보완적

합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 환경이 원하는 요구(조

직이 원하는 방침, 사업목표, 가치, 규정이나 규칙, 해당직무가 요구하는

직무 지식, 기술 등, 그리고 직속 상사가 원하는 일하는 방식, 팀 목표

등)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합될 때 요구-능력

(demands-abilities fit) 적합성이 발생한다고 보고, 둘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요구(가치관, 인생목표, 삶의 철학, 업무스타일, 경력목표 등)를 환

경이 얼마나 잘 충족시켜줄 때 요구-공급(need-supplies fit) 적합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French, Caplan, & Harrison, 1982; Kristof,

1996).

개인-조직 적합성(person-organization fit)은 조직이라는 환경과 개인

관계에서 한쪽이든 양쪽이든에서 요구하는 것을 서로 제공할 수 있거나

(보완적합성 측면), 특성을 공유할 때(상호적합성 측면) 발생하는 적합성

이라고 할 수 있다(Kristof, 1996). 즉, 조직과 개인은 사명, 비전, 가치

(Chatman, 1989; Judge & Bretz, 1992), 목표(Vancouver, Millsap, &

Peters, 1994; Vancouver & Schmitt, 1991), 규칙이나 규정, 문화, 성격

유형과 조직분위기(Burke & Deszca, 1982; Ivancevich & Matteson,

1984), 임금체계(Cable & Judge, 1994), 고용(Bowen, Ledford &

Nathan, 1991), 유사매력도(Bretz, Ash, & Dreher, 1989) 등의 기본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유사하거나 서로 보충해 줄 때 상호적합성이

발생한다. 그리고 조직이 원하는 특성을 충분히 개인이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몰입, 노력이 있을 때 요구-능력 적합성이 발생하고, 개인의 요구에

대해 조직이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재무적, 물리적 환경을 제

공할 수 있을 때 요구-공급 적합성이 발생할 수 있다(Kristof, 1996). 개인

-직무 적합성(person-job fit)은 개인이 맡고 있는 해당 업무, 직무와 개

인 간의 적합성에 관한 것이다. 이를 구분하면 해당 직무가 직무담당자

인 개인에게 요구하는 사항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의 지식, 기술

포함한 능력이 적합한지를 보는 요구-능력 적합성과, 개인이 직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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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는 가치, 경력개발기회나 능력향상 기회, 급여증가나 승진기

회 포착 등에 대해 직무특성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요구-공급 적합성으

로 파악할 수 있다(Cable & DeRue, 2002; Edwards, 1991). 개인-상사

적합성(person-supervisor fit)은 개인과 환경의 관계를 2인 관계(dyadic

relationships)로 설정하고 수직관계인 직속 상사와 부하간의 적합성을

파악하는 정도(예, Adkins, Russel, & Werbel, 1994; Van Vianen, 2000)

이다. 이는 개인-집단 적합성(person-work group)의 한 부분

(Kristof-Brown et al., 2005)으로 개인-동료 적합성이 또 하나의 개인-

그룹 적합성(interpersonal compatibility)(Kristof, 1996; Werbel &

Gilliland, 1999)을 나타내는 정도이다. 환경차원에서 직속 상사의 특성으

로는 목표(Witt, 1998), 가치(Colbert, 2004), 성격(Schaubroeck & Lam,

2002) 간의 적합성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개인-환경 적합성을 측정하는 구분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Kristof, 1996). Kristof-Brown(1996)의 구분에서 첫째, 개인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환경과의 적합정도를 직접 질문하여 응답하게 하는 인지된 적

합성(perceived fit)과 둘째, 개인과 환경에 대해 각각 질문하고 이들을

비교하게 하는 주관적 적합성(subjective fit), 그리고 셋째, 개인과 제 3

자(직속상사나 임원)에게 질문하여 비교하는 객관적 적합성(objective

fit) 측정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본인 스스

로가 개인과 환경에 대해 판단을 근거로 하는 인지적 적합성을 사용하

고, 본 연구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

개인-환경 적합성에 대한 연구는 1990년 이후, 특히 2000년 이후에 급

속히 증가하였다(Van Vianen, 2018). 연구를 구분하면 크게 4가지 방향

으로 정리할 수 있다(조윤형·최우재, 2017). 첫째, 개념정립, 분석수준, 그

리고 측정에 관한 연구다(신유형, 2008; Cable & DeRue, 2002; Cable &

Edwards, 2004; Caldwell & O’Reilly Ⅲ, 1990; Edwards, 1991; Kristof,

1996; Lauver & Kristof-Brown, 2001; Muchinsky & Monahan, 1987).

둘째는 개인-환경 적합성이 태도(직무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 동기부



- 33 -

여, 웰빙 등)나 행위(조직시민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로 주로 결

과변수에 대한 연구들이다(강영순, 2012; 고영심·강영순, 2015; 최명옥·

유태용, 2005; 김성남·이규만, 2012; 김미희·신유형·문철우, 2012; 박원우·

고수경, 2006; 성지영 외, 2008; 신대훈·이지영·노명화, 2016; 심윤희·유태

용, 2009; 이인석·백종훈·전무경, 2010; 임규혁·이혜영·한주희, 2012; 차재

빈·류가연·이훈영, 2013; 최보인·장철희·권석균, 2011; Bretz & Judge,

1993; Cable & DeRue, 2002; Kristof, 1996; Kristof-Brown et al., 2005;

Lauver & Kristof-Brown, 2001; Verquer, Beehr, & Wagner, 2003). 셋

째, 개인-환경 적합성이 결과변수에 어떤 경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밝히는 연구(ex 심리적 임파워먼트: 심윤희·유태용, 2009; 공정성: 성지

영 외, 2008)와 어떤 상황에서 조절하는지를 밝히는 연구들(예, 직무특

성: 김미희 외, 2012)들이 있고, 개인-환경 적합성이 두 변수 간의 매개

변수(예, 신대훈 외, 2016; 유동희·신유형, 2014; 천보영·이희수·박성민,

2012; 최보인 외, 2011)와 조절변수(예, 신승인·김찬중, 2014; 정예슬·박지

영·손영우·하유진, 2013; Erdogan & Bauer, 2005) 역할을 하는 지에 대

한 연구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다양한 대상들에 적용해봄으로써

이론의 현장성과 일반화를 꾀하려는 실증연구들이 있다(예, 김동호·성상

현, 2016; 차재빈 외, 2013). 이상과 같은 연구들을 종합하면, 주로 개인-

환경 적합성이 높을 때 어떤 결과들이 영향을 받는지를 밝히는 연구들

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개인-환경 적합성 연구는 개인과

환경(조직, 직무, 상사)이 서로 유사하거나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정도가

높을 때, 구성원들은 만족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결과를 도출해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환경 적합

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있어왔다. 하지만 여기서

개인과 관계되는 환경은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조직, 직무, 그리고 상사와 개인의 적합성은 각각 정도가 다

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3개 환경요인을 각각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를 본

연구에서도 참고하려고 한다(문승현·조윤형, 2018; 김병호·신호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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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매개/조절변수 결과변수

문승현·조윤형

(2018)
개인주의-집단주의

개인-조직, 개인-직무

적합성(조)
심리적 안녕

박준혁 외

(2018)

개인-조직 가치 적합성

직무성과
이직결정

이강민·전상길

(2018)

개인-환경

(조직, 직무, 상사) 적합성
비윤리적 친조직 행동

김병호·신호철

(2018)
변혁적 리더십

개인-환경(조직, 직무,

상사) 적합성(매)
적응성과

조윤형·최우재

(2017)

개인-환경(조직, 직무)

적합성
조직기반 자긍심(매) 창의적 문제해결

조윤형·남주연

(2017)
무형식 학습

개인-환경(조직, 직무)

적합성(매)
고용가능성

류성민

(2016)

개인-환경(조직, 직무)

적합성

조직과의 사회적

교환관계

조직몰입(매)

서비스 행동

신대훈 외

(2016)
셀프 리더십

개인-조직, 직무

적합성(매)

조직지원인식(조)

주관적 안녕

장용선·조대환

(2016)
조직 사회화 개인-조직 적합성(매) 지식 공유

호민·곽원준

(2016)
개인-직무 적합성

직무열의(매)

동료교환관계(조)
동료 직무열의

고영심·강영순

(2015)
개인-환경 적합성 몰입유형(매)

다중초점 몰입,

조직시민행동

김응조·홍아정

(2015)
진성 리더십

개인-환경(조직, 직무)

적합성(매)
집단 창의성

장용선·조대환

(2015)

개인-조직 적합성

조직기반 자존감
조직동일시(매) 조직시민행동

김경민·문형구

(2014)

조직사회화

리더행동

개인-조직 적합성

인사제도 만족도(매)

개인의 호혜성(조)

심리적 계약의 위반

신승인·김찬중

(2014)
조직 윤리풍토유형 개인-조직 적합성(조) 직무태도

유동희·신유형

(2014)
직무 자율성 개인-직무 적합성(매) 선제 행동

조윤형·남주연, 2017; 신승인·김찬중, 2014; 정예슬·박지영·손영우·하유진,

2013). 본 연구에서는 개인-환경 적합성이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구성

원의 심리적 웰빙간에 조절효과를 파악하고, 심리적 웰빙이 변혁적 리더

십과 구성원의 적응수행 간에 매개관계가 있을 때, 조절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표 5> 개인-환경 적합성(Person-Environment Fit)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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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매개/조절변수 결과변수

임지선 외

(2013)
개인-조직 적합성 직무만족(매) 고객 지향성

정예슬 외

(2013)
직업가치 유형

직무열의, 직무만족(매)

개인-조직 적합성(조)
조직몰입

차재빈 외

(2013)

개인-직무 적합성,

개인-조직 적합성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강영순

(2012)
개인-환경 적합성 일가치감(매) 직무수행

김미희 외

(2012)
개인-직무 적합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조)

과업 성과

맥락 성과

김성남·이규만

(2012)

경력계획 직무적합성

직장/가정 갈등
경력성공

임규혁 외

(2012)

개인·조직 적합성,

개인·직무 적합성
심리적 임파워먼트 정서적 몰입

천보영 외

(2012)

조직 특성

개인 특성
개인-직무 적합성

경력몰입

경력만족

최보인 외

(2011)

코칭

카운셀링

개인-조직 적합성

개인-직무 적합성(매)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 직무성과

이인석 외

(2010)
개인-환경 적합성 조직 유효성

심윤희·유태용

(2009)
개인-직무 부합

의미성

유능성(매)
직무열의

성지영 외

(2008)

개인-환경(조직, 상사,

동료) 적합성
조직 공정성(매)

조직시민행동

개인성과

신유형

(2008)

팀 개인-조직,

개인-직무 적합성

팀 조직시민행동

팀 효능감

박원우·고수경

(2006)
개인-조직 적합성 프로세스 갈등(매) 직무태도

최명옥·유태용

(2005)

개인-상사, 조직, 직무

부합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Kim et al

(2013)
P-O Fit

org. social exchange(매)

lmx(조)
employee outcomes

Lee &

Bang(2013)
HPWS P-O Fit (매) Org. outcomes

Erdogan &

Bauer (2005)

proactive personality

Kristof-Brown

et al (2005)
Person- Org., Job, Group, Supervisor 간 메타 연구

Verquer et al

(2003)
person-org. fit

Kristof

(1996)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implications에 대한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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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적응

수행 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변혁

적 리더십이 적응수행에 미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과 환경(조직, 직무, 상사)의 적합성

이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정도를 어

떻게 조절하는지를 밝히고, 마지막으로 개인-환경 적합성이 심리적 웰빙

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

십이 구성원 개인의 성과향상에 미치는 영향, 변혁적 리더십과 성과변수

사이에 거치는 과정상 심리적 웰빙의 효과, 그리고 개인-환경 적합성의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두고, 구성원의 적응수행을

종속변수로 두었다. 그리고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을 매개변수로, 개인-

환경 적합성을 조절변수로 하여 심리적 웰빙의 매개효과와 개인-환경

적합성이 어떻게 조절되는 것인지를 밝히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변혁적 리더십 적응수행

심리적 웰빙

개인-환경적합성
- 개인-조직
- 개인-직무
- 개인-상사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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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가설

2.1. 변혁적 리더십과 적응수행의 관계

조직 내에서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는 구성원 신뢰, 만족을 통해 구성

원의 성공적인 행동변화와 구성원 경력개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Dinh, Lord, Gardner, Meuser, Liden, & Hu, 2014). 리더십이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정보처리이론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Salancik & Pfeffer, 1978)과 사회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Bandura, 1977)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

한 리더의 행동이나 언어를 구성원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직무에 임하는

자세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의미의 관리(management

of meaning) 관점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다양한 리더십 이론이 발표된

가운데 Burns(1978)에 의해 제시되고 Bass(1985)에 의해 발전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구성원의 직무, 조직에 대한 주관

적 태도와 행동, 그리고 집단과 조직 수준의 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Dumdum, Lowe, & Avolio, 2002; Wang, Oh,

Courtright, & Colbert, 2011). 변혁적 리더십이 개인수준에서 과업성과,

맥락성과, 창의적 성과, 종합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Wang et al., 2011). 개인수준에서 구성원의 성과는 조직 목표와 연

계되면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구성원의 행동과 산출물로 정의되고 있

다(Campbell, 1990; Viswesvaran & Ones, 2000). 개인수준의 성과는 과

업성과, 맥락성과, 역할 외 행동(예; 조직시민행동)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적응성과로 세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Dalal, Bhave,

& Fiset, 2014; Rotundo & Sackett, 2002). 이와 같이 적응성과도 개인수

준의 성과로 구분된다면 기본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이 성과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리더십이라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변혁적 리

더십과 적응수행 간에는 매우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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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이 지향하는 비전을 창출하고 이러한 비전을 구

성원과 공유하여 이에 몰입하게 한다(Avolio, 1999). 이와 같은 결과로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의 행동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조직

에서 주어진 공식적인 역할이나 목표 이외에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취하는 역할 외 행동, 조직시민행동, 창의적 행동, 잡 크래프팅, 혁신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외 행동에는 집단이나 조직의

성공에 좀 더 초점을 둔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 citizenship behavior:

OCB)이나 조직 내에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둔 잡 크래프팅

(job crafting)이 있다. 조직시민행동은 공식적인 규정이나 지침은 없지

만 조직의 효율적, 효과적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

하는 행위를 말한다(Organ, 1988). 이런 맥락에서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시민행동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Mackenzie,

Podaskoff, & Fetter, 1991), 실증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 구

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이 높게 발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oh, Steers, &

Terborg, 1995). 구성원들의 이타적 행동은 변혁적 리더에 대한 신뢰와

공정한 대우에 기초하고 있다(Pillai, Schriesheim, & Williams, 1999;

Podsakoff, MacKenzie, Moorman, & Fetter, 1990). 변혁적 리더십이 잡

크래프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오현

아·정재삼(2017)과 배재윤·신제구(2016)는 변혁적 리더십과 잡 크래프팅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의미를 확대하

고 실제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 등의 행위를 보이는 잡 크래프팅은 개별

적 배려와 미래에 대한 변화요구 등을 강조하는 변혁적 리더십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하였다. 두 연구에서는 모두 조직 동일시가 두 관계를 매

개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배재윤·신제구(2016)는 조직 공정성의 조절효과

가 있음을 밝혔다.

변혁적 리더십과 적응수행 두 변수는 모두 변화지향 변수이다(Yukl,

Gordon, & Taber, 2002; Griffin et al., 2007). 즉 두 변수가 모두 변화를

전제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이론이며 성공적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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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측면에서 두 변수관계는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변

혁적 리더십과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그 이론적 배경에 변화지향성을 어

느 정도는 포함하고 있다고 하고 그 효과성도 언급하였다(Lowe,

Kroeck, & Sivasubramaniam, 1996). 즉, 변혁적 리더십은 미래를 예측하

여 영감적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전파하는 리더이다. 또한

적응수행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행동이다(Ghitulescu, 2013). 또한 동태적이고, 예측이 어려우며, 변화의

속도가 빠른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변화지향행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Griffin, Parker, & Mason, 2010). 변화지향행동은 변화상황에서의 적응

수행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선제적 행동을 포함하는데, 심리적 임파워먼

트(Spreitzer, 1995), 조직시민행동(Organ, 1988), 주도성(Crant, 2000;

Grant & Ashford, 2008), 개인적 주도권(Frese & Fay, 2001), 책임감

(Morrison & Phelps, 1999), 잡 크래프팅(Berg, Wrzesniewski, &

Dutton, 2010; Wrzesniewski & Dutton, 2001), 자기개발 및 경력개발(권

오직·김주일·윤동열·송웅범, 2019; 김현수·윤동열·홍권표, 2019; 문현태·윤

동열, 2016; 최다은·윤동열·김성훈, 2019) 등에도 유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학습이론 관점에서 볼 때, 리더가 보이는 미래지향적 행동, 변화를

예측하여 비전을 수립하고 그것을 구성원들에게 제시하고 독려하는 행동

을 보게 되는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그들도 변화에 대응하려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 또한 리더가 하는 행동이나 언어에서 단서를 얻어(리더가

표현하는 미래의 모습, 미래모습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비전, 미래의

성공을 위해 해야 하는 행위 등) 자신의 행동변화에 투영하려 것은 사회

정보처리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자기개념 기반 이론(self-concept -

based theory)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는 언어와 상징적 행동을 사용하여

부하직원의 자기개념을 변화시키고 또한 동기부여 시킨다(Shamir,

House, & Arthur, 1993). 변혁적 리더는 부하직원들의 역할모델로 작용

하여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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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리더십과 적응수행간의 변수 간 관련성에 대한 언급과 중요성

은 Griffin & Hesketh(2005)에 의해서 언급되었다. 적응수행은 창의적 업

무수행, 신기술에 대한 빠른 학습, 대인관계 관리, 스트레스 관리, 물리적

환경관리, 이질적 문화관리 등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Han &

Williams, 2008; Pulakos et al., 2000). 이러한 행위들은 변혁적 리더십에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개인적 배려와 지적자극

은 모두 구성원의 미래에 대비한 변화, 창의성, 그리고 조직혁신과 같은

적응수행 요소들을 촉진하기 때문이다(Shin & Zhou, 2003; Jung, Chow,

& Wu, 2003). Charbonnier-Voirin, Akremi, & Vandenberghe(2010)는

변혁적 리더십과 적응수행과의 관계에서 혁신분위기의 조절효과를 살펴

보았는데, 변혁적 리더십은 적응수행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조직

혁신 분위기가 높을수록 변혁적 리더십의 적응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연구로 박소희(2018)는 조직혁신풍토

와 변혁적 리더십이 적응수행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구성원의

주도성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를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

다. 김병호·신호철(2018)의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적응수행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그 관계는 개인-환경 적합성이 매개한다고 하였다.

즉, 개인-조직, 개인-직무, 그리고 개인-상사의 적합성이 모두 상사의 변

혁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적응수행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종사자와 팀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적응

수행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변화몰입은 직접 매개효과라 있고, 자기존

중감과 학습지향성은 변화몰입을 거쳐 적응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밝혔다(안주리·정진철, 2013). 한편 변혁적 리더십이 군 특수팀 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도 있다. 팀 적응성의 선행변수로 공유 멘탈 모델이

라는 통합개념을 설정하고, 변혁적 리더십과의 관계에 대해 밝힌 연구다

(배범수·노명화, 2016). 정동섭·배범수·김학수(2014)는 변혁적 리더십과

적응수행 관계는 팀 지식공유와 개인지식획득의 교차매개 효과가 존재함

을 밝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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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리더십 외 진성리더십이 자기 권능감을 매개로 적응적 수행성

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최우재·조윤형, 2013)와 진성리더십과 Big5의

성격이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적응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강호

촐·이도화, 2016), LMX(배범수 외, 2016), 참여적 리더십과 변화지향리더

십(김태홍·한태영, 2009), 카리스마적 리더십(김학수·배범수, 2016), 성취

지향 리더십(박혜진·유태용, 2009)이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구조적 임파워먼트, 팀 효능감, 조직변화몰입, 실책관리풍토를 매개로 적

응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변혁적 리더십

과 적응수행의 관계는 두 변수가 가지는 변화지향성, 이론적 근거와 실

증 연구들을 기반하여 변혁적 리더십이 적응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고, 그 영향력은 매우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변혁적 리더십과 적응수행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

다.

가설 1 :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적응수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변혁적 리더십과 심리적 웰빙의 관계

리더는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 수준을 높이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Robertson & Flint-Taylor, 2009). 리더십 행동은 그 자체로 구

성원의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줄 수 있다(Gilbreath & Benson, 2004;

Van Dierendonck et al., 2004).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은 리더의 행위 실

천과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Rath & Harter, 2010). 즉,

리더가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에 적극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은 목표, 노력, 성취감, 자율성 추구 등이 존재할 때 높아진

다. 이러한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더의 지속적 지

원, 독려, 도전적 과제 부여와 적절한 보상이 중요하다(Robert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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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nt-Taylor, 2009).

심리적 웰빙은 대표적인 긍정정서 중 하나이다. 긍정정서는 정서이론

중 하나로, 긍정정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직무요인, 리더십, 보상, 작

업집단 특성 등이 있다. 리더십은 과업수행 중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매

우 직접적인 상황변수이다. 그리고 리더십은 종업원의 직무정서에 영향

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들이 리더와

정서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Gooty, Connelly, Griffith, & Gupta, 2010).

선행 연구에서도 리더십이 근로자의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은 상당부분 설명되고 있다(Gooty et al., 2010; 이창준·윤정구, 2007). 특

히 변혁적 리더십이 근로자의 정서적 반응을 크게 이끌어낸다고 보고 있

다.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를 살펴보면, 변혁적 리더는 추종자의 긍정정서

에 정의 영향을, 부정정서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Ashkanasy & Tse, 2000; Seo, Taylor, Hill, Zhang, Tesluk, &

Lorinkova, 2012; 권석균·최보인, 2010). 결국,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

들인 비전제시(McColl-Kennedy & Anderson, 2002; Seo et al., 2012),

개별적 배려(Nifadkor, Tsui, & Ashforth, 2012), 지적 자극(Lowe,

Kroeck, & Sivasubramaniam, 1996)은 모두 구성원이 긍정적인 정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변혁적 리더십의 결과변수를 유형별로 정리한 Hiller, DeChurch,

Murase, & Doty(2001)에 의하면 동일시, 냉소주의, 조직몰입 등 태도 변

수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집단성과 인식,

팀 혁신성, 조직냉소주의, 정서적 몰입, 직무만족, 조직몰입, 창의성, 리더

신뢰, 동기부여와 같은 태도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기

해란·곽원준·이상호, 2018; 박종근·김용근, 2018; 강리경·김선혁, 2017; 원

문희·문재승, 2017; 오세희·이지혜, 2017; 양동민·김은희, 2016; 손무권·장

영철, 2012; 채주석·이길환·김찬중, 2011; 김동주·양봉희, 2011; 채순화·배

성현·김정원, 2007; 권석균·이춘우, 2004; 신구범·박봉규·송경수, 2002; 이

상호·이원우, 1995). 따라서 정서적 태도변수인 심리적 웰빙과 변혁적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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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과의 관계는 분명 의미있는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변혁적 리더십을 많이 보이는 상사를 두고 있는 구성원들은 긍정적인

심리적 자본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성장을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웰빙

이 증가하는데 리더에 대한 신뢰를 매개변수로 확인한 연구와(Kelloway,

Turner, Barling, & Loughlin, 2013), 구성원의 자긍심이 주는 조절효과

를(Nielsen & Munir, 2009) 직무명확성과 직무참여(Arnold et al., 2007;

Nielsen et al., 2008)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연구, 그리고 Arnold 등(2007)

은 변혁적 리더십과 심리적 웰빙 사이에 일에 대한 의미(meaningful

work)를 매개변수로 그 역할을 연구하였다. 이상과 같이 변혁적 리더십

은 구성원들에게 비전과 이상을 제공하고,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 가능하도록 만들며, 지적 자극과 개별적 배려를 통해 구성원의 성

장을 돕는다(Bass, 1998).

한편 진성리더십도 리더 자신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에 영

향을 미친다(김가진, 2011; 정예지·김문주, 2012; Ilies, Morgeson, &

Nahrgang, 2005; Torr & Ofori, 2009). 진성리더는 자기인식과 자기규제

를 통해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낸다. 이때 구성원은 진성리더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가치, 목표, 정서, 정체성 동기를 이해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수정해 나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성원은 리더에게 진성

팔로워십을 보이고, 신뢰, 몰입, 웰빙과 같은 긍정적인 상태를 형성하게

된다. 리더가 보이는 자기인식과 자기규제 행동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역

할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진성리더가 보이는 개인적 관심과 배려, 경청

의 자세는 리더가 자신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정서적 공

감대를 형성하게 된다(Peterson, Walumbwa, Avolio, & Hannah, 2012).

진성리더는 조직의 목표와 구성원의 목표를 연결시키되, 구성원이 스스

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유도하며(Luthans & Avolio,

2003),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일깨워 목표 달성을 돕는다는

점에서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리적 웰빙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복과 즐거움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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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사회적 존재로서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말한다(Menard & Brunet,

2010; Ryan & Deci, 2001).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몸담고 생활하는 삶의

터전에서 매일 만나게 되는 리더와의 관계가 좋은지 아닌지에 따라 그

구성원의 삶의 행복, 심리적 웰빙은 좌우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구성

원의 심리적 웰빙에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변화의 시대

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직무 요구-통제-지지 이론(job demand - control - support theory,

Karasek, 1979)에서는 직무가 주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이런 관계를 사회적으로 지지받을 때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은 높아진다

고 하였다. 구성원이 스스로 직무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

는 능력이 있고 이를 상사의 개별적 배려와 지적 자극을 통해 강력하게

지지를 받게 될 때,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은 높아지게 된다. 자원보존이

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Hobfoll, 1989)에서는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요구를 받을 때, 조직에서 지원해 주는 자원, 물리적, 정신적, 시

간적, 인적, 관계,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때 심리적 웰빙이 높아진

다고 하였다. 변혁적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심적으로 물리적으로 지지하

고,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은 구성원의 심

리적 웰빙 상태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질발현이론

(trait activation theory, Tett et al., 2013)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특질,

성격, 행동 등은 외부환경에 의해 정립된다고 하였는데, 이 점으로 볼

때, 외부 환경요인으로서의 변혁적 리더의 비전제시행위, 개별적 지원과

배려 행위, 코칭과 멘토로서 자극하는 행위들은 구성원의 긍정적 정서인

심리줙 웰빙을 높이게 하는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성원이 리더가 보이는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신뢰를

보이고, 또한 그들로부터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보다 심리적

웰빙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변혁적 리더가 발휘하는 비전 제시행동이

나 구성원 개개인에 맞춤형으로 보여주는 개별적 배려 행동, 그리고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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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는 지적자극 행동이 진정성 있다고 신

뢰하게 될 때,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구성원은

자기를 수용하고, 개인적 성장과 삶의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설정하며, 대

인관계를 건설적이고 유용하게 유지할 것이며, 본인을 둘러 싼 모든 환

경을 지배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하려는 심리적 웰빙 상태는 매우 높아지

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심

리적 웰빙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며,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2 :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심리적 웰빙과 적응수행과의 관계, 심리적 웰빙의 매개효과

심리적 웰빙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창의적 문제해결을 하려고 한다(Robertson &

Flint-Taylor, 2009). 동료와의 관계(이경애, 2010; Diener & Seligman,

2002)도 적극적이고 건설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무수행에서 높은 성

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ropanzano & Wright, 1999; Wright &

Staw, 1999). 직무에 더욱 참여적으로 몰입하고(Brunetto et al., 2012;

Garg & Rastogi, 2009), 조직에서 정해지거나 공식적으로 명시되지는 않

았지만 타인을 위한 이타적 행동과 헌신적 행동을 하는 조직시민행동을

활발히 실천한다(Alfes, Shantz, & Truss, 2012; Credé, Chernyshenko,

Stark, Dalal, & Bashshur, 2005; Donovan, 2000).

또한 심리적 웰빙이 높은 구성원은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성장욕구가

높으며, 자율성과 자아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조직에서의 만족한 생활을

영위하여 결국 직무성과가 높다는 보고가 있다(Fredrickson, 2001;

Lyubomirsky et al., 2005; Seligman, 2002). 즉, 심리적 웰빙이 높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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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은 직무에 더욱 참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과 주도성 등의

자원을 성과향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타적 행동 외에 자신의 경력

개발이나 업무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찾고, 도전하게 되

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 습득에 기민한 행동을 보인다.

심리적 웰빙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본심리욕구 중 관계성이 높은 구성

원은 역할 외 행동을 지지한다고 하였는데(지성호, 2017), 이는 심리적

웰빙의 요소인 대인관계의 적극성과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율성이 높은 구성원은 역할 내 행동을 활발히 전개한다고 한 것은 심

리적 웰빙의 자기결정력과 환경지배력과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

다. 박소희(2016)는 변혁적 리더십이 적응수행에 미치는 과정에서 학습

조직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심리적 웰빙의 개인적 성장욕구와

삶의 목적의식 추구와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팀 효능감도

적응수행 정도를 높이는 변수로 확인되었다(김병호·신호철, 2018). 상사

의 카리스마리더십이 적응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팀에 대한 효

능감이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인데, 심리적 웰빙이 개인 차원의 효능감

을 강조한다고 할 때 팀 차원의 효능감도 역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긍정 조직 행동론에서는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을 핵심적인 자원으로 파악한다(Avey, Luthans, Smith, & Palmer,

2010). 긍정심리자본은 Seligman(2002)으로부터 시작된 긍정심리학에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한편 심리학에서와는 달리 긍정 조직 행동론에서

긍정심리자본은, Stajkovic(2003)의 핵심 자신감 요인(core confidence

factor)을 수용하고, 그 의미를 확장하여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희망

(hope), 낙관주의(optimism), 그리고 회복탄력성(resilience)으로 정리하였

다.

Bandura(1997)에 의하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하는 것을

즐기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표달성을 추구한다. 희망은

Snyder(2000)의 정의에 의하면 목표 지향적 에너지(willpower)와 목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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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한 방법(waypower)으로부터 기인하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로 업무

성과와 직접 연결된다(Adams, Snyder, Rand, King, Sigmon, & Pulvers,

2003; Peterson & Luthans, 2003). Seligman(2002)은 귀인이론

(attribution theory)을 활용하여 낙관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원인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판단하고, 결

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낙관적으로 예측한다. Coutu(2002)에 의하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구성원은 본인이 처한 현실을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에 더 쉽게 적

응하는 경향이 있다. Reivich & Shatté(2002)에 의하면 회복탄력성은 문

제 상황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극복에 초점을 맞출 때 증대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러 요소

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심리적 웰빙은 유사한 점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심리적 웰빙이 높은 구성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지적, 육체적,

심적, 사회적)을 사용하는 것을 다양하게 확장한다는 확장-구축 이론

(broaden-and-building theory, Fredrickson, 2001) 측면에서 또 다른 행

동으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확장-구축 이론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

정은 생각 및 행동의 스토리를 확장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은 인지를 좁

혀 생각과 행동을 개인에게만 집중시킨다. 즉 긍정정서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 확장된 사고로 대응하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부정정서는 자신의 현

재 불편한 상태에 몰입되어 주변 환경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

고 불행한 기분을 해소시키는 데에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긍정정서는 보다 낙관적인 기대(expectancy)를 갖고 그에 상응하

는 도전적인 과업을 선택하며 자신이 선택한 목표를 완수하려고 노력하

게끔 만들겠지만, 부정정서는 조직생활 및 업무를 확장시키기보다는 본

인의 역할을 한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정서를 해소시키는 데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적응수행 같은 행동으로 확장될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 48 -

심리적 웰빙이 높은 구성원들은 혁신행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

러한 혁신행동의 기본인 창의성 발휘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확산효과(spillover & carryover effect)를 통해 자신

이 보유한 심리적 웰빙의 정서를 구성원 스스로가 적극적이고 미래지향

적이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으로 확산하게 된다.

Isen(2000, 2001)에 따르면 정서는 정보처리 프로세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긍정정서는 유연하고 효율적이고 발견적

(heuristic)인 정보처리과정을 낳는다. 이때 발견적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

을 위하여 단 한가지의 해답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행착오

를 생각하고 시행함으로써 답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와 창의성

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종단 연구를 처음 실시한 Amabile, Barsade,

Mueller, & Staw(2005)는 일상 과업 환경에서 긍정정서가 고양될수록

창의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정량, 정성적 방법 모두 활용하여 밝혀냈고

긍정정서가 창의적 프로세스에 수반되는 요소 중 하나임을 제시하였다.

전진의 법칙에 의하면, 삶에 행복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구성원이 자

발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주어진 업무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써 동기부여 정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창의적 행동이 높아진다는 것

이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인정과 격려, 존중을 받게 되는 구성원은 심리

적 웰빙 정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모든 직무성과(과업, 맥락, 역

할외, 적응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들을 살펴 볼 때 이와 유사한 개념인 셀프리더

십(내적통제위치, 자기인식)이 높은 구성원은 혁신행동을(최범호·정현우·

류태모, 2015),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동일시는 잡 크래프팅 행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오현아·정재삼, 2017; 배재윤·신제구, 2016).

이는 자기통제이론, 자기규제이론, 내재적 동기부여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다. 구성원의 심리적 상태가 매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

며, 목표지향적일 때 성과가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심리적

웰빙이 높은 구성원과 구성원의 적응수행은 매우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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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은 구성원의 적응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리더십의 영향으로 구성원의 정서상태가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으로 변

하고, 그로 인해 행동이 변화되고 그 결과 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는 전

제로 변혁적 리더십이 적응수행에 미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웰빙의 역

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SOC이론(selection-optimization-compensation

theory, Baltes & Baltes, 1990)에 따르면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목표를 선택하고, 선택한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며, 그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대안이나 책략으로 자원을 보상하는

과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Baltes & Baltes, 1990)고 하였다. 이처럼 조직

구성원들의 정서, 인지 그리고 행동의 통합적인 과정을 목표선택, 목표추

구 그리고 목표를 위한 보상의 프로세스로 진행한다고 보면 변혁적 리더

가 보이는 비전 등은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나 조직에서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개인적 성장, 자기결정,

환경지배력을 동원하는 심리적 웰빙 수준을 높일 것이고, 창의적으로 문

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것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려는 행동인 적응수행

행동을 보상차원에서 발휘할 것으로 예측된다.

심리적 웰빙이 적응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조윤형·최우재(2017)

의 연구에서는 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인식하는 구성원은 적응수행정도가

높아지는 데 이를 심리적 웰빙이 매개한다는 것을 밝혔다. 고용안정이라

는 심리적 안정상태가 적응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변혁적 리더가 구

성원에게 격려와 배려와 같은 행동을 보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심리적 웰빙의 매개효과를 심리적

웰빙이 상태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동기상태 이론(motivation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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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김정호, 2007)과 SOC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심리적 웰빙이 직접 변혁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적응수행을 매개하는

지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현아·정재삼(2017)은 진성리더십

과 변혁적 리더십이 잡 크래프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긍정심리

자본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였다. 자기효능감, 회복력, 희망, 낙관주의 등의

심리자본이 높은 구성원이 리더십 발휘와 잡 크래프팅과 같은 혁신적,

창의적, 변화지향적 행동을 유발하는 데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임파워링

리더십 또한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조직시민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이호선·류은영·류병곤·조현, 2013). 또한

구성원이 가지는 주도성은 변혁적 리더십과 적응수행 간의 관계를 매개

한다는 연구에서 보듯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변화를 준비하여 선제적

행동 성향을 지닌 주도성이 적응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소희,

2018).

권석균·오승희·최보인(2016)은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중 비전제시가 구

성원의 자발적 동기(내재적, 통합적, 동일시)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자발

적 동기요인은 업무몰입, 시간노력, 그리고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발적 동기요인은 심리적 웰빙의 자기수용, 삶의 목적

의식 등과 유사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개효과를 추측할 수 있

겠다. 이는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에 기초한

것으로써, 외적 동기요인인 리더의 행동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할 때,

내재적 동기요인인 심리적 웰빙과 같은 정서상태는 더욱 높아진다는 것

이다(Deci & Ryan(1985, 2000).

팀 차원에서 팀의 심리적 안정감(psychological safety) 분위기는 변혁

적 리더십과 팀 혁신성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조직 내

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은 부정적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

감과 믿음이 높을 때 변혁적 리더십이 팀 혁신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다(박종근·김용근, 2018). 반면 심리적 계약위반은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냉소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리경·김선혁, 2017). 즉,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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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와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계약이 위배되었

다고 인식하는 구성원에게서 조직냉소주의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다.

변혁적 리더십과 창의성, 조직시민행동, 혁신행동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손무권·장영철, 2012).

즉 개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의미, 역량, 자기결정권, 영향력을 갖게 될

때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높아지는 데 이때,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창

의적 행동에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조직시민

행동과 창의적 행동에 대해 역량, 자기결정권, 영향력 요인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유영식·심덕섭·양동민·허영호·박성수, 2009). 주

관적 웰빙이 쾌락주의 관점에서 웰빙을 보는 데 반해, 심리적 웰빙은 개

인의 자이실현 관점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즉, 구성원이 자아실

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행동을 통해 삶의 만족감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 변혁적 리더는 그런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개인

적 배려와 지적자극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상황은 구

성원의 심리적 웰빙을 높일 수 있는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러한 원인으로 높아진 심리적 웰빙은 자발적인 변화와 개선활동인 적응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설 4 :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은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적응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2.4. 개인-환경 적합성의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조직 내 구성원과 그들을 둘러 싼 환경 즉, 조직, 작업그룹, 직무, 상

사, 그리고 동료와의 적합성 내지는 부합정도가 높을수록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있다(박준혁·정연앙·최장호, 2018; 이강민·전상길,

2018; 조윤형·최우재, 2017; 류성민, 2016; 호민·곽원준, 2016; 고영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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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2015; 류동희·신유형, 2014; 차재빈·류가연·이훈영, 2013). 적합 정

도는 개인이 인식하는 정도로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매우 주관적인 결

과값으로 적합도를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적합도는 그 자체로도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만, 매개변수로서 또는 조절

변수로서도 그 역할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문승현·조윤형, 2018; 김병

호·신호철, 2018; 조윤형·남주연, 2017; 장용선·조대환, 2016; 신대훈·이지

영·노명화, 2016; 유동희·신유형, 2014).

개인-환경 적합성은 세부적으로는 개인-조직 적합성, 개인-직무 적합

성, 그리고 개인-상사 적합성으로 구분하여 연구되고 있다. 우선 개인-

조직 및 개인-직무 적합성은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그

관계를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매개하는 연구에서 일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인 난이도나 숙련도에 개인의 능력이 일치하는 정도(개인-직무 적합성)

가 높을수록 매개효과가 있지만, 조직이 원하는 목표, 가치, 사명 등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 인생목표, 원칙 등이 일치하는 정도(개

인-조직 적합성)가 높을 때에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규혁·이혜영·한주희, 2012). 개인-환경, 특히 개인-조직 적합성과 개인

-직무 적합성은 모두 조직 기반 자긍심(organization-based self-esteem,

OBSE)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형·최우재, 2017). 코칭 및 카운슬링과 직무만족, 이직의도, 직무성

과 간에 적합성은 개인-조직 적합성은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간에 매개

효과가 나타났고, 개인-직무 적합성에서 요구-공급 적합성은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요구-능력 적합성은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칭과 조직시민행동 간에서는 개인-조직 적합성이

부분매개하고 조직몰입에는 부분적으로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직무 적합성에서는 조직몰입에 대해서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보인·장철희·권석균, 2011).

개인-환경(조직, 상사, 동료) 적합성과 조직시민행동 및 개인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보면, 세 가지 적합성이 모두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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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성과에는 개인-상사 적합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성지영·박원우·윤석화, 2008). 강영순(2012)의

연구에서 개인-조직 적합성은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에, 개인-직무 및

개인-상사 적합성은 혁신행동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

었다.

세부적으로 개인-조직간 가치의 부합정도는 직무만족도와 정(+)의 상

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개인 조직 특성인 낙관성과 조직지원

인식(perceived organizatioal support, POS)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희, 2013). 개인-직무 적합성은 과업 성과와 맥락 성과에 모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과업 중요성과 자율성은 개인-직무 합성과 과업성

과에 모두 정(+)의 조절효과가 있었고, 맥락성과에는 과업 중요성만이

정(+)의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김미희·신유형·문철우, 2012). 개인-직무

적합성은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력을 보였지만 개인-조직

적합성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개인주의-집단주의가 구성원

들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개인-조직 적합성이 높을수

록 둘 간의 영향력은 높게 나타났고, 개인-직무 적합성의 조절효과는 나

타나지 않았다(문승현·조윤형, 2018). 조윤형·남주연(2017)의 연구에서 개

인-직무 적합성이 무형식 학습이 고용가능성인 내부유연성과 외부이동

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조직 적합성은 내

부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변혁적 리더십, 심리적 웰빙, 그리고 적응

수행 간에서 개인-환경 적합성의 영향력을 고려한 연구는 극히 찾아보

기 힘들다. 다만 변혁적 리더십이 개인-환경 적합성을 매개로 적응수행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병호·신호철(2018)의 연구 결과에서는 변혁

적 리더십과 적응수행과의 관계에서 개인-조직, 개인-직무, 개인-상사

적합서 모두가 정(+)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

를 살펴 볼 때, 개인-환경 적합성은 그 자체로써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두 변수 간에 영향력을 조절하기고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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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개인-환경 적합성의 조절효과

와 심리적 웰빙으로 매개된 조절효과를 살펴 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

다.

가설 5 : 개인-환경 적합성(조직, 직무, 상사)은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6 : 개인-환경 적합성(조직, 직무, 상사)이 높을수록 변혁적 리더십이

심리적 웰빙을 통해 구성원의 적응수행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는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을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구성원의 적응수행을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설정하고, 구성원

이 가지는 심리적 웰빙의 정도를 매개변수(mediated variable)로, 그리고

구성원이 인지하는 조직의 환경과의 적합성을 조절변수(moderated

variable)로 하였다. 모든 변수들은 리커트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

다. 측정된 모든 변수는 구성원이 스스로 응답한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3.1.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고, 기대이상

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배려하며, 항상 새롭게 도전해보

게 하는 영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 측정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Bass(1985)가 처음으로 개발한 설문 문항으로, B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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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항목 질문 내용

이상적

영향

1. 나의 상사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것을 기분 좋게 느끼도록 한다.

2. 다른 사람들은 나의 상사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

3. 다른 사람들은 나의 상사와 함께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영감적

동기부여

4. 나의 상사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몇 마디 짧은 말로 명확하게 표현한다.

5. 나의 상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호소력 있고 감동적으로

표현한다.

6. 나의 상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도록 돕는다.

지적

자극

7. 나의 상사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도록 한다.

8. 나의 상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방법을 제공한다.

9. 나의 상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전에 전혀 의문을 갖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생각하도록 한다.

개별적

배려

10. 나의 상사는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개발 하도록 지원한다.

11. 나의 상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도록 한다.

12. 나의 상사는 소외당하고 있는 듯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인다.

<표 6> 변혁적 리더십 측정 설문문항

Avolio(1992)에 의해 수정된 MLQ-6S(Mutilple Leadership Questionaire

from 6S) 중 변혁적 리더십에 해당하는 항목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변

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는 이상적 영향(idealized influence) 3문항, 영감

적 동기부여(inspirational motivation) 3문항, 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3문항, 개별적 배려(individual consideration) 3문항으로 4개

의 하위요인별로 3문항씩 구분되어 있고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2. 적응수행

적응수행은 변화하는 경영환경이나 업무환경에 선제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Pulakos et al., 2000). 하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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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항목 질문 내용

창의적

문제해결

1. 나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확립된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2. 나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다.

3. 어떤 문제가 해결되든 나는 결코 잘 알려진 방법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r)

4. 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와 방법을 개발한다.

5. 내 부서 내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나에게 의존한다.

불확실한

업무상황

관리

6. 나는 행동하기에 앞서 상사로부터의 더 정확한 정보를 기다린다. (r)

7. 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나의 일을 쉽게 재정비한다.

8.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 팀의 우선순위에 몰입하게 하여 팀의 안정에 기여한다.

9. 불확실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작업 상황은 나의 행동 능력을 저하시킨다. (r)

훈련 및

학습 노력

10. 나는 내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 직업 내에서 발생되는 최신 트랜드

등을 주시하고 있다.

11. 나는 내 능력을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 근무 시간이나 밖에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는다.

12. 나는 관련 교육이나 학습에 큰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 내 직업과 관련된 혁신이

회사에 널리 퍼지기를 기다린다. (r)

13.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프로젝트나 과제에 참여함으로써 변화에 대비한다.

14. 나는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기회(훈련, 그룹 프로젝트, 동료와의 교류 등)를

찾는다.

<표 7> 적응수행 측정 설문문항

인으로 8개를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요인으로 정리하여

측정하였다. 설문문항은 총 14개로 창의적 문제해결 5문항, 불확실한 업

무상황 관리 4문항, 훈련 및 학습 노력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 (r) : reverse 문항임

3.3. 심리적 웰빙

심리적 웰빙은 개인의 삶에서 자아실현 및 기능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써, 모든 개인이 추구하는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비교적 객관

적인 기준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웰빙은 ‘삶에서 참

된 잠재력을 이해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의

미와 기대감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Ryff and Keyes(1995)는 심리적 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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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항목 질 문 내 용

자아수용

1. 나의 지나온 삶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이다.

2.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3.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긍정적

대인관계

4. 주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편이다.

5. 나는 살아가면서 남을 믿는 편이고, 또 주위 사람들도 날 믿어주는 편이다.

6. 나는 이웃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가운데 상부상조하며 살아가고 있다.

자율성

7. 남에게 의존하거나 휘둘리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편이다.

8. 시간 여유를 내어 취미 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9.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환경지배력

10. 주변의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는 편이다.

11. 나는 직장과 가정생활 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편이다.

12. 나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잘 관리해 나가고 있는 편이다.

13.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삶의 목적

14. 나는 나의 삶에 분명한 목표와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다.

15. 나는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간다.

16. 나는 삶속에서 설렘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편이다.

개인적

성장

17. 나 자신은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나의 삶은 향상되어 가고 있다.

18. 나 자신의 성숙이나 자아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19. 나는 스스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표 8> 심리적 웰빙 측정 설문항목

빙의 6개 하위 구성요인(자기수용,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대인관계, 환

경지배력, 자율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자들의 주

장을 참고하였으며 Ryff and Keyes(1995)가 개발한 문항을 김홍길·성연

옥(2010)이 번역한 심리적 웰빙의 하위 구성요인 19개의 설문 문항을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3.4. 개인-환경 적합성

개인-환경 적합성은 조직 내 구성원이 조직과 직무, 그리고 상사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환경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개인적, 주관적 인식정도로

정의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환경의 요구에 나 자신이 부합하는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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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조직

적합성

1. 내가 속한 조직의 목표는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잘 부합한다.

2. 내가 속한 조직의 성격은 나의 성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3. 내가 속한 조직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준다.

4. 내가 속한 조직의 운영방식은 나와 잘 맞는다.

개인-직무

적합성

5. 현재 나의 직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을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6. 현재 나의 직무는 내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7. 현재 나의 직무는 나의 적성에 잘 맞는다.

8. 현재 나의 직무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개인-상사

적합성

9. 나의 상사와 나는 가치관이 비슷하다.

10. 나의 상사와 나는 인격적으로 잘 맞는다.

11. 나의 상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충족시켜 준다.

12. 나의 상사와 나는 일처리 방식이 비슷하다.

의 욕구에 얼마나 환경으로부터 충족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환경과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지를 측정하였다. Saks & Ashforth(1997)가 개발한 12

개의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12개 문항은 개인-조직 적합성 4문

항, 개인-직무 적합성 4문항, 그리고 개인-상사 적합성 4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표 9> 개인-환경 적합성 측정 설문항목

3.5. 통제 변수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 A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

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적응수행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과 개인-환경 적합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

구하고자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설문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구분에 따

라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는 요인을 선정하여 성별, 연령, 학력, 근

속년수, 업무유형, 직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자를 1, 여자를 0으

로, 연령대는 30세 미만 1, 30세 이상∼40세 미만 2, 40세 이상∼50세 미

만 3, 50세 이상∼60세 미만 4, 60세 이상은 5로 설정하였다. 학력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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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졸업 1, 전문대학교 졸업 2, 대학교 졸업 3, 대학원졸 이상을 4로

설정하였다. 근속연수는 2년 미만 1, 2년 이상～3년 미만 2, 3년 이상～5

년 미만 3, 5년 이상～10년 미만 4, 10년 이상～20년 미만 5, 20년 이상

6으로 설정하였다. 업무유형은 기획운영(감사포함) 1, 능력개발(숙련기술

포함) 2, 능력평가(NCS 포함) 3, 국제인력 4, 기타 5로 설정하였으며, 직

위는 사원/주임(6급) 1, 대리급(5급) 2, 과장급/연구원(4급) 3, 차장급/선

임연구원(3급) 4, 부장급/책임연구원(2급 이상) 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3.6. 설문지 구성

구 분 문항수 출 처

변혁적 리더십 12 Bass & Avolio(1995), MLQ Form 6S

적응수행 14 Charbonnier-Voirin & Roussel(2012).

심리적 웰빙 19 Ryff and Keyes(1995)

개인-환경 적합성 12 Sake & Ashforth(1997)

통제변수 6

합계 63

<표 10>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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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응답자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적응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리적 웰빙의 매개효과와 개인-환경 적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전체 표본은 236명이며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해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먼저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46명(61%)를 차지하였고 여성은 90명(3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12.7%, 30세 이상∼40세 미만 51.7%, 40세 이상∼

50세 미만 32.2%이며, 마지막으로 50세 이상은 3.4%로 집계되어 30세

이상∼40세 미만이 가장 높게 집계된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은 고졸

2.5%, 전문대졸 1.3%, 대졸 66.5%, 대학원졸 29.7%로 대졸이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근속연수는 2년 미만이 7.2%, 2년 이상∼3년 미만은

5.9%, 3년 이상∼5년 미만은 22.0%, 5년 이상∼10년 미만은 28.0%, 10년

이상∼20년 미만은 34.3%, 20년 이상은 2.5%로 집계되어, 10년 이상∼20

년 미만이 가장 많이 집계된 것을 알 수 있다. 업무유형은 기획운영(감사

포함) 28.8%, 능력개발(숙련기술포함) 18.2%, 능력평가(NCS포함)

36.4%, 국제인력 16.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위는 사원/주임이 1.3%,

대리급이 23.3%, 과장급/연구원은 37.3%, 차장급/선임연구원은 35.2%, 부

장/책임연구원 이상은 3.0%의 분포를 보여 과장급/연구원이 가장 많은 것

을 알 수 있다.



- 61 -

개인특성 (N=236)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46 61

여성 90 38

연령

30세 미만 30 12.7

30세 이상 ∼ 40세 미만 122 51.7

40대 이상 ∼ 50세 미만 76 32.2

50세 이상 ∼ 60세 미만 8 3.4

학력

고졸 6 2.5

전문대졸 3 1.3

대졸 157 66.5

대학원졸 이상 70 29.7

근속연수

2년 미만 17 7.2

2년 이상 ∼ 3년 미만 14 5.9

3년 이상 ∼ 5년 미만 5 22.0

5년 이상 ∼ 10년 미만 66 28.0

10년 이상 ∼ 20년 미만 81 34.3

20년 이상 6 2.5

업무유형

기획운영(감사포함) 68 28.8

능력개발(숙련기술포함) 43 18.2

능력평가(NCS포함) 86 36.4

국제인력 39 16.5

직위

사원/주임(6급) 3 1.3

대리급(5급) 55 23.3

과장급/연구원(4급) 88 37.3

차장급/선임연구원(3급) 83 35.2

부장/책임연구원(2급) 이상 7 3.0

<표 11> 응답자 일반적 특성

제2절 표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A공공기관의 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활용하

여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대상 선정에 있어 공공기관으로 특정

한 것은 전체 조직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조사하여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의

미있다고 생각한다(손종배·윤동열·장준원, 2018; 최다은·윤동열·김성훈,

2019). 설문조사는 직접 팀을 방문하여 부장과 부서원에게 설문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본 조사방법에 대해 동의한 부서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상사용, 직원용으로 구분하여 2종류의 설문지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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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다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대상은 1개의 부서당 1명의 부장과 3

∼5명의 부원이 1조가 되는 형태로 구성하였고, 부장은 적응수행 14개 문

항을 부원의 수만큼 작성하였고, 부원은 부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등

57개 문항에 대하여 설문을 작성하였다. 부장은 최대 5명의 부원에 대한

설문을 각각 실시하고, 5명의 부원이 작성한 설문지를 조합하여 최종 측

정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30일 동

안 실시하였으며, 총 57개 부에 총 342부(부장 57, 부원 287의 설문을 배

부하였다. 그 중 52개 부, 52부장과 237명의 부원이 작성한 총 289부의

설문을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3건의 설문을 제외하고

236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제3절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과 적응수행 간의 관계 분석에 앞서 SPSS

18.0와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

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구

조방정식모델링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설문문

항이 비교적 많았던 변수들에 대해서는 척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연속적인 정규 분포화된 특성을 얻고자 항목묶음(item parceling)방식을

이용하였다.

3.1.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측정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값이 0.7 이상이면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변수가

0.7 이상으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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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항목 수 Cronbach’s α값

변혁적 리더십 12 0.933

적응수행 13 0.845

심리적 웰빙 19 0.915

개인-환경 적합성 12 0.785

<표 12> 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적재치가 낮거나 요인별 적합도를 저해하

는 적응수행의 1개 항목 제외를 통해 <표 12>와 같이 확인 되었고, 최

종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χ2=245.229 (df=98, p<0.000), RMSEA=0.080,

RMR=0.025, GFI=0.887, AGFI=0.844, NFI=0.913, IFI=0.946, TLI=0.933,

CFI=0.945 이다. RMSEA 값은 0.1이하, RMR 값은 0.5 이하, GFI,

AGFI, NFI, IFI, TLI, CFI 값은 전반적으로 0.9에 근접하고 있어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오계택·이명주, 2017; 홍재원·박승배, 2017). 그리

고 모든 구성개념에 대한 표준요인 적재치가 0.5정도부터 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중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념신뢰도(CR)와 평

균분산추출(AVE)과 값을 계산한 결과 0.7과 0.5보다 높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은 각각의 개념에 대해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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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Item Estimate S.E. C.R. AVE

변혁적

리더십

이상적 영향

TFLII1 1.000

.856 .960

TFLII2 1.047 .049

TFLII3 1.077 .050

영감적 동기부여

TFLIM1 1.000

TFLIM2 1.045 .078

TFLIM3 1.050 074

지적자극

TFLIS1 1.000

TFLIS2 .954 .049

TFLIS3 .916 .051

개별적 배려

TFLIC1 1.000

TFLIC2 .969 .070

TFLIC3 1.074 .073

적응수행

창의적 문제해결

APSPC1 1.000

.893 .961

APSPC2 1.112 .091

APSPC3 .040 .091

APSPC4 .984 .086

APSPC5 .878 .090

불확실한 업무상황 관리

APDU2 1.000

APDU3 .880 .068

APDU4 -.119 .084

훈련 및 학습 노력

APTLE1 1.000

APTLE2 1.274 .126

APTLE3 -1.271 .117

APTLE4 1.462 .123

APTLE5 1.289 .116

심리적

웰빙

자아수용

PWSA1 1.000

.805 .961

PWSA2 1.067 .070

PWSA3 .754 .070

긍정적 대인관계

PWPR1 1.000

PWPR2 1.077 .069

PWPR3 1.100 .072

환경지배력

PWEM1 1.000

PWEM2 1.255 .103

PWEM3 1.117 .104

PWEM4 1.166 .093

자율성

PWAT1 1.000

PWAT2 1.425 .145

PWAT3 1.409 .144

삶의 목적

PWPL1 1.000

PWPL2 1.183 .080

PWPL3 1.206 .086

개인적 성장

PWPG1 1.000

PWPG2 1.008 .051

PWPG3 1.014 .054

개인-환경

적합성

개인-조직 적합성 PEPO 1.000

.739 .894개인-작무 적합성 PEPJ .655 .068

개인-상사 적합성 PEPS 1.141 .091

<표 1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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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초통계와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통제변수를 포

함한 연구변수의 평균, 표준편차와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아래 <표 13>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에는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

성을 반영하여 통제변수 6개와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4개 변수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변수 중 조절변수로 설정한

개인-환경 적합성은 하위변인을 개인-조직, 개인-직무, 개인-상사 접합

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통제변수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

수, 업무 유형, 그리고 직위를 포함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통제변수 중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적응수행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심리

적 웰빙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의 상관관계가 있는 분석되었다.

한편 독립변수인 변혁적 리더십과 매개변수인 심리적 웰빙, 조절변수인

개인-환경적합성(개인-조직, 개인-직무, 개인-상사), 종속변수인 적응수

행 변수 간에는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변혁

적 리더십이 높아질 때, 심리적 웰빙이 높아지고, 적응수행도 높아지며,

개인-환경 적합성 하위요인들도 높아지는 결과롤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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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 SD 1 2 3 4 5 6 7 8 9 10 11

1. 성별 .62 .49

2. 연령
2.26 .71 -.336

***

3. 학력
3.24 .60 -.073

.312***

4. 근속연수
3.83 1.24 -.102

.669*** .143*

5. 업무 유형
2.40 1.07 .190*

-.040 .117 -.120

6. 직위
3.15 .85 -.212

***
.701*** .428*** .758*** -.054

7. 변혁적리더십
3.78 .70 -.031

.006 -.140 -.004 -.046 -.040

8. 적응수행 3.14 .43
-.257

***
.121 .068 -.007 -.098 .065 .250***

9. 심리적웰빙 3.78 .56
-.092

-.093 -.013 -.137* -.026 -.078 .414*** .541***

10. 개인-조직적합성
3.29

.68
-.065

-.051 -.102 -.070 -.055 -.033 .457*** .554*** .495***

11. 개인-직무적합성
3.37

.58
-.080

-.052 -.097 -.074 -.091 -.067 .281*** .427*** .363*** .602***

12. 개인-상사적합성
3.43

.80
.084

.050 .003 .003 -.094 .081 .639*** .449*** .411*** .622*** .463***

주1) N=236, *p<0.05, **p<0.01, ***p<0.001(양측)주2) 1.성별 :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연령대 : 20대 미만(1), 20대(2), 30대(3), 40대(4), 50대 이상(5), 3.학력 : 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 이상(4), 4. 근속연수

: 2년 미만(1), 2∼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5. 업무유형 : 기획운영(1), 능력개발(2), 능력평가(3), 국제인력(4) 6.직위 :

사원(1), 대리(2), 과장(3), 차장(4), 부(팀)장(5)

<표 14> 변수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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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독립변수

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주 효과를 검증하는 것과 주 효과에 대한 매개변

수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조절변수의 조절효

과와 조절변수와 매개변수가 결합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6개의 가설을 설정하였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

정식 분석을 실시하였고,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활용하여 가설검증을 하

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중, 가설 1은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적

응수행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이고, 가설 2는 변혁적 리더십이

매개변수인 심리적 웰빙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이다. 가설 3은

심리적 웰빙이 구성원의 적응수행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이고,

가설 4는 변혁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적응수행의 관계에서 심리적 웰빙이

매개할 것이다 이다. 가설 1, 2, 3, 4의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변혁적 리더십과 적응수행 간에

심리적 웰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설 1과 같이 독립

변수인 변혁적 리더십이 종속변수인 적응수행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

째, 가설 2와 같이 독립변수인 변혁적 리더십이 매개변수인 심리적 웰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끝으로 가설 3, 4와 같이 독립

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와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

하다(최우재, 2017). 이상의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구성원

의 적응수행을 종속변수로 하고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변혁적 리더십을

투입하여 1단계에서 주 효과를 확인하였다.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투입

한 1단계 결과에서는 변혁적 리더십(β=.251, p<0.001)은 적응수행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β

=-.208, p<0.05)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혁

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적응수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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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이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심리적 웰빙을 종속변수로 설

정하고 변혁적 리더십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2단계 결과에서는 변혁적

리더십(β=.422, p<0.001)은 심리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변혁적 리더십이 심리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

친다고 설정한 가설 2도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구성원의 적

응수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변혁적 리더십과 심리적 웰빙을 동시에

투입하였다. 3단계 결과를 살펴보면 심리적 웰빙(β=.518, p<0.001)은 구

성원의 적응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심리적 웰빙이 적응수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한 가

설 3이 지지되었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의 β값이 1단계에서

.251(p<0.001)이었던 값이 3단계에서 심리적 웰빙이 개입되면서 .032로

작아지고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심리적 웰빙은 유의(β

=.518, p<0.001)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심리적 웰빙은 변혁적 리

더십과 구성원 적응수행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심리적 웰빙이 변혁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적응수행에 미치는 영향

을 매개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4도 지지되었다.

변수

1단계
(적응수행)

2단계
(심리적웰빙)

3단계
(적응수행)

β
t

β
t

β
t

성별 -.208 -3.057* -.109 -1.660 -.152 -2.552
연령

.089 .925 -.109 -1.184 .146 1.736
학력

.073 .998 .064 .906 .040 .628
근속연수

-.130 -1.209 -.133 -1.287 -.061 -.652
업무 유형

-.066 -1.028 -.010 -.159 -.061 -1.091
직위

.032 .278 .065 .594 -.002 -.020
변혁적 리더십 .251 4.035*** .422 7.065***

.032 .541
심리적 웰빙 .518 8.644***

R2/R2adj .141/115 .207/.183 .354/.331

F 통계량 5.366*** 8.509*** 15.553***

주1) N=236, *p<0.05, **p<0.01, ***p<0.001(양측)

주2) 1.성별 :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연령대 : 20대 미만(1), 20대(2), 30대(3), 40대(4), 50대 이상(5),

3.학력 : 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 이상(4), 4. 근속연수 : 2년 미만(1), 2∼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5. 업무유형 : 기획운영(1),

능력개발(2), 능력평가(3), 국제인력(4) 6.직위 : 사원(1), 대리(2), 과장(3), 차장(4), 부(팀)장(5)

<표 15> 심리적 웰빙의 매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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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단계
(적응수행)

2단계
(심리적웰빙)

3단계
(적응수행)

β
t

β
t

β
t

성별 -.214 -3.127
-.113 -1.721 -.157 -2.598*

연령
.083 .866

-.111 -1.194 .139 1.650

학력
.071 .966

.065 .925 .038 .587

근속연수
-.134 -1.240

-.149 -1.430 -.059 -.617

업무 유형
-.051 -.793

-.002 -.035 -.050 -.887

직위
.054 .473

.089 .806 .009 .091

TFL (II)
.041 .334

.061 .524 .010 .089

TFL (IM)
-.050 -.385

.093 .743 -.097 -.853

TFP (IS)
-.030 -.276

-.029 -.279 -.015 -.161

TFL (IC) .316 2.785 .337 3.088 .145 1.432

심리적 웰빙 .507 8.362***

R2/R2adj .161/.123 .224/.190 .360/.329

F 통계량 4.302*** 6.499*** 69.018***

II : Idealized influence(이상적 영향력), IM : Inspirational motivation(영감적 동기부여), IS :

Intellectual stimulation(지적자극), IC : Individual consideration(개별적 배려).

Note. N=236 *p<0.05, **p<0.01, ***p<0.001(양측)

1. 성별: ①남성, ②여성, 2. 연령대: ①30세 미만, ②30세 이상∼40세 미만, ③40세 이상∼50세

미만, ④50세 이상∼60세 미만, ⑤60세 이상, 3. 학력: ①고졸, ②전문대졸, ③대졸, ④대학원졸

이상, 4. 근속연수: ①2년 미만, ②2년 이상∼3년 미만, ③3년 이상∼5년 미만, ④5년 이상∼10

년 미만, ⑤10년 이상∼20년 미만, ⑥20년 이상, 5. 업무 유형: ①기획운영(감사실포함), ②능력

개발(숙련기술포함), ③능력평가(NCS포함), ④국제인력, 6.직위: ①사원/주임(6급), ②대리급(5

급), ③과장급/연구원(4급), ④차장급/선임연구원(3급), ⑤부장/책임연구원(2급)이상.

추가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4개 하위요인과 적응수행과의 관계에서 심

리적 웰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16>과 같은데, 전체 매

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심리적 웰빙

은 변혁적 리더십 4개 하위요인과 적응수행 간에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상적 영향, 동기부여, 지적자극, 그리고 개별적

배려를 구분한 후 동시 투입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변혁적 리더십

의 하위변인을 투입한 1단계에서 모든 하위변인들이 구성원의 적응수행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단계에서

심리적 웰빙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에서의 결과는 심리적 웰빙은 구성원의 적응수행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변혁적 리더십의 모든 하위변인들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심리적 웰빙의 매개효과 분석(변혁적 리더십 하위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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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설 5와 6은 개인-환경 적합성의 조절효과 가설과 조절된 매개

효과 가설을 검증하는 부분이다. 가설 5에서는 개인-환경 적합성이 변혁

적 리더십과 심리적 웰빙을 조절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방법(Muller et al., 2005)을 활용하였다. 가설 5의

검증결과는 <표 17>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절효

과를 구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값을 곱한 경우 다중공선성

(VIF)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값을 곱하

여 구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기준값(1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

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한 후 평균값으로 대체하

여 분석을 하였다. 변혁적 리더십과 개인-환경 적합성의 상호작용을 조

직, 직무, 상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개인-

상사 적합성만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여 분석

한 결과 의미있는 값이 도출되지 않았고, 2단계에서 통제변수와 변혁적

리더십을 투입하였을 때에는 독립변수의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β=.422, p<0.001). 3단계에서는 통제변수, 독립변수, 그리고 조절변수

를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수인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

났고(β=.245, p<0.001), 개인-환경 적합성 중 개인-조직 적합성의 효과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β=.311, p<0.001). 마지막으로 4단계에

서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환경 적합성 중 개인-상사 적합

성만이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279, p<0.001). 이는

변혁적 리더십과 개인-상사 적합성이 상호 작용될 때, 심리적 웰빙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변혁적 리더십과 구성원

의 심리적 웰빙 사이에서 개인-환경 적합성은 부분적으로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가설 5는 부분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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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β
t

β
t

β
t

β
t

성별
-.116 -1.609 -.109 -1.660 -.084 -1.376 -.057 -.980

연령 -.079 -.780 -.109 -1.184 -.085 -.984 -.063 -.771

학력 -.001 -.010 .064 .906 .087 1.313 .080 1.266

근속연수 -.145 -1.278 -.133 -1.287 -.081 -.843 -.103 -1.114

업무 유형 -.021 -.308 -.010 -.159 .006 .107 .006 .115

직위 .063 .517 .065 .594 .013 .129 .035 .357

변혁적 리더십 .422 7.065*** .245 3.330*** .311 4.293***

개인-조직적합성 .311 3.898*** .256 3.314***

개인-직무적합성 .090 1.285 .115 1.716

개인-상사적합성 .018 .213 .079 .963

변혁적 리더십x
개인-조직적합성

.007 .077

변혁적 리더십x
개인-직무적합성

.017 .196

변혁적 리더십x
개인-상사적합성

.279 3.642***

R2/R2adj .034/.008 .207/.183 .320/.290 .396/.361

F 통계량 1.326 49.914*** 12.459*** 9.331***

주1) N=236, *p<0.05, **p<0.01, ***p<0.001(양측)

주2) 1.성별 :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연령대 : 20대 미만(1), 20대(2), 30대(3), 40대(4), 50대 이상(5),

3.학력 : 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 이상(4), 4. 근속연수 : 2년 미만(1), 2∼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5. 업무유형 : 기획운영(1),

능력개발(2), 능력평가(3), 국제인력(4) 6.직위 : 사원(1), 대리(2), 과장(3), 차장(4), 부(팀)장(5)

<표 17> 개인-환경(조직, 직무, 상사) 적합성의 조절효과 분석

조절효과가 확인된 개인-상사 적합성에 대한 상세 분석에서 개인-상

사 적합성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과 낮게 인식하는 집단 간에 그 영향력

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래 [그림 2]에서 보듯이 개인-상사

적합성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이 낮게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그래프의 기

울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아, 높게 인식하는 집단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상사 적

합성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높아짐에 따라 심리

적 웰빙의 영향력이 매우 높아짐을 볼 수 있고, 적합성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높아짐에 따라 심리적 웰빙이 높아지기는

하나 그 영향이 적합성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미미함을 확인하였

다. 즉, 변혁적 리더십과 높은 개인-상사 적합성은 조절효과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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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식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단, 개인-조직 적합성과 개인-직무 적합성은 조절효과

가 확인되지 않아 더 이상의 집단비교와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은 실시하

지 않았다.

[그림 2] 개인-상사 적합성의 조절효과

한편 가설 6에서는 개인-환경 적합성이 높을수록 변혁적 리더십이 심

리적 웰빙을 통해 구성원의 적응수행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더 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검증

하였다. <표 18>에서와 같이 조절효과가 나타난 개인-상사 적합성의 조

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여 간접효과를 확인하였

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조절변수인 개인-상사 적합성의

평균을 중심으로 ±1 SD 값에서 집단 내 하한값(boot LLCI)과 상한값

(boot ULCI)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가

의미있는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유의확률(p) 외에도 집단의 하한값(Boot

LLCI)과 집단의 상한값(Boot ULCI)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박인·주지훈·정범구, 2017; 서아림·정예슬·정영우, 2018; Hayes,

2015). 분석결과 개별적으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확인되었고, 집단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6도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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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사

적합성

적응수행

Boo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 SD (-0.8044) .0242 .0336 -.0387 .0917

M .1040 .0341 .0407 .1745

+1 SD (0.8044) .1837 .0433 .1072 .2785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Index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심리적 웰빙 .0991 .0230 .0589 .1513

Note. boot L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 U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strap sample size=5,000

<표 18> SPSS Process 조절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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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가설 검증결과 요약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 <표 19>와 같다.

구분 가설의 내용 결과

가설1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적응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심리적 웰빙은 구성원의 적응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심리적 웰빙은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적응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5
개인-환경 적합성(조직, 직무, 상사)은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을 조절할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6

개인-환경 적합성(조직, 직무, 상사)이 높을수록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을 통해 구성원의 적응수행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부분

채택

<표 19>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 75 -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와 시사점

1.1. 연구결과

본 연구는 공공기관 구성원의 성과향상에 관한 연구이다. 공공기관 종

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조직시민행동이나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과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손종배

외, 2018; 최다은 외, 2019). 본 연구에서 구성원의 성과로 설정한 적응수

행은 창의적이고 자발적이며, 미래지향적 성과변수로 매우 의미있는 변

수이다(Griffin et al., 2003; Jundt et al., 2015). 특히 리더십 분야에서 지

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연구되어 온 변혁적 리더십과의 관계를 살

펴보는 것은 역시 그 의미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변혁적 리더십

또한 구성원에게 비전과 지적자극, 동기 부여함으로 구성원들이 스스로

변화에 선도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한다는 면에서 두 변수를 연구의 대

상으로 설정한 것은 당연한 설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창의성, 혁신성, 잡 크래프팅, 조직시민행동 등 역할 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주제로 삼아왔다(Herman et al., 2018; Wang et al.,

2018; 오현아·정재삼, 2017; 배재윤·신제구, 2016; 최범호 외, 2015). 적응

수행과의 관례를 연구한 것은 근래에 들어서면서 이고, 해외보다는 국내

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병호·신호철, 2018; 박소희, 2018; 박소

희, 2016; 배범수·노명화, 2016; 정동섭 외, 2014; 안주리·정진철, 2013).

두 변수 간에는 분명히 관계가 높을 것이라는 전제로 인해 오히려 연

구가 부족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단순히 두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서 벗어나 변수 간에 존재하는 영향관계

와 메카니즘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차원에서 긍정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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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적 변수인 심리적 웰빙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두 변수 간 경로

상 발생될 수 있는 관계성을 확인하였고, 개인-환경 적합성을 조절변수

로 설정하여 어떤 조건에서 보다 더 영향력이 높아지는 지를 확인하였

다. 그 동안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

으며,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측정도구들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

였다. 그 결과 주효과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적응수행 간

에는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모두 확인되었다. 그리고 매개효과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여 심리적 웰빙

의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상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표적 가설이고 주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적응수행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에 대해서는 지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상사가 발휘하

는 미래 지향적이고 확실한 비전제시 행동, 구성원 개개인에게 맞춤형으

로 지원하는 동기부여와 배려, 학습력을 높여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지

적자극 행동이 구성원의 적응수행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

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오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

과를 보이고 있다(Li & Huang, 2011; Charbonnier-Voirin et al., 2010;

박소희, 2018).

둘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셀프에피

커시, 직무몰입, 긍정심리자본, 자발적 동기, 직무정서,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Isabel et

al., 201; Hartong & Belschak, 2012; 오현아·정재삼, 2017; 권석균 외,

2016; 오승희·권석균, 2016). 심리적 웰빙은 긍정정서의 한 부분으로 구

성원 개인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심리적 변수이다. 즉 긍정적 정서를 가

지고 있는 구성원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도전적 행동을 한다는 전제

로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기본적으로 변혁적 리더의 행동들이 심리적 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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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최종 변수로 설정한 구성

원의 적응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이 구성원의 적응수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심리적 웰빙이 고용가능성인

식정도와 적응수행성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웰빙이 적응수행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구성원의 심리

적 웰빙과 적응수행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조윤형·최우재,

2017). 또한 심리적 웰빙은 지식공유, 조직몰입, 직무만족, 직무성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우정

원·홍혜영, 2011; Brunetto et al., 2012; Wright et al., 2007). 결국 구성

원이 가지는 심리적 웰빙 상태는 그들 스스로가 발휘하는 창의적 행동,

혁신행동, 자발적 행동, 적응수행 등 역할 내, 외 행동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넷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적응수행 간에서 구성원의 심

리적 웰빙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변혁적 리더십이 적응수행에 지

속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심리적 웰빙을

동시에 투입함으로 심리적 웰빙의 개입된 상태에서는 독립변수인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는 떨어지고, 유의수준에 포함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 심리

적 웰빙이 완전 매개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SOC 이론에 근

거한 결과로 볼 수 있다(Baltes & Baltes, 1990). 리더가 보이는 비전을

조직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심리적 웰빙 수준을 스스로

높일 것이고, 적응수행 행동을 보상차원에서 발휘할 것으로 예측한 것과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조윤형·최우재, 2017). 구성원의 적응수행

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더의 행동보다는 개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긍

정적인 웰빙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

인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독립변수와 결과변수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의 효과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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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가성민·윤동열·한승현, 2017; 문현태·윤동열,

2016; 조미희·윤동열, 2016). 본 연구에서는 개인-환경 적합성의 조절효

과에 대한 결과이다. 결과 변혁적 리더십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을 개인-환경(조직, 직무, 상사) 적합성이 조절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변혁적 리더십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

-환경 적합성이 높은 집단보다는 낮은 집단에서 더 향상되었다. 개인이

환경(조직, 직무, 상사)과의 적합성을 높게 인식하지 못할수록 변혁적 리

더십의 심리적 웰빙 정도를 높이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낮

은 적합성은 리더의지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강정애·최세경·윤동열,

2016; Han, Yoon, Suh, Li, & Chae, 2019). 개인-환경 적합성과 심리적

웰빙은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적응수행의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환경 적

합성이 높은 집단(M+1SD)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심리적 웰빙을 높여 구

성원의 적응수행을 높이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이론적 시사점

성과 개념은 Campbell 등(1993)이 제시한 이후 많은 변천과정을 거쳤

다. 즉, 초기에 task performance, contextual performance로 구분하였고,

이후 citizenship performance, proactive behavior와 더불어 adaptive

performance가 부각되고 있다. 이는 조직에서 성과로 확인할 수 있는 변

수들이 일 또는 일과 직접관련 있는 변수를 넘어서 상당히 범위가 넓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성과변수로 적응수행을 설정한

이유는 본인에게 주어진 일, 역할과 같은 공식적인 임무를 뛰어 넘어 도

전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을 함으로 조금이라도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 필요하고, 또 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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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어떤 경로와 메커니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적응수행이라는 성과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변혁적 리더십은 처음 언급되었던 때부터 지속적으

로 효과적인 리더십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본 연구대상인 공공기관에

서의 변혁적 리더십의 한계를 언급하고 대안으로 윤리적 리더십을 강조

한 연구와 달리 재삼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고 하겠다.

변혁적 리더십과 적응수행은 두 변수 모두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구성원의 적응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행변수로 변혁적 리더십의 영향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변혁

적 리더 행동인 비전제시, 동기부여, 개별적 배려와 지적 자극은 구성원

의 창의적 문제해결 행동과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업무관리 행동, 그리고

꾸준한 학습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변화는 반드시 다가온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생존하고

성장, 발전,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대안을 찾아내며, 한발 앞선 선제적 행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리더의 영향력 이상으로 개개인이 가지

는 심리적 정서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긍정적

정서가 가지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심리적 웰빙은 삶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성장욕구를 전제로 스스로 환경을 지배하고 자율성과

자아수용성을 바탕으로 행동하며 대인관계에서도 매우 높은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행동이다. 리더십의 영향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갖게 하며, 더

나아가 리더십 이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정서 상태를 확인

한 것은 이론적 의의뿐만 아니라 실무적 차원에서도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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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무적 시사점

조직에서는 리더에게 권한을 부여하면서 많은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구성원들의 성과는 물론이고 성장에도 영향을 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다면, 리더에게는 변

혁적 리더로서 전체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추어 부서단위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능력과 구성원 한명 한명에 대해 동기부여 시키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구성원들의 지적욕구를 자극시킬 수 있는

업무부여나 소통능력을 갖추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일반적인

집합교육에서도 길러질 수 있겠지만 선배들의 가르침, 또는 업무 중 터

득하게 되는 노하우 등의 무형식 학습이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더하

여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형태의 on the job training도 중요한 기

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능력을 배양하게 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조세형·윤동열, 2011). 이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조직에서 조직이 지

원해주는 직업훈련 서비스와 교육훈련 만족도가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이

높아진다(우봉우·서정재·윤동열, 2015)는 연구결과에서 추론해 볼 수 있

겠다. 서비스 중에서 특히 한국직업방송과 같은 교육훈련 전문 공공채널

을 이용하는 방법도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현상훈·윤동열, 2017).

그리고 리더에게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심리적 긍정정서를 갖게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리더에게

있다. 하지만 결과(보상 또는 처벌)는 리더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심리상태를 항상 긍정적이고 도전적이

며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도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리더

개인과 구성원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리더십과 구성원의 역량 배양을 위해서는 기관 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매우 필요하고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역할과 역량 또한

매우 중요하다(조세형·윤동열·최기성, 2011).

개인-환경 적합성은 개개인이 갖는 인식의 정도다. 따라서 개개인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있다. 아무리 조직에서 개개인에게 적합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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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부여한다든지, 조직구조를 조정한다든지, 심지어 상사를 교체하는

등의 지원과 노력을 한다할지라도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고 느끼게 되면

인식의 정도는 낮게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조직에서는 이를 해소하고

적합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 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성을 높게 인식할 것이다. 조직이 추

구하는 목표를 명확히 표시하고, 상사는 이를 정확히 전달하여야 할 것

이다. 조직은 개개인들이 원하는 성장목표 등을 적절히 파악하여 업무적

으로나 조직적으로 이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개인성장 면담

제도나 코칭 제도,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소통방법을 활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적응수행 행동을 높

이게 하는 선행요인이라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웰빙이라는 긍정정서의 매개효과와 개인-환경 간의 적합성이 조절하는

효과를 살펴 본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주 가설이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즉, 공공기관의 리더십 스타일로서 변혁적 리더의

행동은 구성원의 창의적이고 선제적행동인 적응수행을 높이게 한다는 점

을 확인한 것이 의의가 있고, 이 관계에서 구성원의 심리적 웰빙 상태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는 점이 또한 의의가 매우 있

다. 그리고 개인이 조직, 직무, 상사와의 적합성을 인식하느냐가 또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제2절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2.1.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먼저 연구대상에 있다. 공공기관에 국한하여 조사

하였다. 그리고 단일 조직에 속한 상사와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

다. 연구자가 속한 지역적 한계와 네트워크의 한계로 인해 울산 지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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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공공기관을 조사대상에 포함한 것이 첫 번째 한계라고 말할 수 있겠

다. 또한 조직 내 지역적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 상 지역은 연

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본사와 지사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에서

본사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볼 수 있겠다.

설문응답에 있어 자기보고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초 연구설계는 상사가

구성원의 적응수행 정도를 측정하게 되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결과

가 유의미하지 않아 구성원이 스스로의 적응수행을 측정한 값으로 실증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것은 동일방법

편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치

밀한 연구설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횡단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단일 시점에 조사한 구성원

의 심리적 웰빙은 조사 시점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변수별

시간적 차이를 두고 조사하든지, 시계열적으로 여러 번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는 종단연구가 필요하겠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잦은 조직

이동과 업무변동으로 이 또한 용이하지는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상사에 대해 측정할 때, 상사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설

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의 의도는 설문에 응하는 구성원이

본인의 직속 상사를 상사로 규정하여 측정하기를 의도하였으나, 해석에

따라서는 직속상사가 아닌 기관의 평균적 상사를 측정 대상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측정대상에 대한 규범화에 혼란을 줄 수 있

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상사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기

술해 주어야 하겠다. 단, 직속상사를 대상으로 정의하여 측정하게 할 경

우, 리더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어 측정값에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즉, 과하게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여전히

한계점으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도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평균값이 매

우 높게 나타났다(M= 3.78). 같은 맥락에서 구성원이 스스로 자신의 심

리적 웰빙 상태를 측정한 값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M= 3.79). 본인 스스

로가 자신을 측정할 때 상향점수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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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측정대상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개념으로 정성적인 변수를 사용하였다.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듯이 오히려 직무성과를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지 못

한 것이 또한 한계이다. 즉, 개인성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계량지

표인 kpi(key performance index)를 성과변수로 활용할 것을 제시해 본

다. 조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수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리더십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평가가 적

절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

2.2.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를 통해 변혁적 리더십은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도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 하지만 리더십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유연하

게 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진성리더십은 성공만 하

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당시의 성공 지향적 카리스마 리더십 성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등장했다(윤정구, 2015).

공공기관에서 변혁적 리더십 보다는 윤리적 리더십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김정호, 2017). 그리고 공공기관의 문화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공

유리더십이 집단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안지선·홍아정, 2015). 뿐만 아

니라 감성리더십은 중소기업에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이직의도간의

관계ㄹ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조세형·윤동열, 2013). 이러한 연

구에서 시사점을 얻어 변혁적 리더십과 타 리더십과의 영향력 비교를 통

한 상대적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하겠다. 즉, 본 연구에서는 적

응수행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더십 스타일로 변혁적 리더십을

상정하였지만 타 리더십과 비교해봄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보다 더 영향력 있는 리더십 스타일을 밝혀낼 수

있을지를 연구주제로 확인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겠다.



- 84 -

연구대상의 집단을 세분화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즉, 집단 구

성원의 연령별 구분, 직종별 구분(사무, 생산, 영업, 연구 등), 업무 난이

도별 구분, 업무 성격별 구분(본부와 지사), 조직 연혁별 구분(신설조직

과 기존 조직) 등 다양한 집단 간 비교 연구가 필요하겠다. 측정 원천

다변화가 필요하다. 리더에 대한 측정은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상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평가개념이 아닌 연구 목적임을 분명

히 알려주고, 설문 배포와 회수에서 리더와 구성원이 서로 설문대상임을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구성원의 성과를 측

정할 때는 리더의 객관적인 측정값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겠다.

조직에서 구성원의 성과에 대한 개념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

한 성과에 대한 개념 구분과 각 성과를 측정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관심은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미래를 대비하여 선제적이고 창의

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개념으

로 적응수행을 측정하였는데, 발언행동(voice behavior), 피드백추구행동

(feedback seek behavior), 창의적 행동(creative behavior) 등과 같은 행

동을 성과변수로 설정하여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또는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를 찾아보는 연구가 매우 필요하겠다. 선행변수에는 리더십, 개

인성향, 집단성향이나 조직성향으로 구분하여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이러한 선행변수와 성과 사이에 메커니즘과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확인하는 연구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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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Adaptive

Performance :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erson-Environment Fit

Choi, Yongbum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upervis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ersonal-environmental fitness in this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mediated effects of manage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the process and situation leading to

employees' adaptive performance were verified. Through this, we

tried to find out how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superiors

improves employee performanc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s a leadership theory that enables

employees to achieve more than expected by presenting vision,

inspiring motivation, individual consideration and intellectual

stimulation. Based on thi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anticipation of

improving the non-role behaviors such as adaptive performance of

members. For this study,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the

heads of departments and members of public institutions. A total of

236 samples were surveyed by 57 department heads and 000 by

department members.

The hypothesis tes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bos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ees' adaptation performance. Second, psychological well-being

mediated the influence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adap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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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of members. Third, personal-environmental fitness

regulated the influence of superior leadership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employees. Fourth,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gulated by individual-environmental suitability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supervisors and the adaptive performance of employees.

It was found that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superiors in

public institutions acts as a leading factor for the adaptive

performance of the members. And it was confirmed that it affects

psychological well-being as well as adaptive performance behavior. In

other word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behavior of transformative

leaders can affect both individual behavior and emot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sychological emotional state of the individual

as well as the leadership influence is very important for personality

improve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members with high

psychological well-being are more active with adaptive performance

than the members with low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these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can be derived. It was concluded that

not only goal setting for leadership development but also goal setting

for employee emotional development should be made. Ultimately, in

order to achieve the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 a different way for leaders and members.

This study confirms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theory and

performance variables, ident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emotions, and identifi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personal and

environmental suitability have a greater influence.As such, it is

meaningful to verify the relationship and influence between various

variables, and based on the results, it has practical implication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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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development, employee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support.

Keywords :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daptive performance,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environment fit,

moderated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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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예제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구는 둥글다.” ① ② ③ ④ ⑤

2019년 8월

               연 구 자 : 울산대학교 최 용 범 연구원

                          건국대학교 윤 동 열 교수

            연 락 처 :010-8851-4712 (cybchk@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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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 문항은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 표 해 주십시오.

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상사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것을 

기분 좋게 느끼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들은 나의 상사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사람들은 나의 상사와 함께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상사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몇 마디 짧은 말로 명확하게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상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호소력 

있고 감동적으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상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상사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결하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상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방법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상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전에 전혀 

의문을 갖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생각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상사는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개발 하도록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상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상사는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개인적인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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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나온 내 삶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살아가면서 남을 믿는 편이고, 또 주위 사람들도 날 믿어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이웃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가운데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남에게 의존하거나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시간 여유를 내어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주변의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직장과 가정생활 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잘 관리해 나가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나의 삶에 분명한 목표와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간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삶속에서 설렘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 자신은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나의 삶은 향상되어 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나 자신의 성숙이나 자아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스스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 문항은 귀하 본인의 [심리적 웰빙]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 표 해 주십시오.



- 130 -

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확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든 결코 잘 알려진 방법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와 방법을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부서 내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나에게 

의존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행동하기에 앞서 상사로부터의 더 정확한 정보를 기다린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를 쉽게 재 

조직화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부서원들을 우리 부의 우선순위에 몰입하게 하여 

부서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불확실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작업 상황은 나의 행동능력을 저하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 업무에서 일어나는 최신 

트랜드 등을 예의주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능력을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 업무 시간 내·외에서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업무관련 교육훈련이나 학습에 큰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

내 직무와 관련된 혁신이 회사에 확산되기를 기다린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가능한 한 모든 프로젝트나 과제에 참여함으로써 변화에 

대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기회(교육훈련, 그룹과제, 

동료와의 교류 등)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 문항은 귀하 본인의 [적응 수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 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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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의 목표는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잘 부합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의 성격은 나의 성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준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의 운영방식은 나와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나의 직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능력 등을 활용

하기에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6 현재 나의 직무는 내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① ② ③ ④ ⑤

7 현재 나의 직무는 나의 적성에 잘 맞는다. ① ② ③ ④ ⑤

8 현재 나의 직무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상사와 나는 가치관이 비슷하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 문항은 귀하께서 생각하는 회사에서의 직무, 상사, 조직과의 [적합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 표 해 

주십시오.

Ⅴ. 다음 문항은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해주십시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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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급(5급)      ③ 과장급/연구원(4급)      

④ 차장급/선임연구원(3급)      ⑤ 부장/책임연구원(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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