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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리더의 진성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

향과 이 관계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 향상초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리더의 진성리더십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조

직에 성과를 창출하는 구성원의 발언행동을 향상시키는지 확인하고자 하

였다. 진성리더십은 부하들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이나 절차에 의해 업무

를 수행할 있도록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심리적 안전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때 진성리더십은 부하들로 하여금 리더와의

신뢰에 기반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들며, 부하들 스스로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게 유도하기 때문에 발언행동

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주인의식이 리더의 진성리

더십과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임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적 변수로써 구성원이 인지하는 향상초점을 조절변수로 검

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부서장과 조직구성원이 각

각 작성한 설문지를 조합,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해결하여 수집된 261부

의 데이터를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가설 검증 결

과는 첫째, 리더의 진성리더십은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주인의식은 리더의 진성리더십과



구성원의 발언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리더의 진성리더십과 구성원의 발언행동 관계에서 향상초점 인식 정

도가 조절효과로써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상초점

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은 리더의 진성리더십이 높아짐에 따라 발언행동

을 강하게 증가시켰다.

연구를 통해 민간기업과 다른 특성을 지닌 공공기관 리더의 진성리더

십 및 구성원의 자발적 행동과 관련된 변수에 대해 검증한 것에서 확장

하여 그 관계의 영향경로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이라는 매개 변수를 검증

하였다. 또한 발언행동을 창출하기 위한 구성원의 확산적 사고와 수용적

태도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리더의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주인의식을 거쳐 구성원의 발

언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검증하였으며, 향상초점에 대한 인식에 따

른 변화를 검증함으로써 진성리더십 관련 연구의 이론적 확장과 발언행

동 등 구성원의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하기 위한 선행요인들을 확인하였

다. 또한 본 연구는 조직 내·외적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발전과

효과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진성리더십, 발언행동, 심리적 주인의식, 향상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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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최근 사회를 비롯한 경영환경이 더 복잡해지고 급속도로 변화됨에 따

라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이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직면한 조직들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의 성장을 위한 제안과 의사소통을 통해 급속하게 변하는 환경에 유

연하게 대응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Maynes &

Podsakoff, 2014; Morrison & Phelps, 1999; Hirschman, 1970). 그러나

조직의 기대와 다르게 조직 구성원들은 이러한 자발적인 제안과 발언이

인사고과 보복, 처벌 등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

려움 때문에 하지 않거나 수동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Hsiung, 2012;

Detert & Edmondson, 2011; Krefting & Powers, 1998; Klaas &

DeNisi, 1989). 특히 오늘날 기업과 정부의 부정행위에 대한 여러 사례들

은 리더가 조직 구성원과 어떤 의사소통 방식을 취하는지에 따라 많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조직들

은 과거의 리더를 중심으로 한 상명하복 방식의 의사소통보다 수평적이

고 쌍방향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였다.

기업의 생존은 다가올 미래와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준비하

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 직면한 기업은 조직의

경쟁력 확보와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과 만족을 위해 리더의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윤동열 외, 2014; Dinh, Lord,

Gardner, Meuser, Liden, & Hu, 2014). 이러한 강조점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와 연구를 거쳐 리더십에 관한 다양한 이론이 개발되고, 실증 연구

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현장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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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김주하·윤동열·김성훈, 2019; 박지영·윤동열·장제욱, 2019;

고은혜·윤동열, 2017; 김지민·윤동열, 2014; DeChurch, Hiller, Murase,

Doty, & Salas, 2010).

진성리더십은 기존 리더십 이론들이 중요시 다루었던 리더십 스킬이

나 스타일이 아니라 리더 본인의 사명과 진솔한 품성, 가치관, 일관성을

강조한다(Avolio & Gardner, 2005). 진정성이 결여된 리더는 도덕적 해

이와 부패를 저지르고, 조직에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Luthans & Avolio, 2003). 진성리더십의 발휘는 부하들이 변화에 유연

하고 새로운 정보에 개방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며,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상황에 자신을 노출 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최우재·조윤형, 2013). 진성리더는 구성원

들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깨닫고 신뢰감을 갖게 하며, 인지적이고 감

정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성과와 역량향상을 지원한다. 진성 리더는

부하들에게 명확한 비전을 공유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부하들과 개방

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부하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관점에서 현

상을 이해해 나가도록 돕는다(Gardner & Schermerhorn, 2004).

발언행동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건설적이고 협력적이며 적극적인 행동을 말한다. Hirschman(1970)은 조

직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또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해

결하기 위해 반응적인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발언행동에 주목하였다. 진

성리더는 조직의 목적과 부하 개인의 목적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부하들 스스로 리더의 가치와 행위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모방하

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의 가치와 동기를 스스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자발

적인 행동을 유발한다(윤정구·김가진·홍지혜·이지예, 2011).

진성리더십과 발언행동 간의 관련성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에서는 조직

냉소주의(최우재, 2017), LMX와 긍정적 분위기(Hsuing, 2012), 리더신뢰

및 직무열의(Wong et al., 2009), 자기존중감(박노윤, 2014)이 매개변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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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포함되었지만 학교나 민간기업 등으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리더의 진성리더십이 다양한 성과향상에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부하들의 발언행동과의 관계성에 대한 실증 연구

는 부족하다는 이유와 구성원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 이론이라고 하는 점이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목적이

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진성 리더가 개인적 이익이 아닌 공동의 목

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구성원들은 리더와 동일시를 추구하

는 과정에서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감소하고, 발언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발언행동을 향상시키는 선행요인으로 진성리더십을 설정하여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연구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조직 관련 개인

특성 중 하나인 심리적 주인의식을 매개변수로 포함시켜 진성리더십이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심리적 주인의식은

최근 기업이 조직 구성원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성과를 개선하

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 주인의

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업은 심리적 주인의식 고취를 중

요한 고려 요소로 바라보고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김

동철·김대건, 2012). Pierce, Kostova, & Dirks(2003)는 심리적 주인의식

을 높게 인지한 구성원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위험 감수와 개인의 자발

적인 희생을 촉진시킬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심리적 주인의식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구성원의 발언행동을 이끌어 내는 기능을

할 것이다.

또한 진성리더십과 발언행동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관련 조

절변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진성리더십의 성과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지각에 대한 구성원의 향

상초점에 두고 있다.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서는 자신



- 4 -

이 속한 집단에 대한 지각된 정체성 관점에서 리더를 평가한다는 연구결

과가 제시된 바 있다(Hogg, 2001). 또한, Lecky(1945)가 제안한 자기일관

성이론(self-consistency theory)에 의하면, 개인은 지각과정에서 자신의

특성과 유사한 리더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특성을 갖는다.

현대 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생존하는데 있어 리더의 투명성과 도덕성,

조직 구성원의 주인의식과 발언행동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실증 연구는 아직까

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리더의 진성

리더십이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조직과 관련된 개인 변인인

심리적 주인의식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과 메커니즘을 검증함으로써

진성리더십 연구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진성리더십과 발언행동 간에 효과가 확인된다면, 향후

상대적으로 수직적이고 관료적 조직문화가 있고 고용안정성이 확보된 공

공기관에서 조직성과의 향상을 위해 발언행동을 높이는 데 상사의 진정

성 있는 리더십 발휘를 통한 성과 향상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점점 더 공공기관 구성원의 조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요구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유연한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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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진성리더십

진정성이란 리더들이 무엇이 옳고, 중요하고, 좋은가에 대한 질문에 있

어 자기인식을 높일 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즉, 리더의 성취

가 구성원의 자아실현의 요구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때, 구성원의 도덕

적 성숙함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때, 나아가 집단과 조직

이 사회를 위한 이익을 위해 리더 개인의 사익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해지는 것이다(Bass, 1998). 그러나 주요 직책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리더들이 눈앞에 단기적인 성과만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

임을 등한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조직의 장기적 이익보다 리더의 개인적

이익을 우선시 하며 신념과 가치관에 위배되는 비윤리적인 행동들로 인

해 조직을 파탄시키며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Cashman(2003)은 조직

에서 진정성에 기반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실무적 접근으로 진성리더십

을 주장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학계에서도 발달론적 관점에서 리더가 개

발될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진성리더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진성리더십은 긍정적 자기개발, 구성원과의 관계적 투명성, 균형있는

정보처리, 내면화된 도덕적 관점 수용, 우호적인 윤리적 분위기, 긍정적

심리자본을 촉진하고자 하는 리더의 행동유형이다(Walumbwa, Avolio,

Gardner, & Wernsing, 2008). 이러한 리더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요구되

는데 자신의 정체성, 사고·행동의 본질을 깨닫고 자신 및 타인의 가치와

도덕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다(Avolio et al., 2004). 또한 진성 리더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통해 조직과 구성원에 대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

임으로서 긍정적인 조직 형성에 기여한다. 따라서 진성리더십이 발휘되

기 위해 리더는 자신을 이해하고,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직면하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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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치와 신념에 따라 일관성이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Whitehead,

2009; Avolio et al., 2004). 또한 리더가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솔직하고 거짓이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진성리더십

은 윤리적 리더십과 비교된다(윤정구 등, 2011).

Walumbwa et al.(2008)는 진성리더십의 구성요소를 관계적 투명성, 내

면화된 도덕적 관점, 균형 잡힌 정보처리, 자아인식으로 구분하였다. 관

계적 투명성(relational transparency)은 리더가 인간관계에서 자기 개방

성과 신뢰를 중시하고 진정한 자아의 장점과 약점을 가까운 사람들이 진

실 되고 솔직하게 볼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Kernis, 2003). 내면화

된 도덕적 관점(internalized moral perspective)은 리더가 외부 통제보다

는 상위 수준의 내적 도덕 기준을 설정하고 리더 자신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로 일관되게 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Gardner et al., 2005).

균형 잡힌 정보처리(balanced processing of information)는 의사결정을 함

에 있어 리더가 다양한 관련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검토 및 처리

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인식

(self-awareness)은 자신의 정체성, 가치관, 감정, 동기를 인지하고 신뢰

하는 것을 의미한다(Ilies et al., 2005; Kernis, 2003).

Gardner et al.(2011)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진성리더십의 실증적 연

구결과를 선행요인, 매개효과, 결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수의

연구들이 유사한 맥락과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Gardner et al.(2011)의 선행연구 고찰에서 조절변인에 관한 연구

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진성리더십 연구에서 매개효과

에 비해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Jensen & Luthans(2006)의 연구에서 진성리더십은 리더십 행위, 조직의

윤리적 분위기, 미래지향성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하위개념은 진성리더

십의 보편적인 하위개념과는 다소 차이점을 보이지만 진성리더십 등장에

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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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리더십 효과성은 주로 조직의 성과 및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구성

원의 행동에 있어 일관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리더십 효

과성은 구성원의 태도, 리더 경력에 기여, 목표달성 촉진, 집단 프로세스

에 대한 기여로 구분할 수 있다(Yukl, 2012). 우선 진성리더십이 구성원

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면, 진성리더십은 소진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Wong & Cummings, 2009), 심리적 임파워먼트(박민

영·장영철, 2016; Walumbwa et al., 2010), 상사동일시(박상길·장준호,

2015; Walumbwa et al., 2010), 개인적 동일시와 사회적 동일시(박노윤·

설현도·이준호, 2014; Wong et al., 2009), 직무만족(박노윤 외 2014;

Giallonardo et al., 2010; Walumbwa et al., 2008), 직무열의(박민영·장영

철, 2016; Giallonardo et al., 2010; Walumbwa et al., 2010), 자기효능감

(최우재·조윤형, 2013), 심리적 안전(박정원·손승연, 2016), 신뢰(양경흠·

김정식·김정수, 2017), 조직몰입(양경흠 외, 2017; Walumbwa et al.,

2008)에 긍정적 역할이 확인되었다. 진성리더십의 구성원 태도에 대한

영향력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구성원의 직무몰입 및 만족, 열의에 대해

긍정적이고 일관된 영향력이 입증되고 있으며 상사, 개인, 조직 동일시를

촉진하여 조직 및 직무에 대한 구성원의 긍정적 태도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구성원의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의 영향력을 보면, 진성리더십은

구성원의 발언행동(최우재, 2017; 김거도·탁진국, 2016), 직무수행(박노윤

외, 2014; Wong & Cummings, 2009; Walumbwa et al., 2008), 조직시민

행동(윤인한·장영철, 2015; 김종술·문재승·박계홍, 2013; Walumbwa et al.,

2010), 역할 내 수행(강호철·이도화, 2016)에 긍정적 역할이 확인되었다.

성과의 측면에서 진성리더십은 기업의 재무성과(Clapp-Smith et al.,

2009), 적응수행 성과(강호철·이도화, 2016; 최우재·조윤형, 2013), 팀성과

(정예지·김문주, 2013)에 영향력이 규명되었다. 특히 백지원·윤동열·장제

욱(2019)의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진성리더십이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주도적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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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이 구성원의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행동과 관련하여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역할 내 수행, 직무수행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또한, 구성원의 자발적

행동으로 설명되는 조직시민행동, 역할 외 수행, 적응수행, 발언행동에

있어서도 긍정적 역할이 검증되었다.

주요 선행연구에서 진성리더십 관련 구성원 행동, 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과 상황요인 규명에 대한 여러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진성리더십

에 관한 매개효과 연구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은 진성리더십이 구성

원의 수행, 행동, 성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수에 대한 관

계 규명이다. Walumbwa et al.(2010)는 연구에서 진성리더십은 직무열

의와 조직시민행동에 이르는 과정이 확인되고 있는데 조직시민행동에 이

르는 과정은 구성원의 임파워먼트를 통해 연결되고 직무열의의 경로는

상사동일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Wong et al.(2009)는 진성리

더십이 리더에 대하여 신뢰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동일시와 개인

동일시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고 있는데 개인동일시만이 경로에 유의한 것

으로 확인하였다. Clapp-Smith et al.(2009)는 진성리더십과 기업재무성

과와의 관계가 리더십에 대한 신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Giallonardo et al.(2010)는 진성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매개

변수로 직무열의를 설정하였으며, 다차원적으로 접근한 직무열의가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 주요 선행연구에서는 진성리더십의 중재변수로서의 역할로 백지

원·윤동열·장제욱(2019)은 공공기관 리더의 진성리더십이 팔로워십을 통

해 조직시민행동에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우재(2017)는 진성리더

십이 조직냉소주의를 통해 발언행동에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고 한봉주

(2013)는 진성리더십과 조직몰입 관계에서 심리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규

명하였다. 최우재·조윤형(2013)는 진성리더십이 자기효능감을 통해 적응

성과과 심리적 웰빙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정예지·김문주(2013)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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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더십이 팀에너지를 통해 팀성과와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검증하였다.

조절변수에 대한 주요 연구는 진성리더십의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차은

애·정현우·김영조, 2015; 김종술 외, 2013)과 진성리더십과 결과를 조절하

는 변수(김미경·문재승, 2017)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조절변수로서

진성리더십의 역할을 보면, 진성리더십은 직장 내 적합성과 상호작용하

는데 이 과정에서 진성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김종술 외, 2013). 차은애 외(2015)는 진성리더십이

인사고과 결과 수용에 대한 관계에서 인사고과 공정성이 영향력을 강화

하는 것으로 검증했다. 진성리더십과 리더십의 효과성을 조절하는 상황

요인으로서의 역할은 LMX가 진성리더십의 리더 진정성 행동 인식을 강

화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김미경·문재승, 2017). 진성리더십의 매개효과

연구에 비해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성리더십이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을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회정체성은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자신이 어떤 사

회적 집단의 일원이라는 인식, 가치, 정서적 의미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Tajfel, 1978). 집단의 소속감을 통해 자기가치감이 증가하면, 자신과 집단

을 하나로 간주하고, 집단의 공동목표와 가치관을 추구한다(Tyler &

Blader, 2003). 사회정체성 연구는 주로 사회동일시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

며(Hirst et al., 2009; Van Knippenberg et al., 2007; Ashforth & Mael,

1989), 최근에는 사회동일시뿐만 아니라, 자부심과 존중감도 사회정체성의

구성요소로 포함시켜 사회정체성의 개념을 확대하였다(Blader & Tyler,

2009). 사회정체성은 집단과 일체감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에 소속

되어 있음으로 얻게 되는 자신의 가치와 의미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

사회정체성과 같은 자아개념은 집단에서의 사회적 경험을 통해 점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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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형성된다(Kashima & Hardie, 2000). 특히 리더와의 관계에서 얻은

사회적 경험은 자아를 정의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리더는 업무

와 관련하여 구성원과 직접적이고 빈번하게 접촉하고 그들의 능력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집단의 견해, 규범,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때문이다. 리더가 구성원을 대우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집단에

서 가치 있고 존중받는 구성원인지, 그 집단이 구성원으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해준다(Smith & Tyler,

199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성리더십은 구성원의 특정 행동을 증진

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 리더는 자신의 입장만을 강요하지 않고 구성원의

욕구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고 조절한다. 또한 진성 리더는

구성원과 개방적이고 숨김없이 진정한 자아를 구성원에게 보여주며, 구성

원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공정하게 대한다. 이러한 진성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집단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

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소속 집단에 대해 높은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박노윤 외, 2014). 또한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받고 매력을 느끼는

집단에 심리적, 행동적으로 헌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Tyler & Blader,

2009), 진성 리더십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리

더의 진성리더십과 구성원들의 행동을 연계하여 유추해볼 때, 사회정체성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높은 수준의 진성리더십을 인지한 조직 구성원들은

소속감과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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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Braun et al.

(2017)
진성리더십

근로자

일가정 양립

리더

일가정 양립(매)

Hirst et al.

(2016)
진성리더십 도움행동 팀신뢰(매)

Zubair

(2015)
진성리더십 창의성

work related

flow(매)

Hsieh et al.

(2015)
진성리더십 직무열의 신뢰(매)

Wang et al.

(2014)
진성리더십 팀성과

긍정심리자본(매)

LMX(매)

Zhou et al.

(2014)
진성리더십 혁신행동 긍정정서(매)

김일·정득부·류태모

(2019)
진성리더십

직무자율성,

직무열의
상사신뢰(조)

박지영·윤동열·장제욱

(2019)
진성리더십

외국인 근로자

이직의도
직무스트레스(매)

백지원·윤동열·장제욱

(2019)
진성리더십 조직시민행동 팔로워십(매)

이은희·민동화·정동일

(2019)
진성리더십

상사신뢰

조직시민행동
-

조윤형

(2019)
진성리더십 조직변화 저항

조직비전

명료성(조)

김예성·신제구

(2018)
진성리더십 사회적 태만 심리적 임파워먼트

홍아정·조윤성

(2018)
진성리더십 일 몰입 조직학습역량(매)

최우재(2017) 진성리더십 발언행동
조직 냉소주의(매)

직무적합성(조),

조윤희·조성용·홍계훈

(2017)

진성리더십

팀 임파워먼트

팀 몰입,

팀 조직시민행동
코칭행동(조)

양경흠·김정식·김정수

(2017)
진성리더십 조직몰입(군조직) 리더신뢰(매)

박정원·손승연

(2016)
진성리더십 창의성

심리적 안전(매)

향상초점(조)

최우재·조윤형

(2016)
진성리더십

부하의

변화지지행동

감정적 변화몰입(매)

조직 공정성(조)

박상길·장준호

(2015)
진성리더십

자아개념,

내재적 동기
상사동일시(매)

<표1> 진성리더십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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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발언행동

발언행동(voice behavior)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다. 다차원적으로 여

러 학자들에 의해 개념화되었으나(Farrell & Rusbult, 1992; Withey &

Cooper, 1989), Detert & Burris(2007)는 조직 또는 업무 단위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각, 제안 또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발언행동과 관련한 연구의 주된 관심은 조직 내에서 제안과 발언이

필요하다고 인지하지만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 하에서 어떻게 발언행동이 유발될 수 있느냐에 있다. 발언행동에

관한 연구는 발언행동이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Van dyne et al., 2003).

발언행동을 촉발하는 동기는 조직차원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을 돕거나 혹은 작업그룹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바람이다(Grant & Ashford, 2008). 이러한 발언행동으로 이어지는

관계에 주안을 둔 많은 연구들은 발언행동이란 조직 구성원이 자신에게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

고 취하는 정교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Detert & Burris,

2007; Morris & Milliken, 2000). 여기서 긍정적 결과와 연계되는 중요한

핵심요인으로 발언행동이 실제로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각하는 효

능감과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큰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안정성에 있다(Morrison, 2011).

발언행동의 선행변수 및 결과변수와 관련한 연구는 큰 틀에서 발언행

동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데에 있다. 발언행동에

대한 실증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언행위를 증

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선행요인을 구분하는데 집중되었다(Morrison, 2011).

Glauser(1984)는 선행요인으로서 발언 행위자와 발언행위가 목표하는 대

상자의 위계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감이 발언행동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위계적 거리감 측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상사에 대한 구성원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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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주목하고 제안제도와 고충처리절차 같은 상향식 발언전달 기제를

연구하였으며, 발언행동은 쉽고 편리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발언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비관

료적인 맥락에서도 발언행동이 활발하다는 점은 검증하지 못했다.

Stamper & Van Dyne(2001)는 조직문화에 관심을 두고 정규직의 경우

관료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인지가 적을수록 발언행동 정도가 더욱 크다

고 확인하였다. 정규직의 경우 고용관계를 경제적 교환관계로 보기 보다

는 사회적 교환관계로 보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비정규직에 비

해 정규직은 조직 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서 발언행동을 통해 실질적

인 변화를 촉발해 내겠다는 효능감을 증대시킨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주

장하였다. 조직 내 근무경력과 근무연수도 발언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Tangirala & Ramanujam, 2008; Detert & Burris,

2007). 이들 연구에서 공통된 것은,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신규직원으로

조직 내 근속연수가 적을 경우 발언행동이 자신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거나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자각하는 것이다.

Detert & Burris(2007)는 연구에서 심리적 안정성을 선행변수로 제시

하고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의견을 표출하기 전에 그에 해당하는 대가

또는 비용을 염두에 두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Walumbwa &

Schaubroeck(2009)는 심리적 안정성과 관련하여 심리적으로 자신이 처

한 환경이 안전하다고 인지하는 지각이 자신이 속한 조직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행동과 관계됨을 검증하였다. 조직 내 개

인의 경력과 관련하여, 조직 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것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자신의 발언행동이 수포로 돌아가

지 않을 뿐 아니라 발언행동으로 인해 피해도 입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하기 쉽다(Morrison & Rothman, 2009; Miceli et al., 2008).

Liang et al.(2012) 역시 연구에서 발언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의무감,

심리적 안정성, 조직 내 자존감을 확인하였다. 촉진적인 발언행동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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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발언행동의 가장 강한 관계를 갖는 선행요인으로 의무감과 심리적 안

정성을 제시했으며, 촉진적 발언행동과 상호 연관성이 있는 선행요인으

로 조직 내 자존감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방적인 발언행동 측면에서, 자

신의 고민을 행동으로 표출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개인은

발언행동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경우 자기보호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고 제시했다(Morrison, 2011). 발언

행동의 선행요인에 과거 연구가 개인단위의 행동을 분석하는데 주안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그룹단위의 효과를 동시에 살펴보는 것으로 발전하였

다(Morrison, 2011; Tangirala & Ramanijam, 2008). 발언행위자가 속한

조직의 구조와 규모 뿐만 아니라 그룹단위로 공유하는 행위체계나 신념

의 영향이 연구대상으로 부각되었다. Morrison(2011)는 조직 구성원이

소속된 그룹 내에서 의견이나 제안, 혹은 우려를 표출해도 안전하다는

신념을 인지함으로서 구성원 개인이 발언행동을 취한다고 보았다.

발언행동의 결과는 발언행동 당사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먼저 발

언행동은 발언 당사자인 조직 구성원의 통제감을 증진시키고 직무만족과

직무동기를 제고함으로서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한다(Greenberger &

Strasser, 1986). 또한 스스로 자신의 견해와 우려를 표출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강화시킴으로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Morrison & Milliken, 2000). 실제로 부당한 대우에 발언행동을 취하기

보다 침묵함으로서 심리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Cortina & Magley, 2003). 발언행동은 행위 당사자 이외

에 자신의 동료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Milliken et al.(2003)는

발언행동이 타인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이면서 관계적

인 것이라고 보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언행동이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

하였다. 즉 발언행동을 통해 발언자가 속한 소그룹 내 갈등은 해소할 수

있겠으나 다른 개인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Milliken et al., 2003; LePine & Van Dyn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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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Wang et al.

(2018)

Tranformational

leadership
Voice behaviors

Psychological

capital

M Weiss et al.

(2018)
Inclusive leader Voice behaviors

Group

membership

최용득·조예슬·

이동섭

(2019)

리더유머 발언행동
심리적안전(매)

개별적 배려(조)

김진희·이수진·

변국도

(2019)

비인격적 감독 발언행동

직무열의(매)

자기효능감,조직공

정성(조)

조봉순·김선호

(2019)
변혁적 리더십 발언행동

발언효능감,

심리적 안전감(매)

한준구

(2019)
심리적주인의식

발언행동

도움행동

과업갈등,

관계갈등(조)

강민정·강승완·

손승연

(2019)

상사 비인격적

행동
건설적 발언행동

심리적주인의식(매)

핵심자기평가(조)

서우형·노명화·

이지영

(2019)

포용적 리더십 발언행동

심리적안전감(매)

동료 체념적 침묵

인지(조)

한수진·대교

(2019)
상사 정치적 스킬 발언행동 LMX(조)

김나희

(2019)
리더의 행동특성 개인 창의성

친사회적 발언행동

내재적 동기부여(매)

정원호

(2018)
임파워링 리더십 발언행동

자기존중감,

발언분위기(매)

국내 주요 선행연구에서는 발언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진성리더십(최우

재, 2017), 변혁적 리더십(조봉순·김선호, 2019), 포용적 리더십(서우형·노

명화·이지영, 2019) 등을 검증했으며, 한준구(2019)는 심리적 주인의식을

선행요인으로 확인했다. 이상 발언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2> 발언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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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강구한·손승연·

정원호

(2018)

리더 겸손 발언행동
자기효능감(매)

발언요청(조)

탁제운·신제구

(2018)
참여적 리더십 발언행동

심리적 안전감(매)

성장욕구강도(조)

최우재(2017) 진성리더십 발언행동
조직 냉소주의(매)

직무적합성(조)

제3절 심리적 주인의식

심리적 주인의식은 조직 내의 여러 대상에 대해 자신의 것이라는 느낌

을 갖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며, 심리적 주인의식을 느끼는 대상이 물

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조직 활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자신들의 것이라고 느끼는 심리상태

를 의미한다(Pierce & Jussila, 2010). 또한 조직구성원이 물리적, 합법적

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유 대상인 조직에 대해 느끼는 소

유감으로 종업원이 특정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경험

하는 심리적 현상이다(Vandewalle et al., 1995).

Pierce et al.(2003)는 개인의 소유 대상 또는 대상의 각각이 나의 것인

것처럼 인지하는 상태로 심리적 주인의식을 정의했으며, 이들이 제시한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소유감은 그 자체로 나의 것 또는 우리의 것과 관련되

어 있는 공통적인 감정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심리적 주인의식은

내가 인지하는 바가 나의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며, 그 개념

의 핵심적인 사항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소유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심리적 주인의식은 그것이 비물질적이든 물질적이든 상관없이 개인과 대

상이 되는 객체 간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객체는

자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이며, 확장된 자아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셋째, 심리적 주인의식의 상태는 감정적 및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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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이다. 즉, 감정적 요소 뿐 아니라 지성적

지각을 통해 개인이 느끼게 되는 인지적 요소도 있다는 것이며, 이와 같

은 인지적 상태는 정서적·감정적인 느낌과 결합됨으로서 각각의 소유감

은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고 능력감과 유능감이 함께 수반된다. Pierce et

al.(1991)는 심리적 주인의식의 구성요인으로 효능감, 자아정체성, 소속감

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권익수·서문교·고병기(2017)는 자기효능 동기,

자기이해, 자기정체성 욕구, 자아정체성의 지속적인 유지, 타인에 대한

자기정체성의 표현, 자극 욕구, 소속 욕구 등으로 구분하였다.

심리적 주인의식에 관한 주요 연구는 종업원의 성과나 태도 등 결과변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과, 심리적 주인의식의 선행요인을 탐구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으며, 결과 변수로의 영향 검증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심리적 주인의식의 선행요인을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류

성민·김동배(2016)는 연구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의 선행요인 규명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의 특성이 심리적 주인의식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정보공유와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함

과 동시에 우리사주제도와 심리적 주인의식으로의 경로를 확인하였다.

권인수 외(2017)는 심리적 주인의식의 선행 요인으로 리더-구성원의 교

환관계를 확인하였고, 조직기반 자긍심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여 LMX와

심리적 주인의식의 관계 효과를 더 정확하게 검증하였다.

정양운·문형구(2011)는 심리적 주인의식의 선행요인으로 대상에 대한

통제, 친근한 지식, 자기투자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Furby(1978) 연구에서도 통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정 대상을 통

제 가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느낄수록 심리적으로 그 대상을 본인의

일부로 지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대상에 대한 친근한 지식에 대해 심리

적 주인의식은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특정 대상을 많이 알

게 될수록, 친근해질수록 그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는데, 이러한 관계가

깊게 형성 될수록 주인의식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Beggan &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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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Mayhew et al.

(2007)

job-based

psychological

ownership

in-role behavior -

Pierce et al.

(2004)

work environment

structure

psychological

ownership
control(매)

서영표·이종건

(2019)
상사 신뢰

직무열의,

직무성과
심리적 주인의식(매)

한준구

(2019)
심리적 주인의식

발언행동,

도움행동

관계갈등,

과업갈등(조)

강민정 등

(2019)

상사의 비인격적

행동

구성원의 건설적

발언행동
심리적 주인의식(매)

권인수 등

(2017)
LMX 심리적 주인의식 조직기반자긍심(매)

조윤형·상여

(2017)
임파워링 리더십 직무열의 심리적 주인의식(매)

이나영 등

(2016)
심리적 주인의식 과업수행 변화몰입(매)

조윤형·두주

(2016)
상호작용공정성

혁신행동,

직장내 일탈행동
심리적 주인의식(매)

김거도·탁진국

(2016)
진정성 리더십 건설적 발언행동 심리적 주인의식(매)

장동인

(2015)
조직후원의식 조직시민행동 심리적 주인의식(매)

정기영 등

(2015)
변혁적 리더십 혁신행동 심리적 주인의식(매)

공혜원 등

(2015)
감정조절전략 OCB 심리적 주인의식(매)

1994). 또한 개인은 대상에 자신의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심리적 주인의

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대상에 대한 자신의 에너지, 시간, 노력 등의

투자는 자신과 대상을 하나로 만들고 이를 통해 개인은 대상에 대한 심

리적 주인의식을 형성하게 되며 주인의식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고 보살

핌과 관심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Pierce et al., 2001). 이상의 연구 결

과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심리적 주인의식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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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추대엽·정유경

(2010)
심리적 주인의식

자발적 행동,

이직의도

정서적

조직몰입(매)

배성현 등

(2010)
공정성(분배,절차)

OCB, 조직몰입,

직무긴장

심리적 주인의식(매)

부정적 성향(조)

조영복·이나영

(2005)
심리적 주인의식 변화지지행동 변화몰입(매)

제4절 향상초점

향상초점은 이상과 이익을 최대화하여 원하는 최종 상태로 접근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기부여 성향을 의미한다(Higgins, 1997). 인간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동기와 어떤 자극의 인지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 동기에 의해 자신이 이루길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정

해진 목표는 이루고자 하는 개인적 행동으로 이어진다(Higgins. 2000).

조절초점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행동을 선택할 때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향상과 더 나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취하게 되는 예

방의 두 가지 사고를 근간으로 이중 하나의 초점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

을 조절한다(주세영·정인성·김정식·박동희, 2015). 이러한 인간의 행동 동

기는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이라는 두 가지 동기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Higgins, 1997). 개인이 어떤 동기 시스템에 더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이나 동기, 정보 처리(Werth & Foerster, 2007), 평가, 감

정 경험(Shah, Brazy, & Higgins, 2004) 등이 달라질 수 있다.

향상초점은 만족스럽거나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현재의 상황을 향

상시키려는 목표를 가지는 반면, 예방초점은 불만족스럽거나 바라지 않

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지닌 자기조절 동기이다(박정원·손승

연, 2016). 향상초점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성장 및 발전에 관심이

많고 개인이 열망하는 이상적인 자아 추구를 자신의 목표로 삼기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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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결과, 이득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권상집, 2016; Kark

& Van Dijk, 2007). 향상초점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이상 간의 불일치를

인지하고 이를 이상적인 상황으로 이끌려고 하는 의지이다. 이를 위해

이상적 결과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접근 지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목표 성

공 시 성취감을, 목표 실패 시 낙담을 경험한다(주세영 외, 2015).

향상초점은 이상의 달성과 발전에 초점을 둔다(Ferris et al., 2013). 이

로 인해 확산적 사고 및 수용적 태도를 가지며, 성취와 희망 동기로 인

해 목표에 대한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Förster, Higgins, & Idson,

1998).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은 조직의 개선과 변화에 관심을 갖으며,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과 변화를 열망한다(Johnson,

Chang, & Yang, 2010; Higgins & Spiegel, 2004). 따라서 수용적 태도,

확산적 사고, 변화에 대한 열망 등으로 특징되어지는 향상초점은 본질상

창의성과 관련이 높고(Higgins et al., 2001; Crowe & Higgins, 1997),

향상초점이 높은 구성원은 창의적인 사고 및 시도의 잠재력이 존재한다

(박정원 손승연, 2016; Lanaj, Chang, & Johnson, 2012).

조직 내에서 리더와 구성원은 다양한 의사전달 과정에서 자신의 조절

초점과 상대방의 표현 전략이 부합될 때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의 조절초

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Cesario & Higgins, 2008). 상호간 적합

성 또는 조절초점의 일치는 조절적 적합성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Higgins(2005)에 의하면 조절적 적합성이란 개인에게 주어진 정보의 방

향성과 조절초점이 일치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항에서 사람들은 자

신의 동기를 지속시키고자 하며, 목표를 추구할 때에도 목표추구 활동과

관련된 과업을 더욱 중요하게 인지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다(Higgins et al., 2001).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 자신의 조절적 동기

성향과 적합할 때 그 환경요소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Santelli, Struthers, & Eton, 2009). 결과적으로 동일한 상황 조건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동기 성향과 유사한 외부 자극을 받게 되면 긍정적 정



- 21 -

서와 사고를 경험하게 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Higgins, 2005).

리더가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시에 향상 지향적인 수단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향상초점 지향적인 구성원은 조절적 적합성을 경험하게 되어

리더를 우호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예방초

점 지향적인 구성원은 향상초점 전략을 추구하는 리더와 조절적 적합성

에 대해 경험하지 못하고 우호적인 관계 또한 강화 되지 않을 것이다.

리더와 구성원 간의 성향적 유사성은 우호적인 성과평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Tsui & O‘Reilly, 1989). 향상초점이 높은 구성원이 도

덕적 신념과 투명성, 긍정적 심리자본을 촉진하는 진성 리더를 경험하면

구성원은 재인식 과정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 인지구조와의 유사성을 인

지하게 되고 그 리더에 대해서 더 매력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Crowe & Higgins(1997)과 Friedman & Förster(2001)는 향상초점이

만연한 팀의 구성원들은 유연한 사고방식을 발전시키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떠안으려고 하며, 더 다양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려 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통찰력을 유발시킨다고 확인하였다. Neubert et

al.(2008)은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에게 향상초점을 촉진시키고 이

러한 향상초점은 조직 구성원 간의 창의적 행동과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uang & Zhou(2015)는 미용실 관리자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향상초점을 통하여 구성원의 창의성에 대한 고객의

임파워링 행동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규선·백기복·김익택(2015)은 구성원의 향상초점이 높을수록 이슈창

안, 이슈실행과 리더호감 간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했으며, 이홍

(2018)은 향상초점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촉진적 역

할모델과 지원적 리더십, 심리적 안전문화, 경영자의 혁신의지 및 탐험적

전략목표에 대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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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리더의 진성리

더십이 발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 심리적 주인의식이

그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는데 있다. 또한 향상초점이 진성

리더십과 발언행동간의 관계에서 조절하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리더의 진성리더십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구성원의 발언

행동을 향상시키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진성리더십을 독립변수

로, 발언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심리적 주인의식이 매개변수로 작

용하는지 살펴보고, 진성리더십과 발언행동의 관계에서 향상초점이 어떻

게 조절될 것인지 밝히고자 <그림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진성리더십 발언행동

심리적 주인의식

향상초점

[그림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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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설 설정

2.1. 진성리더십과 발언행동과의 관계

진성리더십은 리더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진정성 있는 리더

십을 의미한다(Gardner et al., 2005). 윤정구 외(2011)에 의하면 진성리

더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며, 구성원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을 의미한

다. 진성리더십은 구성원들과 솔직하고 투명하게 의사교환 및 지식공유

를 지원하고 이러한 리더의 행동은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증대시키

며, 지식공유는 창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김현진·설현도, 2016).

리더와 부하들이 수행하는 과업내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과거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과 절차를 넘어 새로운 접

근방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진성리더십의 발휘는 부하들이 변화에 유연하고

새로운 정보에 개방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며,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상황에 자신을 노출 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최우재·조윤형, 2013). 또한 진성리더는 부하들

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신뢰감을 갖게 하며,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역량과 성과향상을 지원한다(Gardner &

Schermerhorn, 2004). 진성 리더는 부하들에게 명확한 비전을 공유하려

고 노력하기 때문에 부하들과 개방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게 되며

(Gardner & Schermerhorn, 2004), 부하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관점

에서 현상을 이해해 나가도록 돕기 때문에 부하들의 발언행동을 유도한다.

발언행동에 대한 개념은 개인들이 조직에 표출하는 반응행동인 이탈

(exit), 발언(voice), 충성(loyalty)을 포함하는 EVT이론을 통해 소개되었

다(Hirschman, 1970). 이탈은 구성원들이 조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

발언은 구성원들이 제안사항이나 불만을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행동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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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충성은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한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특히 발

언행동은 조직과 업무의 개선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의미하기 때

문에 불평의 개념 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행동이다(송종영·백기복·최우재, 2016). Saunders, Sheppard, Knight, &

Roth(1992)는 발언행동의 주체적 특성보다 발언이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고

수용할 수 있는 리더가 주요한 요인이라고 제안했으며, 이는 구성원이

발언행동을 하고 조직에서 발언행동이 활성화되기 위해 발언 수용자의 수용

가능성과 발언 제안자 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발언행동의 전제는 자발적이라는 것이며, 그 의미는 개인 스스로 발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동기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행동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대표적인 이론으로 사회교환 이론과 자원

보존 이론이 있다(Ng & Feldman, 2012). 사회적 교환관계는 호혜성이

보편적 규범으로 작용하며,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나 또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할 심리적 의무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

라서 조직이 구성원에게 호의적으로 행동을 하면, 긍정적인 호혜성을 만

들어 교환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신뢰가 형성되어 물질적 자원

뿐만 아니라 사회·감정적 자원의 교환도 이루어짐으로써 구성원과 조직

간 사회적 교환관계가 형성된다(박노윤, 2009). 사회적 교환관계를 형성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구성원은 파트너로서 조직에 신뢰감과, 자신의 존

재와 능력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또한 조직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 결과 집단과 조직에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Tyler, 1999).

Hobfoll(1989)은 자원보존(conservation of resources)이론에서 개인은

자신이 소유한 시간, 에너지 등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

해 자신의 한정된 자원을 보존하고, 고갈 되지 않도록 유지하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Ng & Fieldman(2012)은 발언

행동은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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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제한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자원보존이론 관점에서

발언행동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직차원에서 개인이 직

무 자율성의 부족, 상사에 대한 불만족 및 차별적 대우, 발언에 대한 개

방성의 부족 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내적 자원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발언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성이 있다. 반대로 저 스트레스 상황일

경우 개인이 미래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자원을 늘리기 위해 자신이 보유

하고 있는 자원을 투입하여 발언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개인은 발언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부정적인 욕구보다

발언행동을 할 수 있는 긍정적 욕구가 더욱 강하게 발생했을 때, 비로소

발언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국내 주요 선행연구에서 진성리더십은 부하들이 인지하는 존중감을 매

개로 하여 부하들의 발언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재(2017)는 진성리더십이 부하들의 자발적인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다. 박노윤 외(2014)는 리더로 부터 인지하는

존중감은 부하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고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이나 제도에

도전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발언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최우재·

조윤형(2013)은 진성리더십은 부하들의 적응적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다. 진성리더십은 부하들의 긍정적 인지능력과 긍정적

정서를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개방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적응적 수행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차동옥·김상수·이정훈·방호진·문지영(2013)은 포용적 리더십과 발언행

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포용적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들과 개방적이고 빈번하고 유연한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리더십 유형

이며, 부하들에게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발언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

다. 리더가 부하들에게 조직의 이슈에 대해 기대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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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유도하게 되면 부하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경계를 확장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공식적인 책임을 넘어서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송종영 외, 2016).

이와 같이 진성리더십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이나 절차에

의해 업무를 수행할 있도록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심리적 안전감

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때 진성리더십은 구성원들로 하여

금 리더와의 신뢰에 기반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들며, 부하들 스

스로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게 유도하기

때문에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

나 진성리더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구성원의 발언행동과

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

경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가설 1 : 리더의 진성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발언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주인의식과의 관계

리더십이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책임감과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은 팀

장조직형상화(supervisor’s organizational embodiment)로 설명할 수 있

다. 팀장조직형상화는 팀장이 조직의 정체성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

에 대한 팀원들의 지각을 의미한다(Eisenberger et al., 2010). 팀원들은

팀장과의 교환관계를 조직과의 교환관계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시에 팀장의 속성이 조직의 속성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한다

(Shoss, Eisenberger, Restubog, & Zagenczyket, 2013). 팀원들이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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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팀장과 조직의 고유한 특성이 얼마나 유사한 지는 팀원들이 조직에

가지는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tinglhamber, Marique,

Caesens, Hanin, & De Zanet, 2015). 팀장-팀원의 상호 호혜적 규범에

의한 긍정적 효과는 팀장이 조직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팀

장 개인을 넘어선 조직과의 우호적 교환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

문에 조직에 대해 더욱 강한 감정적 애착을 가지게 된다(박정호·최우재·

백기복, 2019).

진정성을 지닌 리더는 자기인식을 기반으로 자신에 대한 강점과 약점

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조직 구성원들에게 아

이디어와 제안을 하도록 장려하고, 얻은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하고자 한다(Gardner et al., 2005). 따라서 조직 구성원은 직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의사결정 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고, 이를 통

해 효능감과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는 통제감을 느낄 수 있으며, 결과적

으로 자기 스스로 주인이라는 인식을 느낄 수 있다(Liu, Wang, Hui, &

Lee, 2012; Pierce et al., 2001).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주인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론적 논의에 대해 살펴보면 진성리더십은 심리적 주인의식의 책임감에

영향을 미친다. 리더가 내적 도덕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진성리더십의

도덕성은 긍정적 모델링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심리

적 주인의식의 책임감으로 연결된다(Walumbwa et al., 2010). 또한 진성

리더십은 관계의 투명성, 균형잡힌 정보처리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에 대한 정보공유와 의견수렴 및 탈관료적·수평적 의사결정 유형

을 강조함으로써 조직구성원에 대한 임파워먼트를 촉진한다(Ilies et al.,

2005). 이는 곧 심리적 주인의식의 책임감으로 연결된다.

진성리더십은 심리적 주인의식의 소속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차적으로 소속감은 사물이나 공간의 애착을 통해 형성되나, 조직, 작업

집단 및 직무에 대해 구성원이 느끼는 소속감에 의해 충족되고 확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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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성리더십의 자기인식과 관계적 투명성은 리더와 조직구성원 간의

개방적이고 책임감 있는 긍정적 관계를 형성한다(Ilies et al., 2005;

Luthans & Avolio, 2003). 또한 진성리더십은 관계투명성을 바탕으로 적

극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조직구성원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며, 균형된 프

로세스(balanced processing)를 통해 의사결정에서 모든 적절한 자료들

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조직구성원들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등 조직구성

원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주인의식을 고

양한다(Walumbwa et al., 2010).

진성리더십은 심리적 주인의식의 자기정체성을 촉진한다. 진성리더십

은 높은 수준의 통합된 도덕적 관점의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조직구성원

의 보다 깊은 개인적 헌신을 이끌어 내며,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노력

을 더할 때 무엇이 성취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자기정체성을 증진시킨다(최항석·이지숙, 2010). 결국 진성리더십은 거짓

없고 진실된 자아실현의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태

도를 유인하고 심리적 주인의식과의 관계가 조화롭게 형성할 수 있다.

Walumbwa et al.(2010)는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주인의식간의 영향 연

구에서 진성리더십은 심리적 주인의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이 있

음을 검증하였으며, Walumbwa et al.(2008)는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주

인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진성리더십은 심리적 주인의식에 정

(+)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김동

철·김대건(2012)은 진성리더십은 심리적 주인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조직구성원들의 긍정적 자기개발을 촉진하는

분위기 확산을 통해 심리적 주인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Walumbwa et al., 2008).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진성리더

십은 심리적 주인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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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 리더의 진성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주인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심리적 주인의식과 발언행동과의 관계

심리적 주인의식이 높은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소유감이 높기

때문에 공식적인 역할 이외에도 조직을 위한 자발적인 추가 행동을 하게

된다(Van Dyne & Pierce, 2004; Pierce et al., 2001). 정체성 이론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심리적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조직 구성원

은 조직이 나의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조직과의 일체성을 느끼고 역할

과 보상에 관계없이 조직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Avey et al., 2009).

즉, 소유감 자체가 조직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며, 이렇게 형

성된 심리적 주인의식은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Van Dyne & LePine, 2004). 또한 심리적 주인의식은 대상에 대

하여 책임감을 가지게 하며, 이러한 책임감은 조직을 위한 추가적인 노

력을 이끌어 낸다(Pierce et al., 2003).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역할 이외에도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조직 구성원이 심리적으로 주인이라는 인식

을 가지게 되면 조직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지게 되며, 이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리적 주인의식의 주요한 동기 중

하나인 효능감의 측면에서 조직 구성원들은 대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

사하거나 통제할 때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자신이 원하던 결과

를 얻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외재적 만족을 높여 효능감이 높아지게 된다

(한준구, 2019). 심리적 주인의식을 가진 조직 구성원들은 대상을 통제하

고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동기

는 조직에서 정해놓은 역할 이외의 자발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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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ce et al., 2003).

Van Dyne et al.(1995)는 발언행동을 조직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건

설적인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발언행동은 조직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

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며, 조직의 변화를 제안하는 도전적인 행동이다.

발언행동은 과거의 잘못된 결정이나 현재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조직 구성원은 위험을 느끼게 된다. 따

라서 조직 구성원들은 심리적 안전감을 느꼈을 때 발언행동을 하게 된

다. 하지만 심리적 안전감을 느끼지 못한 경우에도 발언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데, 조직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느낀 구성원은 조직의 발전을 위

한 변화를 제안할 수 있다(오현정·정명호, 2014).

발언행동은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언어적 표현을 통해 전달하는

행위이며,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의견의 표현이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의도를 포함한다(Morrison, 2011). 또한 조직 내에서 개인에게 공식적으

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벗어나는 역할 외 행동으로 간주되어 왔다

(Botero & Van Dyne, 2009). 구성원들이 조직의 긍정적인 발전과 변화

를 위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경청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최선규·지성구, 2012). 따라서 구성원들이 업무를 개선하는 과정에

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투입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경우이다(Nembhard & Edmonson, 2006). 심리적 안정감은 타인에게 도

움을 요청하거나 실수를 범하는 경우에도 피해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며, 단순히 호의적으로 대하거나 성과기준을 낮추

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상호의존적인 환경을 제공함

으로써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 낸다(최우재, 2017).

발언행동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들은 조직 구성원들이 발언행동을 하

기 전에, 행동에 따른 혜택과 비용을 계산한다고 주장한다. 즉,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발언행동의 비용과 혜택을 계산하여, 혜택이 많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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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발언행동을 한다는 것이다(Morrison, 2011). 하지만 조직에 대하여 심

리적 주인의식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자신에게 혜

택이 크지 않더라도 발언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심리적 주인의식이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예측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주인의식은 발언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

심리적 주인의식은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이

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직무수행에 대한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또한, 상사와의 관계나 전문지식 등 상황요인을 통해 심리적 주인의식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조직 목표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

며(Oldham & Cummings, 1996),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직무목표를 설정

하고 그것을 평가하면 직무자체로부터 많은 의미를 부여받기 때문에 심

리적 주인의식으로 동기가 유발되어 직무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Manz & Sims, 1987). 이와 같이 조직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구성원들

의 행동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심리적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Schneider(1987)의 ASA(attraction-selection-attrition) 모델에 따르면

구성원은 자신의 목표, 가치, 성격, 흥미 등에 부합되는 조직에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조직에 선발되어 일할 확률이 더 크며, 더 오랜기간

조직에 근무하고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고도로

조직과 직무에 배태된(embedded) 개인들은 개인과 조직의 가치성에 대

한 일치 정도가 높기 때문에 조직과의 관계를 오래 지속할 것이며,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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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동질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곧 개인과 조직의

동질화를 통해 심리적 주인의식의 근원 중에 하나인 안식처에 대한 동기

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소에 대한 동기는 곧 그 대상에 대해 시

간과 노력을 투입하도록 동기부여를 유발할 수 있다.

Blau(1964)는 조직과 조직 구성원과의 교환적 관계를 경제적 교환

(economic exchange)과 사회적 교환(social exchange)으로 구분하였다.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도움행동, 즉 발언행동과 같은 역할 외 행동

은 조직과의 관계가 경제적 교환보다는 사회적 교환으로 인식될 때 가능

할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조직의 성공은 자신의 자아가치의 향

상과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의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상이 없더라도 조직에 복종하며, 조직의 성공과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협력행동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Tyler, 1999).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변수로써의 중요성은 심리적 주인의식에 대한

연구 초반부터 논의되어 왔다. 심리적 주인의식의 개념이 1970년대 미국

의 종업원 지주제에서부터 출발하였는데, 종업원 지주제와 성과 간의 관

계에서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종업원 지주제

의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상황변수들을 밝히

는 연구가 있었다(Hammer & Stern, 1980). 스톡옵션 등 주식소유가 구

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심리적인 소유감을 불러일으켜야만 성과로 이어진

다는 것으로, Pierce et al.(1991)는 심리적 주인의식이 매개 역할로 작용

할 때 종업원 지주제가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진정리더십은 조직 구성원과 투명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 참여를 유도하며, 또한 조직 구성원들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편파적이지 않은 평가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진정리더십

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의 조직이나 직무에 대해 심리적 주인의식

을 지니게 되고, 자신의 조직이나 직무에 심리적 주인의식을 지닌 개인

은 그것과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Gardner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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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lio et al., 2004). 이러한 경우 조직구성원들은 긍정적인 정서를 인지

할 수 있는 저 스트레스 상황에 있게 되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

는 환경과 여력을 가질 수 있게 되며, 이는 발언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주인의식이 발언행동

유발에 긍정적 역할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고 진성리더십과 발언행동 관

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주인의식은 리더의 진성리더십과 조직구

성원의 발언행동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5. 향상초점의 조절효과

리더와 구성원은 다양한 수단과 형태를 통해 서로에게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전달한다. 이러한 전달과정에서 자신의 조절동기 성향과 상대방

의 조절동기 성향이 적합할 때 만족을 느끼고 자신의 조절초점을 지속적

으로 유지하게 된다(Cesario & Higgins, 2008). Higgins(1999)는 사람들

이 자기 향상적 또는 예방적 성향 두 가지 중에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한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자신을 조절해 나가며, 이로 인해 개인차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절초점 이론에 의하면, 향상초점은 만족스럽

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현재의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목표를 가지

는 반면, 예방초점은 불만족스럽거나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두고 현재의 상황을 유지해 나가려는

목표를 지닌 자기조절 성향이다. 그런데 조직 또는 개인이 원하는 성과

및 목표의 형태에 따라 보다 선호되거나 나타나는 초점은 달라질 수 있

다. 따라서 어느 초점이 더 좋다는 관점을 옳지 않으며 상황과 맥락에

따라 더 적합 조절초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Higgin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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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초점 이론은 개인 자신의 관점을 주위환경의 요구와 조화를 이루

기 위해 적응해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 조절 적합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

여 설명하였다. 즉, 인간은 자신의 동기와 유사한 측면에서 목표추구가

가능할 때, 그 목표에 수반되는 과업을 더욱 중요하게 지각하게 된다

(Higgins et al., 2003). 지금까지 조절적 적합성과 조절초점에 대한 연구

는 주로 개인과 환경 간의 영향 관계에 초점을 맞춰왔다. 리더십 상황에

서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유사한 성향이 성과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많은 편이며, 대표적으로 LMX이론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LMX이론에서도 인구 통계적 유사성이나 성격은 다뤘지만 조절초점의

유사성에 대해 검증된 바는 없다. 조절초점은 인간의 동기, 태도, 정서,

행동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리더십에 대한

지각과정을 설명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절초점은

리더십 지각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리더십의 지식구조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며, 이는 재인식 과정을 통해 리더십에 대한 평가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상초점을 다루고자 하는 데, 향상초점은 이상의 달성

과 발전에 초점을 둔다(Ferris, Johnson, Rosen, Djurdjevic, Chang, &

Tan, 2013). 이로 인해 확산적 사고 및 수용적 태도를 가지며, 성취와 희

망 동기로 인해 목표에 대한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Förster,

Higgins, Idson, 1998). 즉 리더의 진정성에 의해 형성된 심리적 안전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문제해결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대안적 관점

을 제안하며, 관행을 다른 각도로 보라고 장려하는 우호적인 업무환경이

다(Zhou, Hirst, & Shipton, 2012). 조직 내에서 리더와 구성원은 다양한

비언어적, 언어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서로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의사전달 과정에서 자신의 조절초점과 상대방의 표현 전략인 조절초점에

부합될 때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의 조절초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

다(Cesario & Higgins, 2008). 상호간의 조절초점의 적합성 또는 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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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적 적합성(regulatory fit)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상황 조건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동기 성향과 유사

한 외부 자극을 받게 되면 긍정적 정서와 사고를 경험하게 되어 보다 높

은 수준의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Higgins, 2005). 리더가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시 향상 지향적 수단인 향상초점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향상

초점 지향적인 구성원은 조절적 적합성을 경험하게 되어 리더와의 관계

성이 강화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

로 본 연구는 진성리더십과 발언행동, 심리적 주인의식의 관계에서 향상

초점의 조절효과를 예측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 조직구성원의 향상초점이 높을수록 리더의 진성리더십과 구성

원의 발언행동의 관계는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3.1. 진성리더십

진성리더십은 리더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고 신념과 자신

감이 있으며, 조직 구성원들의 발전을 위해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리

더를 말한다. Walumbwa et al.(2008)는 진성리더십의 구성요소를 관계

적 투명성, 내면화된 도덕적 관점, 균형 잡힌 정보처리, 자아인식 네 가

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직 구성원이 지각하는 리더의

진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Walumbwa et al.(2008)이 개발한 진성

리더십 설문지에서 관계적 투명성 5개 문항, 내면화된 도덕적 관점 4개

문항, 균형 잡힌 정보처리 4개 문항, 자아인식 3개 문항 등 16개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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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설 문 항 목

관계적

투명성

1. 나의 직속상사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명확히 전달한다.

2. 나의 직속상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

3. 나의 직속상사는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4. 나의 직속상사는 말하기 불편한 진실도 나에게 말해 준다.

5. 나의 직속상사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내면화된

도덕적 관점

6. 나의 직속상사는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일치한다.

7. 나의 직속상사는 자신의 핵심 가치관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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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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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잡힌

정보처리

10. 나의 직속상사는 자신과 다른 의견도 융통성 있게 받아들인다.

11. 나의직속상사는의사결정을내리기 전에 관련된정보를 사전에 분석한다.

12. 나의 직속상사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주의깊게

들어본다.

13. 나의 직속상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요청한다.

자아인식

14. 나의 직속상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알고

있다.

15. 나의 직속상사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재고해야

할 시점을 알고 있다.

16. 나의 직속상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사용하였다.

응답자들로 하여금 각 항목이 현재 본인의 경우와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표4> 진성리더십 측정 설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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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발언행동

발언행동은 조직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건설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도움행동은 관계를 촉진시키거나 협력하는 행동을 의미한다(Van Dyne

& LePine, 1998). 최우재(2017)는 발언행동을 업무개선을 위한 자발적이

고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정의했다.

발언행동은 Van Dyne et al.(2008)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6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응답자들로 하여금 각 항목이 현재 본인의 경우와 얼

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

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표5> 발언행동 측정 설문항목

변수명 설 문 항 목

발언

행동

1. 나는 우리 팀에 영향을 주는 현안을 찾아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2. 나는 동료들로 하여금 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에 대해

참여하도록 말하고 격려한다.

3. 나는 팀내 현안과 관련하여 동료들과 의견이 다르다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4. 나는 팀내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의견을 말한다.

5. 나는 팀내 직장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현안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6.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절차상 변화를 위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말한다.

3.3. 심리적 주인의식

심리적 주인의식은 조직 구성원들이 공식적인 보유,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로서 소유 대상을 자신의 것

혹은 자신의 일부분으로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한다(Van Dy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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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ce, 2004; Vande walle et al., 1995).

심리적 주인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Van Dyne & Pierce(2004)가

개발한 7개 문항 중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1개 문항을 제거하여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들로 하여금 각 항목이 현재 본인의 경

우와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

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표6> 심리적 주인의식 측정 설문항목

변수명 설 문 항 목

심리적

주인의식

1. 나는 이 조직이 우리의 회사라고 느낀다.

2. 나는 내가 소속된 조직에 높은 주인의식을 느낀다.

3. 나는 이 조직이 나의 회사라는 생각으로 일에 임한다.

4. 나는 이 회사가 나의 회사라는 책임감을 느낀다.

5. 대부분의 조직 구성원들은 이 조직이 우리의 조직이라고 느낀다.

6. 이 조직을 나의 회사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3.4. 향상초점

향상초점은 만족스럽거나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현재의 상황을 향

상시키려는 목표를 지닌 자기조절 동기이다(Higgins, 1997). 향상초점을

측정하기 위해 Higgins(1998)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를 토대로 Lockwood

et al.(2008)가 업무관점으로 응용하여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한 향상초

점 설문문항 9개를 사용하였다.

응답자들로 하여금 각 항목이 현재 본인의 경우와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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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설 문 항 목

향상

초점

1. 나는 꿈과 희망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2. 나는 내가 미래에 되길 원하는 이상적인 사람에 대해 종종 생각한다.

3. 나는 미래에 이루고 싶은 성공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

4. 나는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5. 나의 직장생활에서 중요한 목표는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6. 나는 내 자신이 꿈, 희망, 열망 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 나는 대체로 내 인생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는데 주력한다.

8. 나는 희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을 종종 생각한다.

9 나는 대체로 실패를 예방하기보다 성공을 성취하는 것을 더 추구한다.

<표7> 향상초점 측정 설문항목

3.5. 통제변수

진성리더십과 구성원의 발언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

효과와 향상초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들은 다음과 같다. 조직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

되는 통제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위, 근속연수를 설정하였다. 성별

의 경우 여성은 0, 남성은 1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20대 이하, 30대, 40

대, 5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하, 4년제

대졸, 대학원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직위는 주임급, 대리급, 과장급, 차

장급으로 설정하였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1개월～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이상으로 구분 지어 연구

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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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설문지 구성

연구의 분석수준은 개인수준으로, 진성리더십에 대한 설문문항은 공공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리더의 진성리더십에 대하여 질문하

였으며, 나머지 문항은 본인의 생각을 답하도록 질의하였다. 부서장을 대

상으로 해당 직원의 발언행동에 대한 설문문항을 질문하였다.

설문지는 총 4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진성리더십은 16문항, 발언

행동 6문항, 심리적 주인의식 6문항, 향상초점 9문항,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 분 문항수 출 처

진성리더십 16 - Walumbwa et al.(2008)

발언행동 6 Van Dyne et al.(2008)

심리적 주인의식 6 - Van Dyne & Pierce(2004)

향상초점 9 - Lockwood et al.(2008)

통제변수 5 -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직위

소계 (직원) 36 (부서장) 6

총계 42

<표8> 설문지 구성

제4절 표본의 구성 및 분석방법

4.1. 표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직접 부서를 방문하여 부서장과 직원에게 설문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본 조사방법에 대해 동의한 부서만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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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상사용, 직원용으로 구분하여 2가지의 설문지를 각각 다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1개의 부서당 1명의 부서장과 6명의

직원이 1조가 되는 형태로 구성하였고, 부서장은 6개 문항을 직원의 수

만큼 작성하고, 직원은 36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부서장은 최대 6명의 직

원에 대한 설문을 각각 실시하고, 6명의 직원이 작성한 설문지와 조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85개 부서의 부서장, 786명의 직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73명의 부서장, 298명의 직원이 작성한 총 371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응답 중 결측값이 포함되었거나, 한 개의 동일한 번호로 응답, reverse

문항을 인지하지 못한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된 37부를 제거하고 261부

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4.2.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가설의 검증을 위해 SPSS 26.0, AMOS 26.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측정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측

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델링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고,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문항을 제거하여

측정 문항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변수별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문항을 토대로 가설의 검증을 위해 직접효

과와 매개효과,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확인하였으며, 특히 매개, 조절효과는 Baron &

kenny(1986)의 분석을 사용하였다. 가설을 검증한 후, 통합 모델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Sobel Test와 SPSS Process(SPSS Release 2.16.3)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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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134명

(51.3%), 여성이 127명(48.7%)이고, 연령은 30대가 108명(41.4%), 40대가

85명(32.6%), 20대 이하가 52명(19.9%)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대졸이

184명(70.5%)으로 가장 많고 대학원 졸업 이상자가 62명(23.8%)으로 나

타났다. 근속연수는 만 10년～20년 미만이 75명(28.7%), 만 5년～10년 미

만이 71명(27.2%), 만 3년～5년 미만이 44명(16.9%) 순이며, 직위는 과장

급이 90명(34.5%), 차장급이 81명(31.0%), 대리급이 73명(28.0%)으로 나

타났다.

개인특성 (N=261)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34 51.3

여성 127 48.7

연령

20대 이하 52 19.8

30대 108 41.4

40대 85 32.6

50대 이상 16 6.1

학력

전문대졸 이하 15 5.7

4년제 대졸 184 70.5

대학원 졸 이상 62 23.8

근속연수

1년 미만 10 3.8

1∼3년 미만 37 14.2

3∼5년 미만 44 16.9

5∼10년 미만 71 27.2

10∼20년 미만 75 28.7

20년 이상 24 9.2

직위

주임급 17 6.5

대리급 73 28.0

과장급 90 34.5

차장급 81 31.0

<표 9>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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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료처리 및 분석

2.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가 측정도구인 설문 문항에 의해 얼마

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

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

석을 통해 요인적재치가 0.5 미만인 진성리더십 1개 항목, 향상초점 3개

항목을 제거 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과 같이 확인 되었다. 측정모델

의 적합도 결과는 χ2 = 841.016 (χ2/df = 1.745, p < 0.001), RMSEA =

0.054, RMR = 0.032, GFI = 0.840, TLI = 0.925, CFI = 0.932로, RMSEA 값

은 0.1이하, RMR 값은 0.05 이하, TLI, CFI 값은 0.9 이상으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구성개념에 대한 요인 적재치가 0.5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AVE) 값을 계산한 결과 각각의 값이 0.7과 0.5보다 높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별 개념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타당성 검증을 통해 측정문항을 확정한 후,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

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값이 0.7 이

상이면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11>와 같이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 진성리더십은

0.940, 발언행동은 0.875, 심리적 주인의식은 0.916, 향상초점은 0.853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값이 0.7 이상으로 신뢰도를 확보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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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문항
요인적재치

(Estimate)
S.E

개념신뢰도

(CR)

평균분산추출

(AVE)

진성

리더십

관계적

투명성

AL_01 .559 -

.828

.970

.554

.684

AL_02 .738 .144

AL_03 .821 .170

AL_04 .548 .154

.711
도덕적

관점

AL_06 .769 -

.908
AL_07 .744 .057

AL_08 .813 .078

AL_09 .780 .083

균형잡힌

정보처리

AL_10 .756 -

.912 .724
AL_11 .698 .065

AL_12 .869 .075

AL_13 .824 .076

자아인식

AL_14 .790 -

.906 .763AL_15 .854 .079

AL_16 .784 .076

발언행동

VB_01 .720 -

.941 .729

VB_02 .684 .076

VB_03 .639 .096

VB_04 .723 .091

VB_05 .786 .092

VB_06 .799 .095

심리적 주인의식

PO_01 .799 -

.936 .713

PO_02 .872 .069

PO_03 .912 .066

PO_04 .900 .065

PO_05 .643 .067

PO_06 .696 .080

향상초점

ProF_01 .746 -

.912 .637

ProF_02 .807 .083

ProF_03 .780 .088

ProF_04 .588 .091

ProF_06 .659 .079

ProF_07 .611 .073

측정모델 적합도

χ2 =841.016, χ2/df = 1.745, p<.001,

RMR = .032, GFI = .840

TLI = .925, CFI = .932, RMSEA = .054

<표 10>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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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항목 수 Cronbach’s α값

진성리더십 15 0.940

발언행동 6 0.875

심리적 주인의식 6 0.916

향상초점 6 0.853

<표 11> 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

2.2.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가설 검증 전에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2>와 같다.

상관관계 분석에는 요인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4개 변수와, 응답자의 개

인적인 특성을 반영한 통제변수 5개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

변수 중 성별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측정하였다. <표 12>는 본 연구에

서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독립변수

인 진성리더십과 매개변수인 심리적 주인의식, 조절변수인 향상초점, 종

속변수인 발언행동 모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정(+)의 관계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체적으로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가설들과 같은 양

상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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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 SD 1 2 3 4 5 6 6-1 6-2 6-3 6-4 7 8 9

1. 성별 0.51 0.50 -

2. 연령 2.25 0.84 .261*** -

3. 학력 2.18 0.51 .103 .189** -

4. 근속연수 3.90 1.32 .069 .763*** .088 -

5. 직위 2.90 0.92 .204** .693*** .267*** .771*** -

6. 진성리더십 3.84 0.59 .103 .021 -.076 .051 -.027 -

6-1.관계적 투명성 3.80 0.63 .146* .027 -.066 .038 -.021 .876*** -

6-2.내면화된 도덕적 관점 3.79 0.67 .130* .053 -.028 .082 .027 .913*** .746*** -

6-3.균형잡힌 정보처리 3.91 0.68 .056 -.025 -.047 .007 -.072 .891*** .686*** .731*** -

6-4.자아인식 3.85 0.68 .021 .022 -.149* .058 -.031 .873*** .674*** .754*** .726*** -

7. 발언행동 3.63 0.51 .042 .130
* .154* .160* .099 .324*** .295*** .283*** .277*** .300*** -

8. 심리적 주인의식 3.68 0.74 .151* .257*** .001 .298*** .193** .400*** .328*** .395*** .329*** .373*** .423*** -

9. 향상초점 3.56 0.57 .076 .050 .107 -.006 -.044 .292*** .251*** .284*** .231*** .276*** .406*** .395*** -

주1) N=261, *p<.05, **p<.01, ***p<.001(양측)

주2) 1.성별: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연령: 20대이하(1), 30대(2), 40대(3), 50대 이상(4), 3.학력: 전문대졸 이하(1), 4년제 대졸(2), 대학원졸

이상(3), 4.근속연수: 1년 미만(1), 1~3년 미만(2), 3~5년 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5. 직위: 주임급(1), 대리급

(2), 과장급(3), 차장급(4)

<표 12> 변수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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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t p

성별
남자 3.78 .717

-2.466 .014*

여자 3.56 .745

추가적으로 통제변수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심리적 주인의식

간 구체적인 결과 분석을 위해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먼저 더미변수인 성별에 따른 심리적 주인의식의 T-test 결과

는 <표 13>과 같다. 성별에 따른 심리적 주인의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남자의 심리적 주

인의식은 3.78로 여자의 3.5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보다 남자

의 심리적 주인의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13> T-test 검증(심리적 주인의식)

변수 평균 표준편차 F p

연령

20대 이하 3.45 .711

6.385 .000***
30대 3.57 .810

40대 3.86 .604

50대 이상 4.11 .583

근속

연수

1년미만 3.32 .664

5.474 .000***

1∼3년미만 3.42 .704

3∼5년미만 3.40 .849

5∼10년미만 3.70 .772

10∼20년미만 3.85 .583

20년이상 4.11 .597

구성원의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른 심리적 주인의식의 일원배치분석

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구성원의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심리

적 주인의식을 지각하는데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주인의식의 지각정도가 높은 것

으로 확인하였다(p<.001).

<표 14> 일원배치분산분석 검증(심리적 주인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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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변수간 주효과와 매개효과 검증, 조절효과 검증 두 부

분으로 나누어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주인

의식을 통하여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및 직위를 통제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효

과와 매개효과의 가설검증을 함께 실시하고자 Baron & Kenny(1986)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β)를 통해 가설 채택 여부

를 확인하였다.

가설 1은 리더의 진성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발언행동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가설 2는 리더의 진성리더십이 매개변수

인 심리적 주인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고, 가설 3

은 심리적 주인의식이 조직구성원의 발언행동에 정(+)의 관계를 예상하

였다. 그리고 가설 4는 리더의 진성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발언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를 예상하였다. 가설 1, 2, 3, 4의

검증은 <표 15>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우선, 가설 1

과 같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가설 2와 같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검증하

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설 3, 4처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

입하여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인 <표 15>를 살펴보면, 조직구성원의 발언행동을 종속변수

로 하여 통제변수를 투입한 모델1에서 학력(β=.169, p<.05)과 근속연수

(β=.270, p<.05)가 발언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고 근속연수가 오래된 직원일수록 발언행동을 높게 인식하

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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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의 주효과 확인을 위해 모델 3에서 독립변수를 리더의 진성리더

십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진성리더십(β=.326, p<.001)은 발언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 확인을 위해 우선 독립변수와 매

개변수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델 2에서 진성리더십(β=.372,

p<.001)은 심리적 주인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것으

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모델 4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다. 심리적 주인의식(β=.335, p<.001)은 발언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또한 진성리더십의 β값

이 모델 3에서 .326(p<.001)였던 것이 모델 4에서 매개변수 즉, 심리적

주인의식이 개입되면서 .201(p<.05)로 작아졌으며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심리적 주인의식은 리더의 진성리더십과 조직구성원

의 발언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검증하였으

며, 매개변수가 투입되었을 때 모델 4의 설명력이 증가한 것 또한 가설

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으로 심리적 주인의식이 리더의 진

성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고 설

정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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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델1
(발언행동)

모델2
(심리적 주인의식)

모델3
(발언행동)

모델4
(발언행동)

β t β t β t β t

성별 .041 .621 .094 1.587 -.006 -.097 -.037 -.626

연령 -.012 -.122 .060 .662 .056 .056 -.015 -.161

학력 .169 2.609
*

.005 .079 .186 3.035
**

.185 3.167
**

근속연수 .270 2.303
*

.289 2.736
**

.197 1.764
†

.100 .932

직위 -.154 -1.474 -.082 -.870 -.096 -.969 -.069 -.730

진성리더십 .372 6.725
***

.326 5.560
***

.201 3.329
**

심리적 주인의식 .335 5.297
***

R2/R2adj .054/.035 .249/.231 .157/.137 .241/.220

F 통계량 2.911
*

14.007
***

7.862
***

11.465
***

주1) N=261, †p<0.1, *p<0.05, **p<0.01, ***p<0.001(양측)

주2) 1.성별: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연령: 20대이하(1), 30대(2), 40대(3), 50대 이상(4), 3.학

력: 전문대졸 이하(1), 4년제 대졸(2), 대학원졸 이상(3), 4.근속연수: 1년 미만(1), 1~3년 미

만(2), 3~5년 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5. 직위: 주임급(1), 대

리급(2), 과장급(3), 차장급(4)

<표 15> 진성리더십-발언행동의관계에서심리적주인의식의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하여 유의도 검정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6>과 같으며, 검증결과 진성리더십과 발언행동의 관계

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은 유의미한 부분 매개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진성리더십 발언행동

심리적 주인의식

[그림 2] Sobel Test를 활용한 유의성 검정

.233(.044).46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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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Z통계량 유의성

진성리더십→심리적 주인의식→발언행동 4.167 .000

<표 16> Sobel Test를 활용한 유의성 검정

추가적으로 진성리더십의 4개 하위요인과 발언행동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검증결과는 <표 17>의 위계적 회귀분

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성리더십 4개 하위요인인 관계적 투명성, 내

면회된 도덕적 관점, 균형잡힌 정보처리, 자아인식을 구분한 후 동시 투입

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진성리더십의 하위변인을 투입한 모델4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은 자아인식에만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즉, 심리적 주인의식은 리더의 진성리더십 하위변인 중 자아인식과

구성원의 발언행동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검

증하였다.

변수

모델1
(발언행동)

모델2
(심리적 주인의식)

모델3
(발언행동)

모델4
(발언행동)

β t β t β t β t

성별 .041 .627 .101 1.685 .002 .032 -.032 -.529

연령 -.013 -.128 .058 0.631 -.003 -.035 -.023 -.249

학력 .169 2.607
*

.011 0.186 .202 3.230
**

.199 3.338
**

근속연수 .270 2.303
*

.289 2.731
**

.202 1.806
*

.105 .971

직위 -.154 -1.472 -.089 -.942 -.096 -.961 -.066 -.695

관계적투명성 .016 .183 .147 1.579 .141 1.601

도덕적관점 .183 1.825
*

-.017 -.157 -.078 -.772

균형잡힌정보처리 .053 0.585 .049 .508 .031 .338

자아인식 .165 1.763
*

.194 1.956
*

.138 1.459

심리적 주인의식 .338 5.312
***

R2/R2adj .054/.335 .255/.229 .164/.134 .248/.218

F 통계량 2.905
*

9.569
***

5.456
***

8.265
***

주1) N=261, †p<0.1, *p<0.05, **p<0.01, ***p<0.001(양측)

주2) 1.성별: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연령: 20대이하(1), 30대(2), 40대(3), 50대 이상(4), 3.학

력: 전문대졸 이하(1), 4년제 대졸(2), 대학원졸 이상(3), 4.근속연수: 1년 미만(1), 1~3년 미

만(2), 3~5년 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5. 직위: 주임급(1), 대

리급(2), 과장급(3), 차장급(4)

<표 17> 심리적주인의식의매개효과 분석(진성리더십 하위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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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리더십 하위변인과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하여 유

의도 검정을 위해 <그림 3>과 같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는 <표 18>과 같으며, 검증결과 진성리더십 하위요인 중 자아인식과 발

언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은 유의미한 부분 매개변수임을 확인

하였다.

진성리더십
(자아인식)

발언행동

심리적 주인의식

[그림 3] Sobel Test를 활용한 유의성 검정(진성리더십 하위변인)

경로 Z통계량 유의성

자아인식→심리적 주인의식→발언행동 4.695 .000

<표 18> Sobel Test를 활용한 유의성 검정(진성리더십 하위변인)

가설 5는 향상초점이 리더의 진성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발언행동 간

정(+)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조절효과의 가설 검증을

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진성리더

십과 조절변수인 발언행동을 표준화하여 각각 상호작용항을 만들었다.

가설 5의 검증결과는 <표 19>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검증의 4단계에서 진성리더십과 향상초점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β=.115, p<.05)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리더의 진성리더십과 구

성원의 발언행동 사이에서 향상초점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검증하여

가설 5는 지지되었다.

.384(.061) .233(.044)



- 53 -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β t β t β t β t

성별 .041 .621 -.006 -.097 -.016 -.275 -.023 -.391

연령 -.012 -.022 .005 .056 -.036 -.388 -.014 -.155

학력 .169 2.609
*

.186 3.035
**

.139 2.365
*

.130 2.227
*

근속연수 .270 2.303
*

.197 1.764
†

.199 1.885
†

.194 1.845
†

직위 -.154 -1.474 -.096 -.969 -.043 -.455 -.056 -.595

진성리더십 .326 5.560
***

.230 3.978
***

.240 4.163
***

향상초점 .326 5.625
***

.331 5.748
***

진성리더십×향상초점 .115 2.092
*

R2/R2adj .054/.035 .157/.137 .250/.230 .263/.240

F 통계량 2.911
*

7.862
***

12.073
***

11.252
***

주1) N=261, †p<0.1, *p<0.05, **p<0.01, ***p<0.001(양측)

주2) 1.성별: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연령: 20대이하(1), 30대(2), 40대(3), 50대 이상(4), 3.학

력: 전문대졸 이하(1), 4년제 대졸(2), 대학원졸 이상(3), 4.근속연수: 1년 미만(1), 1~3년 미

만(2), 3~5년 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5. 직위: 주임급(1), 대

리급(2), 과장급(3), 차장급(4)

<표 19> 진성리더십-발언행동 관계에서 향상초점의 조절효과 분석

Aiken & West(1991)의 회귀방정식을 활용하여 조절효과가 어떠한 방

식으로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래프를 그렸으며, [그림 4]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리더의 진성리더십 높아질수록 조직구성원의 발언행동이

정(+)의 관계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상초점이 높은 집단이

향상초점이 낮은 집단보다 리더의 진성리더십 영향에 의한 발언행동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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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발언행동에 대한 향상초점의 조절효과

가설 5에서 구성원의 향상초점이 높을수록 진성리더십이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SPSS Process(SPSS

Release 2.16.3) model 15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표 20>에서 조절변

수인 구성원의 향상초점 평균을 중심으로 ±1 SD 값에서 집단내 상한값

(boot ULCI)과 하한값(boot LLCI)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향상초점이 M+1 SD인 집단의 상한값(boot ULCI)과 하한값(boot

LLCI)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으로 유의하지만, M-1 SD인 집

단의 상한값(boot ULCI)과 하한값(boot LLCI) 사이에는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상초점이 높은 집단

(M+1SD)에서는 리더의 진성리더십이 외재적 요인을 높여 구성원의 발

언행동을 높이는 결과(.2314)를 보이지만, 향상초점이 낮은 집단(M-1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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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리더의 진성리더십이 외재적 요인을 높여 구성원의 발언행동을

높이는 것(.0358)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상초점이 높은 집

단(M+1SD)에서 진성리더십이 발언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통계적으

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향상초점
발언행동

Boo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 SD (-0.5714) .0358 .0713 -.1045 .1762

M .1336 .0528 .0296 .2376

+1 SD (0.5714) .2314 .0611 .1111 .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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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SPSS Process 조절효과 검증

제4절 가설 검증결과 요약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 <표 21>과 같다.

구분 가설의 내용 결과

가설1
리더의 진성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발언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리더의 진성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주인의식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주인의식은 발언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채택

가설4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주인의식은 리더의 진성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발언행동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5
조직구성원의 향상초점이 높을수록 리더의 진성리더십과 구성원의 발

언행동의 관계는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채택

<표 21>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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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진성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구성원의 행동에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Leory et al., 2012; Walumbwa et al., 2010; Jensen &

Luthans, 2006), 조직의 목표 달성(Wong & Cummings, 2009;

Walumbwa et al., 2008)과 나아가 기업의 재무성과와의 관계 연구

(Clapp-Smith et al., 2009)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리더의 진

성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긍정적 동기부여

성향과의 관계 매커니즘을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

상대적으로 수직적 조직문화가 있고 경영혁신을 요구받는 공공기관에

서 진성리더십이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선행 요인으로써의

실증연구와 경로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리더의 진성리더십이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을 매개변수, 향상초점에 대한 인식을 상황변수로

연구모델과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주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발된

측정문항들을 활용하였다. 설문은 최대 6명의 직원에 대해 부서장이 설

문을 각각 작성하고, 6명의 직원이 작성한 설문지와 조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확보된 자료로 실증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의 진성리더십은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가 자신에게 진실되며, 구성원들과 솔직하고

투명한 의사교환 및 지식공유를 지원하는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정



- 57 -

성을 갖고 영향력을 발휘하면 조직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건설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인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구성원들과 의사교환 및 소통하는 상황에서 리더

의 진성리더십이 강하게 작용하여 가치와 신념에 따라서 일관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구성원의 발언행동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우재(2017)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리더의 진성리더십은 구성원의 심리적 주인의식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더의 진성리더십이 관계적 투명성

과 균형잡힌 정보처리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임파워먼트 등을 촉진하고

이는 심리적 주인의식의 책임감과 소속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Walumbwa et al., 2010; Ilies

et al., 2005; Luthans & Avolio, 2003). 진정성이 높은 리더의 행동들이

심리적 주인의식에 정(+)의 영향을 확인한 것은 최종 변수로 설정한 구

성원의 발언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 볼 수 있다.

셋째, 구성원의 심리적 주인의식이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주인의식이 높은 조직 구성

원들은 조직에 대한 소유감이 높기 때문에 공식적인 역할 이외에도 조직

을 위한 자발적인 추가 행동을 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

이다(Van Dyne & Pierce, 2004; Pierce et al., 2001).

넷째, 리더의 진성리더십과 구성원의 발언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이 매개효과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리적 주인의식을 매개변수로 추가하여 투입한 모형에서도 독립변수가 종

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했기 때문에 심리적 주인의식은 진성리더

십과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심리

적 주인의식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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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이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거도·탁진국(2016)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

다.

다섯째, 진성리더십 하위요인 중 자아인식과 구성원의 발언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이 매개효과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아인식은 리더가 자신의 동기, 강점, 약점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성원이 자신의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이 다

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Walumbwa

et al., 2010). 진정성을 지닌 리더는 자아인식을 기반으로 자신에 대한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시 조직 구성원들에게 아이

디어와 제안을 하도록 장려하고, 얻은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반

영하고자 한다(Gardner et al., 2005). 따라서 조직 구성원은 자기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능동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고,

이를 통해 효능감과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는 통제감을 인지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Liu, Wang,

Hui, & Lee, 2012; Pierce et al., 2001).

여섯째, 리더의 진성리더십과 구성원의 발언행동 관계에서 향상초점

인식 정도가 조절효과로써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

상초점을 높게 인식하는 경우 진성리더십이 높아짐에 따라 발언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강화된 점으로 볼 때, 조직 내에서 구성원

의 발언행동을 창출하기 위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리더의 진정성에 의해 형성된 심리적 안정감은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하고, 대안적 관점을 제안하는 의

사전달 과정에서 자신의 조절초점에 일치될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조절초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는 선행연

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Zhou, Hirst, & Shipton, 2012; Cesario &

Higgin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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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리더의 행동은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이와 관련된 개인수준의 결과변수들이 집단의 성과나 효과성보다 진

성리더십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Alfes et al.,

2013). 또한 구성원의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은 개인성과를 나타내는 중

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단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Powell & Mainiero, 1992).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진성리더십

이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이

들 관계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와 향상초점의 조절효과를 규명

하였다. 이것을 통해 진성리더십이 리더에 대한 믿음을 통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직의 목표달성과 발전을 위한 자발적 역할인 발언행동에 중요

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향상초점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영

향력은 더욱 강력해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인

리더의 진성리더십이 구성원의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것은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뒷받침하는 결과라는 점이다. 특히 민간기업

과 달리 성과에 대해 측정이 어려운 공공기관에서 진성리더십이 부하들

의 자발적 반응행동인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진성리더십의 효과성이 다양한 조직형태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공공기관 내 구

성원의 발언행동 증대를 위해서는 리더의 진성리더십 발휘가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연구라는 점이다.

둘째, 심리적 주인의식의 선행변수로써 리더의 진성리더십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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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이 구성원의

성과나 태도 등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

만, 선행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리더의 영향력 이상으로 개개인이 가지는 심리적 변인이 매

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구성원의 긍정적 심리 요인이 가

지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심리적 주인의식은 조직 활동과 관련

된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서 집단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본인의 것이라

고 느끼는 심리상태이다. 리더십의 영향력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갖게 하

며, 더 나아가 리더십 이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정서 상태

를 확인한 것은 이론적 의의뿐만 아니라 실무적 차원에서도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진성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자아인식과 구성원의 발언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이 매개효과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진성리더십의 매개효과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다수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하위요인에 대한 경로

의 유의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진성리

더십 하위요인별 구성원 행동에 이르는 영향력 과정과 상황요인에 대해

검증한 것은 향후 차별적인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의 확대 차원에

서 의의가 있다.

넷째, 민간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던 향상초점의 연구대상을 공공기관

으로 확대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공기관

에서 구성원의 향상초점 인식 정도가 적극적·능동적 참여 특성이 구성원

의 발언행동 증대를 위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진성리더십의 발언행동에

대한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향상초점의 조절효과 확인을 통해 향후 진성리더십의 역할과 연구범

위를 확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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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부서장과 조직구성원이 설문지를 각각 작성한 결과를 조합하여

하나의 설문지로 취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사의 진성리더십과 조

직구성원의 발언행동과 심리적 주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때 상

사 중심이거나 조직구성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방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상사-조직구성원의 관계에서 양방향으로 진성리더십의 효과성을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설문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는 리더와 구성

원 각각 교차하여 평가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설문자도 있었지만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방법이였기에 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데이

터를 활용하여 결과를 검증한 부분은 중요한 시사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2. 실무적 시사점

최근 공공기관은 급격한 내·외부적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

한 환경적 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조직의 성

과향상 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조직 내·외부적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효과성과 발전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활동

이며, 발언행동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대한 실

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원의 발언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직의 리더는 진정성 있

는 행동을 발휘하려는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조직은 생존을 위해 변화

의 지속성과 직각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이 요구되고 있지만, 조직 내 직

위에 따른 구성원들 간의 위계와 리더와 구성원 간 불신을 기초로 하는

관계는 이런 상황에 역행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리더가 발휘하

는 진성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 관계에서 신뢰를 높여서 서로 간에 보다

다양하고 의미있는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가운데 구성원의 자

발적 행동인 발언행동에서 진성리더십의 역할이 입증됨에 따라 공공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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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이나 의견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

성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구성원의 심리적 주인의식이 진성리더십과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검증됨에 따라 단순히 공공조직에 적응하게 하는 것을 넘어 조직

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조직의 주인으로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

는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직 구성원의 소속감과

효능감, 자기정체성, 책임감을 개발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구성원이 조직 내부에서 가장 많이 상호작용

이 일어나는 대상 중 하나인 리더에 대해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진성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관리 측면에

서 선발, 교육을 통하여 리더로 하여금 투명성하고, 내재화된 도덕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 조직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진성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자아인식과 구성원의 발언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의 긍정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진성리더십

의 자기인식 요인은 교육·개발 등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리더에게 체화

될 수 있다. 리더의 개인특성으로 인해 구성원의 자발적 행동을 저해하

는 상황이 발생될 때, 이러한 리더에 대해 비효율적 리더라고 낙인하고

전환·배제하기보다는 조직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정 리더십 교육을 시킴

으로서 구성원의 행동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리더의

선발에 있어 리더 특성에 초점을 두고 선발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으

나, 개인 특성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집착하기 보다는 조직에게 필요한

효과적인 리더십을 교육하고 육성함으로서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리더

의 행동들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구성원의 발언행동을 창출하기 위하여 리더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제시한 연구모형에서 발언행동으로 가는 경로에 구성원의 향상초

점 성향이 그 영향력을 강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상황을 향상시키

려는 목표 성향을 지닌 구성원이 높은 진성리더십을 인식할 때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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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유발에 동기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리더와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 진성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양성 교육 프로그램과 팀 빌딩과 같이 리더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구성원 측면에서는 확산적 사고

와 수용적 태도, 성취와 희망동기를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

고, 구성원들이 비판적인 사고와 능동적으로 행동 할 수 있게 제도적 측

면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제3절 연구결과의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가 공공기관 리더와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성리더십과 발언행동

간의 관계와 더불어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 향상초점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특

정 공공기관 리더와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설문을 통해 그 결과

를 분석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 일반화하

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특정 공공기관의 조직 구성원으로 표본을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공공기관을 넘어 정부부처, 지방자치기관, 민간기

업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일반화가 가능한 영향관계의 검

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종류, 규모,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결

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향후 리더십 역량 개발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시점에 한정하여 횡단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되었다. 조사시점에서 설문대상의 조직 문화, 환경변화요인 등

에 대해 인과관계 모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응답원천을 분리하여 동일

방법편의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순환근무 제도의 특성에 따라

현 부서장과의 근속기간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으며, 통제변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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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변수 간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점에 거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종단적

인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구성원의 자발적 제안이나

의사소통 등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발언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선행요인

으로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주인의식에 대해 규명하고자 했다.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 진성리더십과 발언행동 간의 관계를 실증하

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발언행동의 다양한 선행요인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발언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

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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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uthentic Leadership on

Employee’s Voice Behavior in Public Institutions: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Ownership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romotion Focus

Sangil, Park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leader's authentic leadership

on the voice behavior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ownership,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romotion focus in this relationship. Through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heck how the leader's authentic leadership improves

the voice behavior of members who are creating results in the

organization Authentic Leadership provides autonomy and discretion,

and provides an environment for psychological safety so that

subordinates can perform their tasks in a manner or procedure of

their choice At this time, authentic leadership can be a factor in

inducing remarks because it leads subordinates to have an open

attitude based on trust with the leader and risks the disadvantages

they can receive themselves.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confirm

that psychological ownership is a variable that can affect the leader's

authentic leadership and the members' voice behavior, and to verify

the promotion focus that members perceive as a situation variable

that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members' voice behavior with

the adjustm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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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261 copies of data

collected by solving the problems of the same method by combining

questionnaires prepared by department heads and organization

members engaged in public institutions were analyzed through SPSS

and AMOS programs. First, the hypothesis test result showed that

the leader's authentic leadership had a positive (+) effect on

members' voice behavior. Second, psychological ownership was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leader's

authentic leadership and a member's voice behavior. Third,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promotion focus recogn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s authentic leadership and the

members' voice behavior could affect the moderating effect. In

particular, the group that highly recognized the promotion focus

strongly increased the voice behavior as the leader's authentic

leadership increased.

Through the research, the parameters of psychological ownership

were examined in the influence path of the relationship, extending

from the verification of variables related to the authentic leadership

and voice behavior of members of public institution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private enterpris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diffusion thinking and accepting attitudes of the members are

important in order to create voice behavior.

This study verified the process by which a leader's authentic

leadership leads to a member's voice behavior through psychological

ownership, and by verifying the change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f

promotion focus, the theoretical expansion of the research related to

the authentic leadership and the positive behavior of members such

as voice behavior prior factors to induce attitudes were identifi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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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practical

implications for actively responding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of the organization and eliciting active participation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 order to maximiz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Keywords: Authentic Leadership, Voice Behavior, Psychological Ownership,

Promotion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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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해당 팀원은 우리 팀에 영향을 주는 현안을 찾아내
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해당 팀원은 동료들로 하여금 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에 대해 참여하도록 말하고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해당 팀원은 팀내 현안과 관련하여 동료들과 의견
이 다르다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해당 팀원은 팀내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유용
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해당 팀원은 팀내 직장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현
안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해당 팀원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절차상 변화를 위
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해당 팀원은 우리 팀에 영향을 주는 현안을 찾아내
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해당 팀원은 동료들로 하여금 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에 대해 참여하도록 말하고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해당 팀원은 팀내 현안과 관련하여 동료들과 의견
이 다르다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해당 팀원은 팀내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유용
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해당 팀원은 팀내 직장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현
안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해당 팀원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절차상 변화를 위
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Ⅰ. 다음은 귀하의 ‘A’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다음은 귀하의 ‘B’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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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해당 팀원은 우리 팀에 영향을 주는 현안을 찾아내
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해당 팀원은 동료들로 하여금 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에 대해 참여하도록 말하고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해당 팀원은 팀내 현안과 관련하여 동료들과 의견
이 다르다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해당 팀원은 팀내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유용
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해당 팀원은 팀내 직장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현
안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해당 팀원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절차상 변화를 위
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해당 팀원은 우리 팀에 영향을 주는 현안을 찾아내
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해당 팀원은 동료들로 하여금 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에 대해 참여하도록 말하고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해당 팀원은 팀내 현안과 관련하여 동료들과 의견
이 다르다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해당 팀원은 팀내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유용
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해당 팀원은 팀내 직장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현
안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해당 팀원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절차상 변화를 위
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귀하의 ‘C’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다음은 귀하의 ‘D’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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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해당 팀원은 우리 팀에 영향을 주는 현안을 찾아내
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해당 팀원은 동료들로 하여금 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에 대해 참여하도록 말하고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해당 팀원은 팀내 현안과 관련하여 동료들과 의견
이 다르다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해당 팀원은 팀내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유용
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해당 팀원은 팀내 직장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현
안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해당 팀원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절차상 변화를 위
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해당 팀원은 우리 팀에 영향을 주는 현안을 찾아내
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해당 팀원은 동료들로 하여금 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에 대해 참여하도록 말하고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해당 팀원은 팀내 현안과 관련하여 동료들과 의견
이 다르다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해당 팀원은 팀내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유용
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해당 팀원은 팀내 직장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현
안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해당 팀원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절차상 변화를 위
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Ⅴ. 다음은 귀하의 ‘E’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Ⅵ. 다음은 귀하의 ‘F’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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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직원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설문지는 진성리더십과 발언행동, 심리적 주인의식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작성 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는 없

을 것이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각 질문들은 정답이 없

으며,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설문지 예제

   아래의 예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항예제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여름은 덥다 ① ② ③ ④ ⑤

위의 문항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①에, 완전히 동의하면 ⑤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20년 3월

                   연구자 :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상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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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직속상사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명확히 
전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직속상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직속상사는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직속상사는 말하기 불편한 진실도 나에게 말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직속상사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직속상사는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직속상사는 자신의 핵심 가치관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직속상사는 나의 핵심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
는 입장을 선택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직속상사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엄격한 도
덕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직속상사는 자신과 다른 의견도 융통성 있게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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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직속상사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
의 의견을 주의깊게 들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직속상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
른 사람의 피드백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직속상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어
떻게 평가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직속상사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입
장을 재고해야 할 시점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직속상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조직이 우리의 회사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소속된 조직에 높은 주인의식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 조직이 나의 회사라는 생각으로 일에 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이 회사가 나의 회사라는 책임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대부분의 조직 구성원들은 이 조직이 우리의 조직
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이 조직을 나의 회사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Ⅰ. 아래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아래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나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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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꿈과 희망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 자주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미래에 되길 원하는 이상적인 사람에 대
해 종종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미래에 이루고 싶은 성공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
해 자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직장생활에서 중요한 목표는 높은 성과를 달
성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자신이 꿈, 희망, 열망 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대체로 내 인생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
는데 주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희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을 
종종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대체로 실패를 예방하기보다 성공을 성취하는 
것을 더 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팀에 영향을 주는 현안을 찾아내고 자신
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동료들로 하여금 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
안에 대해 참여하도록 말하고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팀내 현안과 관련하여 동료들과 의견이 다르
다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팀내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팀내 직장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현안과 관
련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절차상 변화를 위해 자신
의 아이디어를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아래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나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아래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나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6 -

Ⅴ. 다음 문항은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구    분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학력 ① 전문대졸 이하   ③ 4년제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4. 근속연수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미만

⑤ 10~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5. 직위
① 주임   ② 대리   ③ 과장/연구원

④ 차장/선임연구원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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