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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과 경쟁을

가져오고 있다. 최근 조직들의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를 겪고, 공공기

관도 상시 경영혁신을 이루어야 하고, 민간분야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

책들이 도입되면서 공공기관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서 공공기관도

무한경쟁 이라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앞에 놓이게 되었다. 경쟁 우위

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을 통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

는 등 끊임없이 문제를 찾고, 조직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일

련의 과정을 통해서 조직을 새롭게 혁신시켜야 한다. 조직혁신의 기본이

되는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진성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진성리더십과 창의적 행동,

매개변수로서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설정하였고,

설문조사는 설문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에 관한 설명을

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상사용, 직원용으로 구분하여 2가지의

설문지를 각각 다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57개 팀, 285명의 팀원에게 총

342부의 설문을 배부하여 그중 52개 팀, 237명의 팀원이 작성한 총 289부의

설문을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3건의 설문을 제외하고

236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사의 진성리더십은 부하직원의 창의적 행동, 심리적 임파워먼

트에 정(+)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심리적 임파워먼

트는 창의적 행동에 정(+)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상사의 진성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부하직원의 창의적 행동에 정(+)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

에서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직지원인식은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조직

지원인식의 하위 변인의 관계 분석에서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진성리더십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지원인식에 의해

조절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매개할 것으로 보았는데, 예상과 달리 매개된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조직지원인식의 하위

변인의 관계 분석에서 정(+)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공공기관에서

상사의 진성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점에서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으며, 조직

지원인식의 조절 및 조절된 매개효과는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동일방법

편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장과 부서원의 설문지를 각각 다르게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분석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연구의

표본 대상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공공

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일반 사기업과 같이 설립 목적이나 성격이 다른

기업들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비교․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진성리더십, 창의적 행동,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직지원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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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전 산업분야에서 높아지는 현 시대에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과 구성원의 핵심

역량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 졌다. 특히 기업 대내외 경영환경이 빠르

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

업들과 차별화되는 조직 경쟁력을 갖추고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한다

(Kanter, 1988; Scott & Bruce, 1994; Janssen, 2000; Yuan & Woodman,

2010; Lin & Liu, 2012).

기업 외부 환경이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면서 기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대내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조직구성원들에 대해 신망을 얻어 진

정한 관계를 가진 관계를 넘어서 구성원들의 호응을 얻어내어 여기서 발

생한 리더십의 긍정효과를 조직전체로 퍼져나가게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

다. 리더십의 사전적 의미는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

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진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은 리

더의 진정한 마음을 강조하는 리더십으로 명백하고 확실한 자기인식에

기초하여 도덕적인 가치와 투명한 관계를 형성하여 조직 구성원들에게

목표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이다(Gardner, Fishcher, &

Hunt, 2009; George, Sims, McLean, & Mayer, 2007).

진성(Authenticity)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서로 상이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순수한, 본래’의 의미로서 가식적이지 않

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Shamir & Eilam 2005). 2003년 Bill George의

책 ‘Authentic Leadership’에서 처음 대중에게 소개되었다. 진성리더십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기존의 리더십 이론에서 주장했던 스킬(skill), 스

타일(style)보다는 자기이해, 신뢰, 희망 등 조직과 개인의 핵심 업무를 중시

하는 진실되고 솔직한 품성인 진정성과 이와 관련된 속성을 리더십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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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으로 강조한다(박정원․손승연, 2016; 윤정구 외 2011; Avolio &

Gardner, 2005).

진성리더십은 말 그대로 기업이나 조직을 이끌어 가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긍정적

리더십이란 개념도 있다.(Luthans, 2002). 진성리더십의 핵심은 조직의

리더가 그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 신망을 얻어 진정한 관계를 가진다는

개념을 넘어서 구성원들의 호응을 얻어내어 여기서 발생한 리더십의 긍

정적인 효과가 조직 전체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다.

진성리더십의 특징으로는 투명성, 개방성, 신뢰성 등이며, 가치 있는 목

표로의 안내를 통해 믿고 따르는 구성원들을 늘려가는 것이라 하였다

(Gardner et al. 200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진성리더십에 관한 본격

적인 연구는 2010년 이후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 속에 연구되기 시작하

였다. 진성리더십은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당시의 성공

지향적 카리스마 리더십 성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대적 요청

에 따라 등장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조직 경영에 참여하는 관리자들에게

진성리더십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였다.

조직 구성원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창의성(creativity)을 갖춘

인적자원개발이 기업 생존의 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21

세기는 창의성이 경제의 핵심으로 보는 관점도 있으며(Hamel, 2008;

Kottler, 2010), 창의성이 조직의 성공과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중요해지

고 있다(Gumusluoglu & Llsev, 2009). 경제여건이 불확실하게 급변하는

지식기반 경제 시대에서의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관행은

조직 구성원의 동기향상, 참여기회 제공, 역량개발 등을 통해 조직 구성

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조직을 영

속하게 하는 원천으로서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조세형․윤동열,

2013). 특히 지식의 창출과 확산, 습득과 활용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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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한 혁신 능력이 조직의 경쟁력 제고, 생산성 증대, 개인

의 노동시장에서의 가치를 결정짓는 정보, 창의성 등과 같은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창의성(creativity)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연구한 학문, 적용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한다(권기환 외, 2004; 이문선 외, 2003; 조윤형․최우재, 2017;

Amabile, 1998; Carmeli et al., 2013; Herman, March & Warren, 2018).

지식기반경제 시대에서의 CEO는 조직 내에서 진정성을 갖고 직원들의

창의적 역량 개발에 매진할 때 잘 따를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업 경영환경은 혁신적 관점에서 조직구성원들에게 권한을

공유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며, 동기부여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조직 구성원의 핵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리더십 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심리적 임파워먼트(psychological empowerment)는

중요한 개념이다(박원우, 1997; Thomas & Velthouse, 1990). 심리적 임

파워먼트는 구성원 개인의 자신감이나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동기부여와

같은 심리적 상태로서 단순히 역량과 능력,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전통적인 임파워먼트 관점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Conger & Kanungo,

1988; Thomas & Velthouse, 1990).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은 구성원이 조직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부분에 대하여 가치 있게 높이 평가해 주고 구성원의 복지

와 안녕을 위해 조직이 배려하는 믿음이 있을 때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

에 더 몰입 할 것이다.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이 구성원 개개인에 관심을 가

지고 조직에 몰입하는 정도에 상응하게 조직과 교환 관계에 있어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Eisenberger et al., 1990). 리더의 진정성,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동기부여인 심리적 임파워먼트, 구성원에

대한 조직의 배려인 조직지원인식 등은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의 규

모가 커지고 복잡하며 신속하게 움직이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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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진성리더십은 조직몰입, 조직성과,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혁신행동, 조직유효성, 개인 및 팀 성과 등과의

관계가 주를 이뤘으며(최다은․윤동열․김성훈, 2019; 권정언․권상집,

2015; 김수겸․홍남선, 2015; 박노윤 외, 2014; 홍성화․최은수, 2011: 김

창호․심원술, 2012), 창의성과 심리적 임파워먼트(김예성․신제구, 2018;

이승필․김선혁, 2016). 조직지원인식에 대한 연구는 자율성․다양성(윤

정구, 2012)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 조직혁신의 기본이 되는 조직 구성원

의 창의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진성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는 많이 추진되었으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성리더십과

창의적 행동, 매개변수로서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다수가

공공기관과 기업체 근로자임을 감안할 때 상사의 진성리더십과 부하직원

의 창의적인 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성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관계의 영향을 분석하며,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와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보고자 한

다. 또한 진성리더십에 대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기업, 병원, 군조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진 점과는 달리 이 연구는 지방에 소재하면서 근

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인력양성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

는 A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상명

하복의 위계적 질서가 강하고 CEO의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구성원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A공공기관의 조직 내에서 리더가 진성리더십을 발휘하여

부하직원의 창의적 행동을 이끌어 내고,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강하며, 그

질 또한 높아 그 구성원들의 창의적 행동과 조직지원인식에 대한 관념을

상승시켜 업무외의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창의적 행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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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A공공기관 상사의 진성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조직 구성

원에 대한 조직지원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하여 각종 선행연구를 통해

관계를 탐색하고 실증분석을 실시 변수별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하였고,

제2장에서는 진성리더십, 창의적 행동,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직지원인식

에 대한 각 변수들의 개념 정리와 가설을 설정하고, 제3장에서는 연구모

형의 설정,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표본의 구성 및 분석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제4장에서는 분석을 통한 연구가설을 검증, 제5장에

서는 연구결과, 시사점,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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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진성리더십(Authentic Leadership)

1. 개념

진성리더십은 2004년 갤럽 리더십 연구소(The Gallup Leadership

Institute)설립과 함께 리더십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5년 Leadership Quarterly 특집호에 개념과 구성

요소들을 발표함으로서 진성 리더십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는 동기가 마련되었다.

진정성(authenticity)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Know thyself)’라고 까지 올라가는데(최우재․조윤형, 2013;

Harter, 2002), 영문 ‘authentic’의 어원은 그리스어 ‘authento’ 는 모든 권

한을 갖는 다는 의미로 개인이 자신의 영역에서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

한다(Kernis & Goldman, 2006). 리더십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진정성

은 자신이 갖는 가치, 사고, 감정, 신념을 가지고 진정한 자아와 일치되

게 행동하는 것이며(Harter, 2002). 진정한 자아를 일상에서 자기의지에

의해 작동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Kernis, 2003). 특히 2000년대 초반부

터 발생하기 시작한 Enron, 리먼 브라더스 등 거대 기업들의 도덕적인

문제로 인한 파산의 원인은 기업 리더들의 연봉 보전 그리고 회계장부조

작, 내부 거래 등 실적을 조작한 모기지 채권과 파생금융상품의 부실함

을 알면서도 비윤리적 행동, 도덕적 해이, 탐욕이 근본적인 원인이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초래는 윤리 경영에 대한 새로운 화두가 학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Cruver, 2003; Sorkin,

2010). 기업 경영상의 리스크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거시적인 관점

에서 보면 광범위한 사회적 도전들이 리더의 진정성과 진성리더십에 관

심을 갖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Walumbwa et al., 2008).

진정성 있는 리더란 리더 자신 스스로가 진솔(true to oneself)하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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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이해하고 성찰에 집중하여 자신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잘 인지하여

도덕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투명한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말

한다(Avolio et al., 2004; Walumbwa et al., 2008).

1990년대부터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리더십으로 카리스

마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등이 제시되었으나(Avolio, 1999; Burns,

1978; Bass & Steidlmeier, 1999), 이런 리더십들은 불안정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거나 진정성이 없다면 리더가 가지고 있는 변혁적 행동과

카리스마는 리더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Bass & Steidlmeier, 1999; Conger, 1990; Luthans & Avolio, 2003). 진

성 리더란 리더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그

들 자신이 가진 감정과 타인들의 가치, 윤리적 관점, 지식 등의 자신들이

행동해야 하는 맥락을 지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윤리를 바탕으로 투명

한 의사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리더 이고(Avolio et al., 2004; Avolio &

Gardner, 2005; Avolio & Luthans, 2006; Walumbwa et al., 2008), 진성

리더십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자기인식(self-awareness)과 자기규

제(self-regulation)를 통해 자기 스스로에게 진정한 리더 이다(정예지

등, 2012; Gardner et al., 2005; Avolio et al., 2005; Walumbwa et al.,

2008). 조직에서의 진성리더십은 자신의 신념․핵심가치에 충실하고 진

실된 행위를 가짐으로써 리더는 부하직원을 긍정적으로 개발시켜 부하직

원들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한다(Luthans & Avolio, 2003). 결국, 진성

리더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이해하며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신념이 있

고 낙천적이며 종사원들의 발전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의사소통하면서

본인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일치되도록 행동하는 리더를 말한다

(Harter, 2002; George, 2003; Avolio et al., 2004; Avolio, Luthans &

Walumbwa, 2004; Gardner et al., 2005; Walumbwa et al., 2008;

Walumbwa et al., 2010). 진성리더십과 관련된 개념 및 정의는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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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년도) 개념 및 정의

최우재․

조윤형(2014)

리더가 수준 높은 도덕적인 가치와 명백한 삶의 비전을 갖고 그에

따라 일관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정도

윤정구(2012)
리더 자신이 품성과 가치를 중요시 여기며, 구성원들에게는 일관되게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사람

Northouse

(2011)

리더가 꾸밈없이 솔직한 진정한 리더십을 보이며 바른 신념을 가지

고 독창적인 리더십을 발현하는 것

Shamir &

Eilam(2005)

진성 리더십에서 진성은 가식적이지 않다는 의미의 ‘순수한, 본래’의

의미이며, 진성리더는 자신에 대해 알고 개인적 관점을 가지며,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의해 자기 표현적인 행동

Avolio &

Gardner

(2005)

진성리더는 리더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알고 있으

며, 솔선수범하며, 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자신과 구성원들의 윤리적 관

점, 가치, 지식, 강점 등을 내재화하며 일관되게 행동

Michil &

Gooty(2005)

진성리더십은 리더들의 정직함,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충성, 평등과

같은 자기 초월적인 가치가 반영된 행동의 특징을 갖음

Avoilio &

Luthans

et al. (2004)

진성리더는 긍정심리관점에서 자신감이 있고, 희망적이며, 낙천적이

고, 회복력이 있으며 높은 도덕적 특성을 갖음

Luthans &

Avolio(2003)

진성리더십은 긍정심리학의 능력과 고도로 발전된 조직 환경을 기반

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이며, 리더와 부하직원들의 자기인식 및 자기

규제 행위를 발생시켜 이성적으로 설득하여 긍정적인 가치, 행동, 신

념으로서 부하 직원들의 발전을 강화하는 과정

George

(2003)

진성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현재 위치를 알고 명확한 목적, 의미, 가치관을 통해 온화한

마음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타인과 장기적인 긍정적인 관계를 맺

으며, 행동하는 리더십

Harter

(2002)

진성리더십은 자기인식과 자기규제 두가지 요소로 이루어 지며 자기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본인의 내면의 감정과 생각, 가치관, 신념 등

에 일치되도록 행동하는 것

<표1> 진성리더십에 대한 개념 및 정의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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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소

진성리더십에 대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

다. 처음 본격적인 연구 단계에서는 긍정적 심리자본, 긍정적 조직상황,

자아인식(self-awareness), 자기규제(self-regulation)를 중요 요인으로 설

명하였다(Luthans & Avolio, 2003; Gardner et al., 2005). 자기규제에 관

계적 투명성, 균형적 정보처리, 내면화, 진정성 있는 행동을 포함시켰으

며(Avolio & Gardner, 2005), 그리고 선행연구와 전문가 면접을 통해 자

아인식, 관계적 투명성, 균형 잡힌 정보처리, 내면화된 도덕적 관점의 네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여(Walumbwa et al. 2008)정리하였다.

먼저, 자아인식(self-awareness)은 자신의 정체성, 가치관, 감정, 동기

를 인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Kernis, 2003; Ilies et al, 2005). 리

더의 자아인식은 진성리더십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Avolio &

Gardner, 2005). 또한 자아인식은 현재의 자신의 상태를 인식함은 물론이

거니와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에서 시작

하여 가치관, 믿음, 목표, 신념 등을 바탕으로 장래의 이성적 자아를 인

식하고 지속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Luthans &

Avolio, 2003; Avolio & Gardner, 2005; Gardner et al., 2005). 자기인식

은 리더가 자신의 목적과 정체성을 알고 리더로서의 사명, 가치, 비전을 인

지하는 것이다(윤정구, 2012).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internalized moral perspective)은 리더가 외부

통제보다는 상위 수준의 내부의 도덕적 기준을 설정하고 리더 자신의 도

덕적 기준과 가치로 일관되게 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Gardner

et al., 2005). 긍정적 도덕적 관점이 진성 리더십의 핵심으로 리더가 조

직구성원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도덕적인 품성이 발휘되는지

에 따라 진성리더십이 정의된다고 하였다(Luthans & Avolio, 2003;

Hannah et al., 2005; May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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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투명성(relational transparency)은 리더가 인간관계에서 자기

개방성과 신뢰를 중시하고 진정한 자아의 장점과 약점을 가까운 사람들

이 진실 되고 솔직하게 볼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Kernis, 2003). 리

더 본인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 등을 아무런 의심

없이 개방적으로 공유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을 말한다(Kernis &

Goldman, 2006; Walumbwa et al. 2008). 즉 리더가 조직 구성원과의 관

계에서 서로 소통하는 마음 자세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Llies et al, 2005; Walumbwa et al. 2008). 리더가 구성원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적절치 못한 표현을 줄이기 위하여 감정을 조절하

고 자신의 진실한 감정이나 마음을 구성원에게 나타낼 때 비교적 투명할

것이라 하였다(Gardner et al., 2005).

균형 잡힌 정보처리(balanced processing of information)는 리더가 의

사결정을 함에 있어 다양한 관련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검토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에 도전하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Gardner et al., 2005). 즉 리더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의

견을 수렴하고 비판도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신에

관련된 외부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내재된 경험, 개인적인 지식, 외부

평가 정보를 왜곡하지 않으며, 자신의 장점과 약점, 특성, 성격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Kernis, 2003). 진성 리더는 조직과 부하 직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과 관계없이 더 많은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Avolio et al., 2007; Luthans & Avolio, 2003; Walumbwa et al., 2008).

리더십은 언제나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진

성리더십은 리더의 진정성이 구성원에게 인지될 때 나타난다. 리더가 진

정성을 지녔다 하더라도 구성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진성리더십으

로 작용하지 않는다(Eagly, 2005). 따라서 진성리더십이 잘 발휘되기 위

해서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소통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한 진성리더십의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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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년도) 구성 요소

윤정구(2012) 자아인식, 자기규제, 균형잡힌 처리, 품성

Rego et al. (2015)

Bamford et al.

(2013)

Peus et al.(2012)

Woolley et al.(2011)

자아인식, 관계적 투명성, 균형 잡힌 정보처리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

Kernis &

Goldman(2006)
자아인식, 편견없는 처리, 행동, 관계성

Ilies et al.

(2005)

자아인식, 균형잡힌 정보처리, 편견없는 정보처리,

진정성 있는 관계지향성

Gardner et al.

(2005)

자아인식, 자기규제(균형잡힌 정보처리, 관계적 투명성,

진정성 있는 행동)

Avolio & Gardner

(2005)

자아인식, 자기규제, 긍정적 도덕적 관점, 관계적 투명성, 진

정성 있는 행동

Shamir &

Eilam(2005)
자아개념, 강한 정체성, 자신의 가치와 신념, 자기 표현적 행동

Luthans & Avolio

(2003)
자아인식, 자아규제, 긍정적 심리역량, 긍정적 조직 상황

<표2> 진성리더십의 구성요소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3. 선행 연구

진성 리더십에 대한 연구 역사는 다른 리더십의 연구 역사 보다 비교

적 짧다. 해외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2000년대에 들

어와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진성리더십의 정의와 개념 등 이론

중심의 연구에 집중하여 다수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면서 체계적인 이론

적 근거를 갖추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직원의 창의성, 조직문화, 심리

적 자본,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

루었다(Avolio et al., 2004; Avolio & Gardner 2005; Avolio &

Luthans 2006; Ilies et al. 2005; Khan et al., 2017; May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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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aniyan & Hystad, 2016; Rego et al., 2014; Shamir & Eilam 2005;

Walumbwa et al. 2008). 진성리더십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신뢰, 희망,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함으로써 상사와 조직 구성원이 동일시를 통해

구성원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끼친다(Avolio et al., 2004). 진성리더십을 갖춘

리더는 조직 구성원의 존경과 신뢰를 유발하고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

견을 개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긍정심리를 매개로 구성원들의 창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Rego et al,. 2012). 진성리더십은 직무열의와 조직

시민행동에 이르는 과정이 확인되고 있으며, 조직시민행동의 경로는 부하

직원들의 임파워먼트를 통해 연결되고 직무열의에 이르는 과정은 상사동

일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Walumbwa et al. 2010). 조직 구성원과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은 희생하고 배려하는 의지에 있으며, 열린 의사소통, 부하

직원에 대한 관심, 참여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리더에 대한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lapp-Smith et al,. 2009).

국내 연구에서는 해외보다 그 연구 년 수가 상당히 짧다. 그러나 다수

의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초기에는 진성리더십과 기존 리더십과의 차별

화 등 이론적 연구에서 출발하여 최근 10년 사이에 진성리더십에 대한

연구로는 긍정 심리적 자본(이미현 외 2015; 이영수․송영수, 2014), 심

리적 웰빙(정예지․김문주, 2013; 최우재․조윤형, 2013), 긍정적 정서(이

선규․이다정, 2016), 심리적 안정감(박정원․손승연, 2016), 이직의도(성

윤동․윤동열․김성훈, 2019; 조세형·윤동열, 2013) 등이 있으며, 조직몰

입(남미리․정재삼, 2014), 창의성(김응조․홍아정, 2015; 박정원․손승연,

2016), 조직시민행동(최우재․송하동, 2014), 조직 공정성((최우재․조윤

형, 2016) 등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있다.

진성리더는 자기인식과 자기규제 수준이 높아 스스로 목적을 달성하고

수행하면서 성장하여 부하 직원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나가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에게 상사와 부하직원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신념을 전달하게

되고 부하직원이 잠재력을 실현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행복감을 느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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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년도) 결과(종속)변수 매개(조절)변수

김예성․신제구(2018) 사회적 태만 심리적 임파워먼트

홍아정․조윤성(2018) 일 몰입 조직학습역량

최우재(2017) 발언행동 직무적합성, 조직 냉소주의

조윤희․조성용․홍계훈

(2017)
팀 몰입, 팀 조직시민행동 코칭

양경흠․김정식․김정수

(2017)
조직몰입(군조직) 리더신뢰

박정원․손승연(2016) 창의성 심리적 안정

최우재․조윤형(2016) 부하의 변화지지행동 감정적변화몰입(조직공정성)

박노윤․설현도․이준호

(2014)

구성원 성과

(직무성과, 직무만족)
사회적교환관계인식, 사회동일시

정예지․김문주(2013) 심리적 웰빙 팀에너지

김창호․심원술(2012) 장인적 직무수행
리더의 초월성, 부하의 조직 동

일성, 부하의직무소명의식

Mubarak et al(2018) 창의성 심리적임파워먼트, 직무열의

Liu et al(2015) 조직시민행동 리더 동일시

Lopez et al(2015) 효능감 집단 동일시

Wang et al.(2014) 리더 - 구성원 교환 수행 심리적 자본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최우재․조윤형, 2016). 진성리더십은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등장하였으며, 리더 자신 스스로에 대하여 이해와 구성원과의 개방적 의

사소통을 하며 본인의 가치와 신념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뜻한다

(최우재․송하동, 2014).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을 수용하는 이론적 논

의를 통합해보고자 리더십의 새로운 연구 유형으로 제시하였다(김문주․정예

지, 2013). 진성 리더십에 대한 최근의 선행연구는 <표3>과 같다.

<표3> 진성리더십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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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창의적 행동(Creative Behavior)

1. 개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과 경쟁을 가져오고

있다. 최근 기업 경영환경은 빠르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기업이 지

속적인 생명력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해야 한다.

창의적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개

념으로 정의되고 있다(Lovelace, 1986; Mumford & Gustafson, 1988;

Scott & Bruce, 1994; Amabile, 1998; Carmeli et al., 2013; Herman &

March & Warren, 2018; 권기환․김인호, 2004; 이선규․․이다정, 2016).

먼저, 창의성에 대한 과거 심리학분야에서의 연구들은 개인의 창의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의 종합적인 연구의 추세는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 및 집단의 특성과 직무환경의 영역으로 까지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Amabile, 1983; Sternberg & Lubart, 1991; Woodman, Sawyer, &

Griffin, 1993; Drazin, Glynn, & Kazanjan, 1999).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을

인지적 특성으로서 지적인 역량으로 파악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으로서 ‘문제에 대한 감수성, 사고의 융통성․유창성․정교성․독창

성’ 으로 파악하였으며(Guilford, 1967), 새롭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무엇

인가를 창작해 낼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Rothenberg, 1990). 창의

성은 끊임없이 문제를 찾고, 새로운 조직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실천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정의하였다(Basadur, 1992). 조직과 관련한 창의성

의 정의는 독창적인 유용한 제품, 새로운 아이디어, 서비스의 창출로 정

의하였다(Amabile, 1988; Woodman et al., 1993; Oldham & Cummings,

1996). 또한 창의력을 독창적이면서 기대하지 않은 측면의 수준이 높고

새롭고 질적으로 유용하고 수행 직무상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는 적절한

산물을 창출해 내는 능력이며, 창의적 행동은 발견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개인에 의해 발현되는 새롭고 유용한 절차나 아이디어, 제품의 생산을

말한다(Amabile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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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년도) 개념 및 정의

Wang &

Tsai(2014)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

Jyoti &

Dev(2014)

업무 절차의 효과와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고 잠재적으로

유용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

Montag(2012) 기존의 서비스, 제품, 절차의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산출물

Rosso(2011) 새롭고 유용한 업무, 서비스, 제품의 창출물

Lourenco &

Jayawarna(2010)
새롭고 유용한 업무를 개발하는 명백한 것

Sternberg &

Lubart(1999)
새로운 유용한 산물들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능력

Amabile et

al.(1996)

발전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의해 새로운 유용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생산

창의성에 대하여 학자들은 접근방식 측면에서 인지적 특성(Basadur et

al., 1990; Woodman et al., 1993)과 창의적 성격의 특성을 기초로 동기

및 환경 등의 요인으로 보는 성격적 특성(Rogers, 1961; Torrance, 1965)

으로 보는 접근 방식으로 나누며, 강조점 측면에서는 창의성을 어떠한

당면한 문제나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심(Amabile, 1988; Parnes,

1964; Woodman & Schoenfeldt, 1990)과 개인과 집단이 아이디어, 물체,

반응 등 창출한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창의성 수준을 평가하는 결과 중심

(Amabile et al. 1996; Robinson & Stern, 1977)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

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창의성(creativity)과 혁신(innovation)은 가

끔씩 상호 교환되어 사용된다(Scott & Bruce, 1994). 개인들의 혁신성은

문제인식과 아이디어 생성과 함께 시작되며(Kanter, 1986), 개인의 창의

성을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생성이라 하면(Amabile, 2012), 혁신은

아이디어의 생성뿐만 아니라 수행과정까지 내포한다(Scott & Bruce, 1994).

창의적 행동과 관련된 개념 및 정의는 <표4>와 같다.

<표4> 창의적 행동에 대한 개념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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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ham &

Cummings, (1996)

기존 것과는 다른 새롭고 독창적이면서 잠재적으로 조직과 관련

된 새로운 유용한 제품, 아이디어, 절차

Shalley(1995)
직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새롭고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결

책을 개발하는 것

Woodman et al.,

(1993)

복잡한 사회시스템 속에서 같이 작업하는 개인들이 가치있고, 유용

한 신제품, 아이디어, 서비스, 절차 등을 만들어 내는 과정

Basadur, (1992)
끊임없이 문제를 찾고, 새로운 조직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실

천하는 일련의 과정

Amabile, (1988)
조직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창조적인 방

법으로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능력

Momford &

Gustafson(1988)

창의적 행동은 중요한 이슈가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것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이와 같이 창의적 행동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폭 넓은 의미를 지니

고 있으며, 그 범위와 상호 관계에 의하여 개인 창의성과 집단 창의성으

로도 구분할 수 있다. 개인의 창의성은 개인이 환경과 상호 작용을 통해

업무과정에서 새롭고 적절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생성해 내는 것이며

(Amabile, 1983; Zhou & George, 2001),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은 직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새롭고 유용한 것을 창안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Shalley, 1995).

최근에는 개인 창의성보다는 집단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집단 창의성은 개인과 집단, 조직이 다차원적으로 연계된

집단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내재되어 발휘되는 관점, 사고, 전문적 강

의 조합과 연결고리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결과이다(Woodman et al.,

1993; Amabile et al., 1996).

일반 민간부문의 기업과 다르게 공공부문의 조직은 그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창의적 행동도 일반 민간부문의 기업과는 구체적으로 다를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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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년도) 구성 요소

조윤형･최우재

(2017)

과업적측면 : 개인-직무적합성, 프로세스적측면 : 개인- 조직적

합성(분위기, 조직문화)

박종욱･손승연

(2017)
참신한 아이디어, 직무관련기술과전문성의지속적인 획득, 개발

이선규･이다정

(2016)
긍정적인기분, 감성, 체험, 상사의 격려, 긍정적인 피드백

이문선․강영순

(2003)

영역관련지식, 창의적 사고기술, 내재적 직무동기, 유용한

제품, 아이디어, 공정

Herman et al.

(2018)
창의적 성격, 창의성

Liangding et al.

(2014)
팀 창의성

Carmeli et al.

(2013)

문제구성 및 식별,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평가,

아이디어 구현

Solmaz et al.

(2013)
종업원의 창의적 행동

Bharadwaj & Menon

(2000)
창의 관련 교육,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 공정한 평가

Amabile

(1998)
전문지식, 동기부여, 창의적 사고력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과 집단 구성원에 있어 어떠한 영향 관계를 형성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창의적 행동과 관련된 구성요소는 <표5>와 같다

<표5> 창의적 행동의 구성요소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2. 선행연구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창의적으로 일하는 개인들이 있는

조직은 어느 산업이든지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갖는다고 하였다

(Amabile, 1988; Oldham & Cummings, 1996; Shalley, 1991). 창의성과

관련된 연구는 리더십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며 리더의 관심과 적절한

피드백은 창의적 행동에 정(+)의 관계를 가져오며 조직분위기가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도전적 직무로 인한 지적인 압력은 창의적 행동을 이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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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긍정적 영향이라고 Amabile(1996)은 제시한다. 연구자들 마다 다소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요인들이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적 행동을 적극적으

로 유발하는 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개인이 창의

성을 제시하고 창출하는 동기 및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Sternberg & Lubart, 1996. 1991; Gardner, 1993;

Amabile, 1996, 1993; Mumford, 2000; Mainemelis, 2001) 창의적 행동

과 사고를 발휘시키는 구성 요인으로 창의적 사고기술(creative thinking

skills), 지식과 전문성(expertise), 내재적 동기(motivation) 등의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창의성을 발현시킨다고 하였다(Amabile, 1998).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직원들의 혁신성은 조직의 목표 달성, 안정성, 고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Darroch, 2005; Karatepe & Sokmen, 2006).

창의성의 개발과 관련한 많은 연구를 남긴 Amabile의 창의성의 3요소

중 전문성은 지적 능력과 관련된 기술 관련 지식 및 수행 절차에 관한

지식을 가리키며, 창의적 사고 능력은 어느 정도 독창적이고 탄력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현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이며, 동기부여는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특정업무에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다면 개인의 창의적 행동은 업무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Ambile, 1998).

개인 창의성은 창의적 성격(개인의 특성), 기술 다양성(직무특성), 팀

특성(근무환경)이 서로 작용하여 개인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고(이덕로·

김태열, 2009), 개인-직무 적합성(Person-Job Fit, PJF)과 개인-조직 적

합성(Person-Organization Fit, POF)이 조직구성원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Creative Problem Solving, CPS)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들 관

계에서 조직기반자긍심(Organization- based self-esteem, OBSE)의 역

할을 규명하였다(조윤형․최우재, 2017).

경쟁이 심화된 사회에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행동

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직 구성의 창의적 행동에 대한 연구가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박종욱․손승연, 2017; 이선규․이다정, 2016; 조윤형․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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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년도) 주요변수 주요내용

탁제운․신제구

(2017)

참여적 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창의적 행동

참여적 리더십과 창의적 행동

간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완

전매개효과 확인

이선규․이다정

(2016)

진성 리더십, 심리적 자본, 부하의

긍정또는부정정서, 창의성, 직무결과

부하의 긍정정서는 창의성, 직

무성과, 직무몰입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

이문선․강영순

(2003)

창의성, 리더의 지원, 위기위식, 혁신

행동

창의성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Herman et al.

(2018)

변혁적 리더십, 창의적 인성, 개인적

통제, 부하직원 창의성

조직의 인사관리는 변혁적 리더십

과 구성원의 창의력에 있어 강

한 상관관계

Jia et al.

(2014)

팀-레벨, 직원-조직관계의 사회

구조적 관점, 커뮤니케이션 밀도,

업무복잡성, 팀 창의성

팀 구성원 업무와 관련된 의

사소통 정도에 의해 팀원 간

의 관계에 조절효과가 나타나

며 팀원의 업무가 복잡할 때

매개 관계가 더 강함

Gong et al.

(2009)

직원 창의성, 직원 학습 지향, 변혁

적 리더십, 직원 직무 성과

변혁적 리더십과 창의성은 정

(+)의 관계

Oldham et al.

(1996)

창의성 연계 개인 특성, 직무 복잡

성, 감독 스타일, 창의적 성과 등급,

특허 공개(서면으로 작성된), 전반적

성과 등급, 그만두려는 (이직) 의도

개인적인 창의성과

performance에 정(+)의 관계

재, 2017; Amabile, 1998; Herman et al., 2018; Jia, Shaw, Tsui &

Park, 2014; Solmaz et al., 2013). 기존의 연구에서도 진성 리더십은 창의성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이 이

영향력 과정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진성리더십은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을 높여주고 이로 인해 구성원의 창의성이 증진됨을 밝혔다

(박정원․손승연, 2016). 또한, 다양화된 사회에서 조직의 지속 가능한 경

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창의성이라

하였다(Kanter, 1988; Hellriegel et al., 2007). 창의적 행동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표6>과 같다

<표6> 창의적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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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심리적 임파워먼트(Psychological empowerment)

1. 개념

심리적 임파워먼트(psychological empowerment)는 미국 등에서 1940

년대 시민권리․인권․여성해방․노동 운동 등의 경영학보다는 정치․

사회학 분야에서 먼저 출발하였다(Vogt & Murrell, 1990). 소수 집단이

나 차별 받는 소외 집단의 권한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 권리

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으

며, 이 과정에서 임파워먼트의 개념이 확장되고 발전하였다(Conger &

Kanungo, 1988; Kinlaw, 1995).

경영학에서의 임파워먼트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후 조직 구성원의 조직 내 만연한 무력감을 해소하고,

과업에 몰입하여 기업의 혁신과 도약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박원우, 1997). 조직 구성원에 대한 임파워먼트라는 개념을 처음

으로 소개하고(Kanter, 1988), 관계적 또는 거시적 접근으로서 의사 결정

의 권한과 능력을 위임 또는 이양하여 상사가 구성원들에게 행위적인 측

면에 초점을 둔 지표로서 조직구조 관행을 소개하였다(Seibert, Wang,

& Courtright, 2011). 임파워먼트 모델을 통해 조직차원의 관계 구조적

측면과 개인차원의 동기 부여적 측면에서 임파워먼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이론적 토대를 발전시켰다(Conger & Kanungo, 1988). 임파워

먼트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비판하고 임파워먼트의 본질은 조직 내에서

단순하게 부여받는 단일적 측면보다는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 구성원의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을 강조하였다

(Thomas & Velthouse, 1990) 또한 심리적․미시적 접근으로서 구성원

개개인이 인식하는 임파워의 정도를 반영한 심리적인 시각을 부여하고,

네 가지 인지적 요소(의미, 역량, 선택, 영향)을 인식함으로써 내재된 과

업동기를 향상시키는 심리적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Thomas &

Velthous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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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이론을 더 확장하여 개인의 역량과 관련된 지각

에 기반한 의미성, 역량, 자기 결정력, 영향력을 자신의 업무 역할을 증

진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Spreitzer, 1995). 또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 작용으

로서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통제, 공동체의 사회․정치적인

맥락, 조직활동과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Zimmerman, 1995).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기 때문에 부하의 적응력이

향상된다고 정의하였다(Scott & Bruce, 1994).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관

련된 개념 및 정의는 <표7>과 같다.

<표7>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개념 및 정의

연구자(년도) 개념 및 정의

Zimmerman

(1995)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통제권, 공동체의 정치․사회적 맥

락과 조직활동 및 공동체에의 참여

Spreitzer

(1995)

개인의 역량과 관련된 지각에 의한 의미, 역량, 자기 결정력, 영향

력 등 구체화된 동기부여 과정

Fisher

(1995)
단일 차원이 아닌 권한, 자원, 정보, 책무 등을 통합한 개념

Thomas &

Velthouse,

(1990)

조직 구성원에게 영향력, 능력, 의미성, 선택 등 네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내재적 과업 동기부여의 증대

Conger &

Kanungo

(1988)

조직 구성원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직

내의 권한 배분을 통한 조직 구성원의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내적 동기부여의 과정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2. 구성요소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개념은 연구 목적, 방법에 따라 학자들 마

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Thomas & Velthouse(1990) 심리적 임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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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트의 구성요소로 영향력(impact), 능력(competence), 의미성(meaning),

선택(choice) 등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Thomas &

Velthouse(1990)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Spreitzer(1995)는 구체적

으로 의미성(meaningfulness), 역량성(competence), 자기결정성

(self-determination), 영향력(impact) 등 네 가지 요소를 구성된다고 하

였다. 네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성(meaningfulness)이란 개인이 갖고 있는 이상과 관련된 업무 목

적이나 목표에 대한 가치이며, 주어진 과업 역할과 개인의 신념, 가치관,

행위간의 적합성을 의미한다(Thomas & Velthouse, 1990; Brief & Nord,

1990).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을 개인들이 수행하면서 느끼는 정도 이며

(Hackman & Oldman, 1976), 과업수행 목적과 가치에 관련된 것으로서

개인적인 기준이나 이상적인 상태와 비교하여 판단된다(Thomas, 2000).

역량성(competence)은 특성 있는 과업 수행 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능

력에 대한 확신 또는 유능한 업무 추진 역량에 대한 신념, 자신감이다

(Gist & Mitchell, 1992; Bandura, 1989). 또한 역량은 자기능력에 대한

자신감, 유능성이기 보다는 특정과업의 수행 능력에 대한 유능성을 역량

이라고 보았다(Spreitzer, 1995).

자기 결정성(self-determination)은 개인이 맡아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

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믿음이나 행동을 의미한다(Deci,

Connell & Ryan, 1989). 과업수행을 위한 적절한 행위를 스스로 택하는

것이며(Thomas, 2000), 개인의 과업행동에 있어 업무수행의 방법과 속

도, 노력에 대한 의사 결정, 행위와 과정의 시작과 계속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Bell & Staw, 1989). 자기결정성

을 갖고 과업을 수행할 때 개인 스스로 행위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면

직무에 대한 몰입․만족․성과가 높아 과업수행에 대한 스트레스, 이직

의도, 결근율도 낮아진다(Spector, 1986).

영향력(impact)은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이 전략적, 운영적, 관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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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를 의미한다(Ashforth, 1989). 즉 영

향력은 학습된 무기력과는 상반된 의미를 자지고 있다. 자신의 능력과

과업 수행 지식을 통해 조직의 목적과 동료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Spreitzer, 1995a). 조직 구성원은 인식하지 못할 경우 무기력감이

생겨 부정적인 성과가 나오며, 불안감, 절망감, 동기부여의 저하 등의 영향을

준다(Zimmerman, 1990).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구성하는 의미성, 역량성,

자기 결정성, 영향력은 개별적인 의미로서 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관

되어 있다.

3. 선행연구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많은 실증적 연구들은 조직몰입, 직무만족,

창의성 증대, 직무성과 향상 등 조직 유효성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연구 결과들은 보이고 있다(Avolio, Zhu, Koh &

Bhatia, 2004; Bartram & Casimir, 2007; Bishop & Scott, 2000; Bowen

& Lawler, 1992; Conger & Kanungo, 1988; Deci, Connell & Ryan,

1989; Spreizer, 1995; Thomas & Velthouse, 1990; Thomas & Tymon,

1994; Ugboro & Obeng, 2000; Zhang & Bartol, 2010).

리더십 유형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와의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를 보면

셀프리더십을 통해 직무수행에 대한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성, 영향력을

인식함으로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촉진할 수 있다(Blanchard, 1995;

Lee & Koh, 2001). 외국의 연구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능동적 행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 효능감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능동적

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Huang, 2017).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하위 요소인 영향, 자기결정력, 의미, 역량 등이 민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Muduli, 2017),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업무성과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고(Liden., et al., 2000) 또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Lan & Chong,

2015),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특성은 밀접성이 높고 긍정적인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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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정․탁진국(2017) 심리적 임파워먼트 → 창의적 행동(+)

Huang(2017) 심리적 임파워먼트 → 능동적 행동(+))

Muduli(2017) 심리적 임파워먼트 → 민첩성(+)

Lan․Chong(2015) 심리적 임파워먼트 → 직무만족과 직무몰입(+)

Seibert et al.(2011) 심리적 임파워먼트 → 직무특성(+)

Liden et al,(2000) 심리적 임파워먼트 → 직무성과(+)

Spreitzer(1995) 심리적 임파워먼트 → 혁신행동(+), 조직효과성(+)

있고 하였으며(Seibert et al., 2011), 혁신행동과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Spreitzer, 1995).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한 변

혁적 리더십의 창의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인다(Sun,

Zhang, Qi, & Chen, 2011).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효과성과의 관계에

서는 진취성, 적극성, 자신감 등으로 보다 나은 성과에 기여하며, 창의성

에 정(+)의 영향(Zhang & Bartol, 2010),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준

다고 하였다(Avolio et, al., 2004).

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거래적․변혁적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김준식․조성제, 2004). 심리적 임파워먼

트는 창의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현정․탁진

국, 2017).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선행연구는 <표8>과 같다.

<표8>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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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1. 개념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은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을 근간으로 개발된 개념으로서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부분에 대하여 가치 있게 높이 평가해 주고 구

성원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조직이 배려하는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고

환상·서재현, 2012; Eisenberg et al., 1986). 사회적 교환이론은 개인적인

믿음을 기초로 한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 하며 포괄적이면서 장기적이고

광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사회 감정적인 면을 측면을 중시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교환관계의 질은 과거의 교환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먼 훗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형성된다(Blau, 1964). 이 이론의 경제적

교환과 사회적 교환을 살펴보면, 경제적 교환은 거래에 기초하고 사회적

교환은 개인적 신뢰를 토대로 하며, 관계에 대한 투자를 중요시한다. 사회적

교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폭 넓게 이루어지며 재무적인 측면보다는 교환의

사회·감정적인 측면을, 경제적 교환은 교환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기대가

단기적이다(Shore et al, 2006). 또한 조직 구성원은 교환의 상대로부터

혜택과 보상을 받으면 보답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든다고 한다(Blau,

1964). 사회적 교환이론은 조직이 구성원을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조직

구성원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 행동에 대한 조직의 인정과 보상 등의

방법으로 조직구성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Wayne et al., 1997).

조직지원인식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는 조직이 직원의 헌신을 가치

있게 여겨 직원 안녕감에 관심을 갖는 정도에 대하여 직원이 인지하는

신념(Eisenberg et al., 1986)으로, 조직 구성원의 몰입을 의미하는 조직

몰입에 비하여 조직지원인식은 역으로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몰입을 의

미(Shore & Tetric, (1991), 조직 구성원에게 조직에서 창의적 행동을 활

수 있는 구조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조직의 지원에 대해 인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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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enberg et al.,

(1986)

조직이 개인의 기여를 가치 있게 생각하며, 구성원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정도에 대하여 구성원이 총체적으로 형성하는 신념

Shore & Tetric

(1991)

조직 구성원의 몰입을 의미하는 조직몰입에 비하여 조직지원인

식은 역으로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몰입을 의미

Shore & Wayne

(1993)

사용자 몰입 수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의 결과로 형성되는 조직

구성원의 태도

Shore & Shore

(1995)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투자하는 인사, 승진 등의 보상이며, 하위

차원으로 구성원을 소중히 배려, 인정,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유형, 무형의 지원

Rhoades &

Eisenberger (2002)

조직과 그 구성원이 호혜적 관계를 토대로 상호공존을 추구하

며 유지하는 행동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정도

Zacher & Winter

(2011)

조직과 직무에 대한 정신적 인지, 긍정적인 직무 태도와 소속

감을 증대와 직무몰입을 향상 시킴

수 있으면 경영활동에 호의적이라고 하면서 조직의 격려와 관심, 보상에

대해 아는 것이 조직지원인식이라고 정의한다(Zhou & George, 2001).

경영자는 구성원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보면 안되고 조직내에서 가

장 값비싸고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한다(Ferguson et al., 1985). 구성원

의 자존감을 북돋아 주거나 유지하며, 물질적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있다(George et al., 1993). 조직지원은 조직이 구성원에게 하

는 승진과 같은 보상이며(Shore & Shore, 1995), 수단적 지원으로는 구

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정보, 물자등 물질적인 지원

을 의미하며, 정서적 지원은 구성원의 자존감을 높여 주는 것이다(Eustis

& McMillan, 1997). 조직지원인식은 임금, 승진, 훈련기회 부여와 같은

외재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정성 등 내재적 지원을 통해서도 형성되며(서

재현, 2000), 조직에 있어 조직구성원이 조직에 몰입하는 조직몰입과 반

대되는 개념으로, 조직을 의인화하여 조직도 조직구성원에게 몰입할 수

있으며(서재현, 2000), 지원을 받은 조직구성원은 조직지원인식이 증대되

어 조직에 몰입하게 되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표9〉조직지원인식에 대한 개념 및 정의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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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요소

조직지원인식에 대한 구성요소는 연구자들 마다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처음으로 조직지원이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Eisenberger et al.(1986)는 직

원성과, 권한위임, 직원복리, 직원성과, 교육훈련 등을 구성요소로 제시하

였다. 조직지원인식에서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개발적 경험(공식적, 비공식

적 훈련과 개발), 승진과 같은 금전적이고 물질적 보상, 의사소통, 공정

성, 자율성과 다양성, 채용관리, 교육훈련, 경력관리, 자유재량에 의한 보

상, 종사원의 몰입, 신뢰, 경영자․상사․동료의 신뢰와 지원, 임의적 인

적자원의 관행으로 구성원에 대한 투자(훈련․개발, 교육을 위한 휴직),

구성원에 대한 조직의 인정(승진율, 임금인상․보너스 같은 재정적 보상)

등을 제시하였다(Andrews & Kacmar, 2001; Johlke, Stamper, &

Shoemaker, 2002; Masterson et al., 2000; Moideenkutty et al., 2000;

Shore & Shore 1995; Wayne et al., 1997)

조직지원인식을 수단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수단적

지원은 업무수행에 직접 도움을 주는 물질적, 비물질적 지원이며, 정서적

지원은 조직이 종사원들의 공헌을 소중히 여겨 인정하고 존중하며 지지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알게 하는 무형의 지원을 일컸는다

(McMillan, 1997). 아울러 수단적 지원은 스포츠맨십, 이타주의, 시민의

식 등에 영향을 주며, 정서적 지원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산출 피드백,

개별적 배려, 조직시민행동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지원인식을 목표설정의 의사결정 참여, 피드백 제공 등 비물질적 요

소로 분류하고 성과평가 요소에서 조직의 목표설정에 종사원의 참여여부

와 성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여부가 조직지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Hutchison & Garstka, 1996). 재정적 유인, 일반적 지원, 가족지원등 으

로 조직지원인식을 구분하였으며, 재정적 유인은 세금감면, 주택제공, 아

이들의 교육비 지원, 교통수단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의미하며, 일반

적 지원으로는 언어교육, 안전확보, 클럽 멤버십, 차/운전기사 지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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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2005)
주요 실적의 중요성 인정, 직무만족에 대한 관심, 역량발휘에

대한 지원, 어려운 일에 처 했을 때 지원

서재현(2000)

외재적 보상(훈련기회부여, 승진, 급여인상 등)

내재적 보상(공정성, 조직내에서의 구성원과 관리자와의 관계,

조직을 대하는 태도 등)

Andrews &

Kacmar(2001)
자유재량에 의한 보상, 조직구성원의 몰입·신뢰

Shore &

Shore(1995)

상사·동료의 신뢰와 지원에 대한 인식, 구성원에 대한 투자(훈

련, 교육), 승진, 임금인상

Guzzo et al.(1994)

경제적 지원(세금감면, 주택제공, 아이들 교육비 지원, 교통수단제공)

일반적 지원(언어교육, 안전 확보, 차/운전기사, 경력개발)

가족지원(자녀교육, 기족의 지역문화 관습훈련)

Shore &

Wayne(1993)

재정적 유인, 일반적 지원, 구성원 가족 지원, 승진으로 인한

임금인상, 조직내에서의 공정성, 의사셜정에의 참여, 의사소통

안정, 경력개발, 휴가 등을, 가족지원에는 가족들의 언어교육, 자녀교육,

가족들의 지역 문화․관습훈련 등이 있다고 하였다(Guzzo, Noonan, &

Elron, 1994). 직무만족에 대한 관심, 업적에 대한 가치 인정, 능력발휘

지원, 난관에 처해 있을 때의 지원 등으로 조직지원인식의 하위차원을

분류하였다(이종찬, 2005).

〈표10〉조직지원인식의 구성요소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3. 선행연구

조직지원인식에 대한 최근 연구자들의 연구는 조직지원인식과 관련된

구성요소들의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조직지원인식이 요인분석과

상관관계분석 등을 통해서 유사한 개념인 상사후원, 조직신뢰, 조직몰입

등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측정되었다(Shore & Tetric, 1991). 조직 구성

원들이 조직이 구성원 자신들의 헌신을 인정해 주고 자신들을 가치있는

존재로 수용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몰입한다고 하여 조직지원인식의 조

절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Eisenberger et al., 1986), 조직지원인식에 대



- 29 -

한 선행요인으로 절차의 공정성, 종사원의 의사표현, 상호관계, 조직의

보상, 업무환경, 상사의 특성 등이 있으며, 결과요인으로는 조직만족, 조

직몰입, 업무참여, 긴장, 이직, 업무수행 등이 있다(Rhoades &

Eisenberger, 2002). 조직 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알

수 있을 경우 이직의도가 낮아지고 조직몰입, 직무수행능력, 혁신적 제안,

근면성 등에 정(+)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연구에서 보여주었다

(Eisenberger et al. 1990).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독립변

수로 에이즈 환자와의 접촉 빈도로 하고 종속변수로 긍정적 기분, 부정

적 기분, 부정적 정서로 하여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George et al., 1993). 조직구성원들은 고용환경요인이 자신들의 고용불

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인지할 때 조직이 자신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보

낸다고 인지하며, 조직 구성원의 고용불안정을 도움을 준다고 하여 조직

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Shore & Shore, 1995). 사회적 지원

즉 구성원들이 어려움에 직면 할 때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하였다(Greenhalgh & Rosenblatt, 1984). 조직지원인식은 종사원의 혁신

과 긍정적인 연관이 있으며, 종사원이 조직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애정을

갖게 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tchison &

Garstka, 1996). 임금체계만족과 임금수준만족을 독립변수로 조직지원인

식을 매개변수로 연구한 결과 임금체계만족과 임금수준만족은 조직시민

행동, 조직몰입, 노조몰입 간의 관계에서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Miceli

& Mulvey, 2000). 절차 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직지원

인식의 매개역할을 입증하였다(Cho & Tready, 2011). 조직지원인식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수단적 측면(금전적 제도 등) 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

(리더십 등)이 조직 유효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동산․

정종태, 2013). 또한, 조직지원인식은 외부이동성이 적응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최우재․조윤형, 2019), 군 조직의

구성원이 지각하는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LMX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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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박정도, 2012). 여행사 종업원의 조직후원인식과 직무성과의 관계에 대

한 연구에서 조직지원인식이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몰입 증가, 결근율 감

소(박진영․구본기, 2010)와 호텔기업 종사원의 감정노동이 조직시민행동에 미

치는 영향의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소로 제시하

였다. 특히, 셀프리더십이 지방이전 공공기관 구성원의 상사와 조직지원인식이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김주하․윤동열․김성훈, 2019).

이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군 조직, 여행사, 호텔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 종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지원인식이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와의 관계에서의

조절효과 검증을 통하여 공공기관에서의 조직지원인식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자 한다.

제5절 변수간의 관계 및 연구가설 설정

1. 진성리더십과 창의적 행동의 관계

진성리더십은 리더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진정성 있는 리더십을

의미한다(Gardner et al., 2005). Walumbwa et al.(2008)등에 의하면 진성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자아인식(self-awareness), 내면화된 도덕적 관점

((internalized moral perspective), 관계적 투명성(relational transparency),

균형잡힌 정보처리(balanced information processing) 등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윤정구(2012)에 의하면 진성리더는 자신에게 진실되며, 구성

원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한편, 창의성은 개인의 전문지식

을 토대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 문제 해결책을 산출하는 것으로 정

의하였다(Amabile, 1985).

Amabile(1985)는 개인의 내면에 있는 창의성을 가장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내재적 동기부여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주장한다. 진성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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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과 창의성과의 관계에 대한 Rego, Sousa, Marques, & Cunha(2012,

2014)는 포루투갈 직장인을 대상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창의성은 진성리

더십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변수로서 진성리더십과 창의성간의 정적

관계를 제시하였다. Avolio & Gardner(2005)는 진성리더십은 구성원들과

솔직하고 투명하게 의사교환 및 지식공유를 지원하고, 이러한 리더의 행

동은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증대시키며, 지식공유는 창의성을 높이

는 역할을 한다(김현진․설현도, 2016). 또한, 진성리더십은 구성원의 창

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조직구성원의 혁신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Müceldili, Turan, & Erdil, 2013). 진성리더십이 팀원간 원

활한 의사소통과 의견교환을 촉진하여 조직 수준의 창의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정예지․이수정․김문주, 2012). 앞서

살펴 본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진성리더십과 창의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진성리더십은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Psychological empowerment)의 관계

기존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몰입, 직무만족, 고객

만족,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parrowe,

1994; Spreitzer, Kizilos, & Nason, 1997). 또한, 진성리더십이 부하에 대한

결과요인으로 조직몰입, 직무만족, 상사신뢰, 조직시민행동, 심리적 임파워

먼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Gardner et al, 2011). 진성리더는 자

기 자신을 잘 알고 이해하며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신념이 있고 낙천적

이며 종사원들의 발전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구성원과 의사소통하면서

본인의 가치관과 신념에 의거 일치되도록 행동하는 리더를 말한다

(Avolio et al., 2004; Avolio, Luthans & Walumbwa, 2004; Gardne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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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5; George, 2003; Harter, 2002; Walumbwa et al., 2008;

Walumbwa et al., 2010). 리더가 부하 직원에게 의사결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의사결정방식을 참여적으로 함으로써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 대한 권한의 위임(Bowen & Lawler, 1992; Hartline &

Ferrell, 1996; Yoon, 2001)을 통해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발생한다. 심리적인

임파워먼트를 갖춘 구성원은 자율적 결정권이나 자기 효능감을 인지하고

심리적으로 임파워된 상태에만 있지 않고 조직에 유익한 행동을 한다

(Hackman, 1996). 조윤희 외(2017)은 진성리더십과 팀 임파워먼트가 팀 몰

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진성리더십은 임파워

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임파워먼트는 진성리더십과 조직시민행

동간의 관계에서 정(+)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심리적 임파워먼

트를 조절변수로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진성리더십과의 관계

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진성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창의적 행동의 관계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성, 영향력 등 4가지 하부 요

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결과로서 창의성을 제시하였다(Spreitzer, 1995).

심리적으로 임파워먼트된 구성원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자율적으로 사

고하기 때문에 창의적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으며, 임파워된 개인은 자

신감을 가지므로 업무에 창의적이며, 성공을 기대하게 한다(Amabile, 1988).

또한, 심리적으로 임파워먼트된 구성원은 자신감에 찬 능력을 갖게 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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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규정에 매이지 않고 문제해결 및 과업추진을 위해 새로운 창의적인 방

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Spreitzer, 1995; Amabile, 1985). 임파워먼트된

개인들은 자신의 의지로 과업을 추진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면,

새롭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할려고 노력한다(Vogt & Murrell, 1990). 구

성원들에게 직무성과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이 주어

지면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Middlemist & Hitt, 1981).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창의성의 또 다른 원천

이다(Deci et al.,1989).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결과로서 창의성을 검증하여

둘 간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Spreitzer, 1995). 조직 구성원의 심

리적 임파워먼트는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성현정․탁진국,

2017), 창의적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및 구성원의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창의성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오종철․양태식,

2010).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내적 동기의 향상과 부하는 직무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갖게 됨으로서 아이디어 발현과 문제의 해결책 제시의 정

도가 향상되었다(Harris, Li, Boswell, Zhang, & Xie, 2014)고 하였다. 이상

의 논의를 통해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고, 진성리더

십과 창의성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먼저,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살펴보면, 진성 리더십은 리

더 자신이 진정성(authenticity)을 갖고 스스로 도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조직

의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며, 리더는 자신과 구성원들의

감정을 잘 공감하며 이해하고 개방된 의사소통을 통하여 정보를 부하와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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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성원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높은 도덕성, 진실성, 정직을 보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은 리더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Ilies et al., 2005). 리더가

진정성을 갖고 규제와 절제를 통해 일관적인 행동을 한다면 부하 직원들은 리

더를 자연스럽게 신뢰할 것이다.

진성 리더십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는 자아인식, 내면화된 도덕적 관점, 관계적

투명성, 균형 잡힌 정보처리 등 이며, 관계적 투명성은 진정한 자아를 타인에게

진솔하게 나타내는 것으로서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개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Kernis & Goldman, 2006; Walumbwa et al.,

2008). 이렇듯 진성 리더십의 핵심은 상사와 부하 간에 정보를 투명하게 개방적

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에서 투명성을 나타내는 리더는 도덕적 가치를

인지하고 일치하는 행동을 보인다(Kernis, 2003; Avolio & Luthans, 2006).

다음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지원인식의 관계로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개인이 자신의 업무역할에서 파워를 가진 듯이 느끼고 긍정적인 인식을 기반으

로 적극적인 의지로서 행동하게 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한다(Conger &

Kanungo, 1988; Spreitzer, 1995; Thomas & Velehouse, 1990). 심리적 임파워

먼트의 구성요소는 의미성, 역량, 자기 결정성, 영향력 등 네 가지로 동기부여적

인 개념이다(Thomas & Velehouse, 1990). 의미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

과 기준으로 느끼는 직무가치로 직무의 요구사항과 신념, 가치관, 행위 등의 적

합성이고, 역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주어진 직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자신감이며, 자기 결정성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직무행동을

결정하는 개인의 믿음이나 행동이며, 영향력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노력이

결과를 좌우하는 정도이다(이승필․김선혁, 2016).

국내 연구에서는 상사신뢰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황종문․

김성종, 2016)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상사신뢰와 조직효과성의 관계

에서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창의성 연구

(이승필․김선혁, 2016)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내재적 동기부여에 영

향이 있으며, 내재적 동기부여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창의성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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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상사신뢰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상사신뢰 간에 상호 밀접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진성리더십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5.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은 조직이 개인의 기여

를 가치 있게 여기며, 조직구성원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정도에 대하여

구성원이 총체적으로 형성하는 신념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기동․이재훈(2014)은 구성원들이 조직으로부터 받는 관심, 배려,

복지 등의 해택은 성취동기가 낮거나 외부에 의존하는 외적 통제 위치자와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불만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조직구성원의 감정 노동과 직무태도간의 관계에서 조직지원과 자기

유능감이 미치는 조절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봉규, 2008). 조직지원인식은 종사원과 조직 간의 심리적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종사원이 느끼는 감정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진성

리더가 부하에게 보이는 개인적인 관심과 배려, 경청의 자세는 부하로 하여금

조직과 리더가 자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한다(Ilies et al., 2005).

본 연구는 조직지원인식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하며, 조절변수로서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지원인식은 진성 리

더의 리더십이 발현되는 조직 구성원의 내부적인 요인이다. 조직지원인

식이 높은 구성원일수록 진성리더십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며, 진성리

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영향력이 더 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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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측된다. 이상과 같이 조직지원인식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조직

지원인식은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 조직지원인식은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조절할 것이다.

5-1 조직지원인식(직원성과)은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조절

할 것이다.

5-2 조직지원인식(직원노력)은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조절

할 것이다.

6. 조직지원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설 1에서 지각된 진성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가설 2에서 지각된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가설 3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가설 4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진성리더십과 창의적 행동을 매개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가설 5에서는 조직구성원이 지각하는 조직지원인식에 따라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진성리더십과

조직성과, 조직시민행동, 심리적 웰빙 등에 대해 조절효과 또는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다수이나, 진성리더십과 종속변수간의 관계에 대하여 조절

효과와 매개효과를 동시에 적용하여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조직후원인식과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질을 높게 지각할수록 임파워

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파워먼트는 조직후원 인식 및 리더-

구성원 교환관계의 질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조직에서 조직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심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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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조직의 지원과 리더와 원만한 교환관계를 성립하여만 조직시

민행동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한진환․김이태, 2007).

조직지원인식의 수준에 따라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하여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의 관계적 차원에서 조직구성원이 느끼는 상사에 대한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인 태도는 진성 리더의 리더십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최항석․박경규(2005)는 직무 불안정 지각이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구조조정 후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은 인지된

사회적 후원이 직무 불안정, 조직몰입, 이타적 행동, 양심적 행동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하였다. 조직구성원의 조직지원인식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선행변수로서 심리적 안정감과 상사 신뢰 그리고 결과변수로서 구성

원의 조직몰입과 직무성과를 고려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 조직지원

인식의 매개효과 검증은 상사신뢰와 심리적 안정감은 조직지원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조직지원인식 역시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지원인식은

심리적 안정감, 상사신뢰와 조직몰입,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부분 혹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정․심덕섭․양동민, 2009).

진성리더십과 창의적 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역할과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직지원인식의 역할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조직은 진성리더십에 의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더욱 크게 되어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을 이끌어내지만,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경우에는 진성리더십에 의한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지 않아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성리더십과 창의적 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

트를 매개하는 모형과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에서 조직

지원인식이 조절하는 모형을 각각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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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를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동시에 검증하여 영향 관계를 살펴보

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 조직지원인식이 높을 수록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6-1 조직지원인식(직원성과)이 높을수록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6-2 조직지원인식(직원노력)이 높을수록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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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의 주 목적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

사의 진성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직

지원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상

사의 진성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긍정적

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조직 구성원의 조직지원인식

이 구성원들 간에 있어서 매개된 조절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진성리더십이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고찰하기 위해 상사의 진성리더십을 독립변인으로 하였으며, 독립변인에 영

향을 받는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관련

선행 연구를 토대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

개역할과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모형을 다음〔그림3–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1〕연구모형

조직지원인식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심리적 임파워먼트

(Psychological

empowerment)

진성리더십

(Authentic Leadership)

창의적 행동

(Creative behavior)



- 40 -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진성리더십을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을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설정하였고, 진성리더십과

종속변수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변수(mediation variable)로,

조직 구성원의 조직지원인식을 조절변수(moderated variable)로 설정하였다.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정하였으며, 설정된 각 변수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11> 설문지 구성

변 수 출 처 문항 척도

진성

리더십

자아 인식

Neider & Schriesheim

(2011)

4

Likert

5점

내면화된도덕적관점 4

관계적 투명성 4

4균형잡힌정보처리

창의적행동 -
Zhou & George

(2001)
13

Likert

5점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미성

Spreitzer(1995)

3

Likert

5점

역량성 3

자기결정성 3

영향력 3

조직지원인식
직원성과

Eisenberger et al., (1986)
7 Likert

5점직원노력 5

1. 진성리더십

진성리더십은 리더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이해하며 자신감과 신념이 있으며,

조직 구성원들의 발전을 위해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리더를 말한다.

진성리더십의 구성요소를 Walumbwa et al.(2008)은 자아인식, 내면화된 도덕적

관점, 관계적 투명성, 균형 잡힌 정보처리 등 네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조직 구성원이 지각하는 리더의 진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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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항목 설 문 항 목

자아인식

나의 상사는 수행하는 업무가 잘 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자신의 의견을

말하고상대방 의견을 묻는다.

나의 상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부하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잘 알고 있다.

나의 상사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다

나의 상사는 자신이 직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를 알고 있다.

내면화된

도덕적 관점

나의 상사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다.

나의 상사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나의 상사는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지시를 거부한다.

나의 상사는 내부 윤리기준에 따라 행동한다.

관계적투명성

나의 상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밝힌다.

나의 상사는 자신이 실수를 범했을 때 이를 인정한다.

나의 상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직원들과 공유한다.

나의 상사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직원들에게도 명확히 알려 준다.

균형잡힌

정보처리

나의상사는자신의생각과다른부하직원들의아이디어를 경청한다.

나의 상사는 부하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난

후 의사결정을 한다.

나의 상사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나의상사는자신과는반대의생각을가진직원들도의견을 내도록 격려한다.

Walumbwa et al.(2008)이 확립한 이론을 토대로 Neider & Schriesheim(2011)이

개발한 진성 리더십 설문지(The Authentic Leadership Inventory: ALI)

자아인식 4개 문항, 내면화된 도덕적 관점 4개 문항, 관계적 투명성 4개 문항,

균형 잡힌 정보처리 4개 문항 등 총 16개 문항이며, 설문항목에서 ‘나의 상사’ 는

부서 단위에서 최종적으로 직원의 인사평가를 하는 상사를 대상으로 한다.

<표12> 진성리더십 측정 설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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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항 목

나의 직원은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나의 직원은 업무 개선을 위한 새롭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수행한다.

나의 직원은 새로운 기술, 절차, 기법을 찾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

나의 직원은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나의 직원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좋은 원천이다.

나의 직원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의 직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홍보하고 전파한다.

나의 직원은 기회가 주어지면 직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한다.

나의 직원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과 일정을 개발한다.

나의 직원은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종종 제시한다.

나의 직원은 발생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

나의 직원은 종종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나의 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2. 창의적 행동

조직과 관련한 창의성의 정의는 독창적인 유용한 제품, 새로운 아이디

어, 서비스 또는 새로운 절차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Amabile, 1988; Oldham & Cummings, 1996; Woodman et al., 1993).

창의성은 조직 구성원이 본인이 추진하는 직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

여 작업현장에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는 유용하고 새로운

해결안을 개발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

을 측정하기 위하여 Zhou & George(2001) 사용한 영문 설문 도구를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을 확인하

기 위해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13> 창의적 행동 측정 설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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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적 임파워먼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자신의 총체적인

인지로서 의미성, 역량성, 자기결정성, 영향력 등이 자신의 업무영역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Spreitzer(1995)는 의미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가치로 직무의 요구사항과 신념, 가치관, 행위 등의 적합성이고, 역량

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자신감이며, 자

기결정성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직무행동을 결정하는 믿음이나 행동이며, 영향

력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노력이 결과를 좌우하는 정도로 설명하였다. 조직 구

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Spreitzer(1995)가 개발한

의미성 3개, 역량성 3개, 자기결정성 3개, 영향력 3개 문항 등 총 1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표14> 심리적 임파워먼트 측정 설문항목

하위항목 설 문 항 목

의미성

내가 하고 있는 업무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나는 나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하여 자신이 있다.

나는 나의 직무수행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역량성

나는우리부서에서 발생하는일에대한 나의영향력은크다.

나의 직무 수행 활동들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나의 역량에대하여 자신감이 있다.

자기결정성

나는 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나는 나의 부서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통제권이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업무는 나에게 의미가 있다

영향력

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높다.

나는 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우리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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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항목 설 문 항 목

직원성과

우리 회사는 조직에 대한 나의 기여를 가치 있게 여긴다.

우리 회사는 나의 목표와 가치를 존중한다.

우리 회사는 내가 능력을 발휘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 회사는 나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 회사는 나의 업무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 회사는 나의 특화된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한다.

우리 회사는 나의 업무를 흥미 있게 만들어 주려고노력한다.

직원노력

우리 회사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도와 줄 수 있다.

우리 회사는 나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쓴다.

우리 회사는 내가특별한부탁을할때나를도와줄수있다.

우리 회사는 나의 업무환경 변화를 위한 타당한 요청을 들어 준다.

우리 회사는 나의 업무수행을 인정 한다.

4. 조직지원인식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이 개인의 공헌을 가치 있게 여기며, 조직구성원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정도에 대하여 구성원이 총체적으로 형성하는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Eisenberg et al., 1986). 조직 구성원의 조직지원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Eisenberger et al.,(1986))에 의해 개발된 SPOS(Survey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설문항목 중 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김주하 등(2019)의 연구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특성상중시하는 직원성과와 직원노력분야로 측정항목을 한정하여 구성하였다.

<표15> 조직지원인식 측정 설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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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제변수

본 연구는 지방에 본사를 둔 A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사의 진성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근로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직지원인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

구하고자 하였다. 설문에 참여하는 설문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구

분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성별, 연령, 학력, 근속년수, 업

무유형, 직위 등을 통제변수의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연령대는 30세

미만 1, 30세 이상 40세 미만 2, 40세 이상 50세 미만 3, 50세 이상 60세

미만 4, 60세 이상은 5로 설정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1, 전문대학교 졸업 2, 대학교 졸업 3, 대학원졸

이상을 4로 설정하으며, 근속연수는 2년 미만 1, 2년 이상～3년 미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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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이상 6으로 설정하였다.

업무유형은 기획운영(감사포함) 1, 능력개발(숙련기술 포함) 2, 능력평

가(NCS 포함) 3, 국제인력 4, 기타 5로 설정하였으며, 직위는 사원/주임

(6급) 1, 대리급(5급) 2, 과장급/연구원(4급) 3, 차장급/선임연구원(3급) 4,

부장급/책임연구원(2급 이상) 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제3절 표본의 구성 및 분석방법

1. 표본의 구성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설문

조사는 직접 팀을 방문하여 부장과 부서원에게 설문에 대한 설명을 실시

하고, 본 조사방법에 대해 동의한 부서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상사용, 직원용으로 구분하여 2가지의 설문지를 각각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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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대상은 1개의 부서당 1명의 부서장과 3~5명의

부서원이 1조가 되는 형태로 구성하였고, 부서장은 창의적 행동 13개 문

항을 부서원의 수만큼 실시하였고, 부서원은 부서장에 대한 진성리더십

등 53개 문항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부서장은 최대 5명의 부서원

에 대한 설문을 각각 실시하고, 5명의 부서원이 작성한 설문지를 조합하

여 최종 측정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30일 동안 실시

하였으며, 총 57개 팀, 285명의 팀원에게 총 342부의 설문을 배부하였다.

그중 52개 팀, 237명의 팀원이 작성한 총 289부의 설문을 회수하여 불성

실하게 응답한 53건의 설문을 제외하고 236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

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버전, AMOS 18버전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설문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각각의 변수별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Cronbach’s α를 사용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 등 표본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근속년수, 업무유형, 직위 등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 항목에 대한 문항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문항별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문

항들은 없었으며, 전체 설문 문항에 대한 대표성과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또한 각각의 변수별 문항에 대한 신뢰도 확인은 Cronbach’s α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가설 검증을 위해 직

접효과와 매개효과,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하였고,

SPSS Process버전을 활용하여 변수들의 매개된 조절효과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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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진성리더십이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와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전체 표본은 236명이며 분석한 결과는 <표16>와 같다. 인

구통계학적 변수를 통해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먼저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46명(61,6%)를 차지하였고 여성은 90명(38,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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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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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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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계되어, 10년 이상 ∼ 20년 미만이 가장 많이 집계된 것을 알 수 있다.

업무유형은 기획운영(감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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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책임연구원 이상은 3.0%의 분포

를 보여 과장급/연구원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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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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6> 조사 대상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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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진성리더십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 분석에 앞서 SPSS 18버

전, AMOS 18버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 변수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구조방정

식 모델링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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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

며, 변수별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17>과 같다.

신뢰도 분석 결과, 진성리더십은 0.939, 창의적 행동은 0.970, 심리적 임

파워먼트는 0.939, 조직지원인식은 0.906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값이 0.7이상으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표17> 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

변 수 항목 수 Cronbach’s α값

진성 리더십 16 0.939

창의적 행동 13 0.970

심리적 임파워먼트 12 0.939

조직지원인식 12 0.906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요인적재치가 낮거나 요인별 적합도를 저

해하는 항목은 없었으며, 항목별 회귀계수 값은 <표18>과 같이 확인 되

었다. 모든 구성개념에 대한 표준요인 적재치가 0.5이상으로 나타나고 있

어 집중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념 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

출(AVE) 값을 계산한 결과 0.7과 0.5보다 높게 나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들은 각각의 개념에 대한 타당성은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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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측정항목 요인
표준요인

적재치
S.E t CR AVE

진성리더십

자아인식 1 .859

.966 .876

자아인식 2 .840 .057 16.773

자아인식 3 .873 .058 18.010

자아인식 4 .896 .057 18.917

도덕적관점내재화1 .862

도덕적관점내재화2 .734 .061 13.014

도덕적관점내재화3 .687 .071 11.850

도덕적관점내재화4 .783 .061 14.349

관계적 투명성 1 .819

관계적 투명성 2 .884 .062 16.729

관계적 투명성 3 .862 .065 16.087

관계적 투명성 4 .883 .065 16.681

균형잡힌정보처리1 .903

균형잡힌정보처리2 .921 .048 22.959

균형잡힌정보처리3 .798 .053 16.611

균형잡힌정보처리4 .863 .050 19.573

창의적 행동

창의적행동1 .870

.968 .770

창의적행동2 .895 .052 19.965

창의적행동3 .912 .054 20.783

창의적행동4 .866 .056 18.610

창의적행동5 .817 .058 16.637

창의적행동6 .723 .070 13.579

창의적행동7 .790 .062 15.681

창의적행동8 .805 .057 16.218

창의적행동9 .807 .058 16.283

창의적행동10 .831 .057 17.165

창의적행동11 .832 .054 17.226

창의적행동12 .866 .056 18.629

창의적행동13 .887 .056 19.552

<표18>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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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개념 측정항목 요인
표준요인

적재치
S.E t CR AVE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미성 1 .736

.970 .889

의미성 2 .729 .078 11.595

의미성 3 .710 .086 11.273

역량성 1 .796

역량성 2 .822 .070 14.411

역량성 3 .817 .066 14.282

자율성 1 .766

자율성 2 .701 .083 11.282

자율성 3 .798 .081 13.152

영향력 1 .762

영향력 2 .796 .082 12.542

영향력 3 .871 .082 13.817

조직지원인식

직원성과1 .861

.955 .916

직원성과2 .822 .061 16.368

직원성과3 .844 .063 17.183

직원성과4 .887 .058 18.899

직원성과5 .872 .062 18.268

직원성과6 .840 .071 17.013

직원성과7 .775 .076 14.839

직원노력1 .831

직원노력2 .761 .064 13.533

직원노력3 .813 .067 14.897

직원노력4 .863 .062 16.368

직원노력5 .841 .057 15.701

※ χ 2 = 1 .955(df=1309 , p < 0.000 ), RM SEA=0 .064 , RMR=0 .039 , GFI=0.707,

AGFI=0.679, NFI=0.810, IF I=0.897, TLI=0.891, CFI=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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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통계와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표19>에서와 같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

는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통제변수 6개와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23개 변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 중 성별만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 종속변수인 창의적

행동,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절변수인 조직지원인식 등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가 정(+)의 관계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구분 M SD 1 2 3 4 5 6 7 8 9 10

1.성별 .62 .487

2.연령
2.26 .720 .336

***

3.학력
3.23 .599 .073 .312***

4.근속

연수 3.84 1.238 .102 .699
***

.143
*

5.업무

유형 2.41 1.074 -.190** -.040 .117 -.120

6.직위
3.15 .857 .212** .701*** .428*** .758*** -.054

7.진성

리더십 3.97 .697 -.012 .017 -.084 .028 -.081 .007

8.창의적

행동 3.38 .721 -.282*** .130* .084 .015 -.141* .062 .300***

9.심리적

임파워먼트 3.62 .644 .171
**

.136
* .078 .059 -.069 .091 .483

***
.637

***

10.조직

지원인식 3.25 .707 .200* -.001 -.118 .095 -.177** -.064 .390*** .553***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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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장 이상(6)

<표19> 변수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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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은 독립변수인 진상리더십에 대한 가설과 매개변

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가설 검증이며, 조절변수인 조직지원인

식의 조절효과 가설과 조절된 매개효과 가설 검증이다. 먼저 각 변수들

간의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준화된 회귀분

석을 실시하여 가설의 채택 여부를 확인하였다.

가설 1은 진성리더십이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가설 2는 진성리더십은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

먼트와 정(+)의 관계를 예상하였고, 가설 3은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구성

원의 창의적 행동과 정(+)의 관계를 예상하였다. 그리고 가설 4는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진성리더십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라고 하여 진성리더십과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

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예상하였다. 가설 1, 2, 3, 4의 검증결과는 <표20>

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가설 1과 같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가설

2와 같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끝으로 가설 3, 4

처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는 과

정이 필요하다(최우재, 2017). 이상의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

면,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을 종속변수로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1단계에서

주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성리더십을 투입하였다. 진성리더십을 투입한

1단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진성리더십(β=.306, p<0.001)은 창의적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성리더십이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살펴보면 진성리더십(β=.491, p<0.001)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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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

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설정하였던

가설 2는 지지되었다.

3단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심리적 임파워먼트(β=.594, p<0.001)는 창의

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하였던

가설 3도 지지되었다.

또한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과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

트를 동시에 같이 종속변수인 창의적 행동에 투입했을 때, 진성리더십의

β값이 1단계에서 .306(p<0.001)이였던 것이 3단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

트가 투입되면서 .014로 작아지면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유의한 것(β=.594, p<0.00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진성리더십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으므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진성리더십과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이 직접 종속변수인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 보다는 진성리더십이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작용

했을 때 창의적 행동에 주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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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단계
(창의적 행동)

2단계
(심리적 임파워먼트)

3단계
(창의적 행동)

β
t

β
t

β
t

성별
.252 3.805*** .150 2.394* .163 2.931*

연령 .082 .877 .077 .868 .036 .470

학력 .111 1.569 .101 1.516 .051 .861

근속연수 -.052 -.499 -.013 -.130 -.044 -.514

업무유형 -.087 -1.404 -.012 -.207 -.080 -1.552

직위 -.064 -.575 -.032 -.304 -.045 -.487

진성리더십 .306 5.093***
.491 8.670***

.014 .238

심리적 임파워먼트
.594 10.215***

R2/R2adj .190/.166 .278/.256 .445/.426

F 통계량 7.658*** 12.572*** 1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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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장 이상(6)

<표20>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분석

가설 5와 6은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가설 검증 부분이다.

먼저,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가설 검증 부분으로서 가설 5는 조직지원

인식이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방법(Muller et al., 2005)을 활용

하였다. 먼저, 가설 5의 검증결과는 <표21>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직지원인식의 상호작용 항의 계수(β=.080, p<0.05)가

유의미하지 않음에 따라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

지원인식이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에서 조절할 것이다는

가설 5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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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β
t

β
t

β
t

β
t

성별 .130 1.803 .150 2.394
*

.066 1.183 .058 1.029

연령
.100 .985 .077 .868 .048 .616 .047 .610

학력
.052 .685 .101 1.516 .142 2.396* .141 2.389*

근속연수
-.024 -.213 -.013 -.130 .072 .822 .073 .838

업무유형
-.050 -.737 -.012 -.207 .043 .814 .037 .701

직위 -.013 -.110
-.032 -.304 -.042 -.459 -.038 -.407

진성리더십 .491 8.670***
.318 5.829*** .351 5.947***

조직지원인식(전체) .458 8.081***
.437 7.463***

진성리더십 ×

조직지원인식(전체)
.080 1.448

R2/R2adj .041/.015 .278/.256 .440/.420 .445/.423

F 통계량
1.616 75.163

***
65.308

***
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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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장

이상(6)

<표21> 조직지원인식(전체)의 조절효과 분석

가설 5-1의 검증결과는 <표22>와 같으며, 조직지원인식(직원성과)은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조절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진성리더십과

조직지원인식(직원성과)의 상호작용 항의 계수(β=-.002, p<0.05)가 유

의미하지 않음에 따라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지원

인식(직원성과)이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간의 관계에서 조절할

것이다는 가설 5-1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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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β
t

β
t

β
t

β
t

성별
.130 1.803 .150 2.394* .027 .507 .027 .507

연령 .100 .985 .077 .868 .038 .526 .038 .524

학력 .052 .685 .101 1.516 .147 2.653** .147 2.647**

근속연수 -.024 -.213 -.013 -.130 .091 1.111 .091 1.108

업무유형 -.050 -.737 -.012 -.207 .055 1.124 .055 1.122

직위 -.013 -.110 -.032 -.304 -.055 -.641 -.055 -.640

진성리더십 .491 8.670*** .267 5.192*** .266 4.714***

조직지원인식

(직원성과)
.562 10.408*** .562 10.033***

진성리더십 ×

조직지원인식(직원성과)
-.002 -.037

R2/R2adj .041/.015 .278/.256 .512/.494 .512/.492

F 통계량 1.616 75.163*** 108.326***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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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장

이상(6)

<표22> 조직지원인식(직원성과)의 조절효과 분석

가설 5-2의 검증결과는 <표23>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직지원인식(직원노력)은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조절할

것이다 라는 가설은 진성리더십과 조직지원인식(직원노력)의 상호작용

항의 계수(β = .160, p<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성리더십이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사이에서 조직지원인식(직원노력)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가설 5-2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8 -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β
t

β
t

β
t

β
t

성별
.130 1.803 .150 2.394* .108 1.811 .087 1.473

연령 .100 .985 .077 .868 .060 .722 .053 .649

학력 .052 .685 .101 1.516 .130 2.052* .126 2.022*

근속연수 -.024 -.213 -.013 -.130 .041 .445 .046 .502

업무유형 -.050 -.737 -.012 -.207 .023 .409 .011 .192

직위 -.013 -.110 -.032 -.304 -.033 -.334 -.013 -.131

진성리더십 .491 8.670 .386 6.808*** .438 7.452***

조직지원인식

(직원노력)
.319 5.475*** .289 4.955***

진성리더십 ×

조직지원인식(직원노력)
.160 2.833**

R2/R2adj .041/.015 .278/.256 .363/.340 .384/.360

F 통계량 1.616 75.163*** 29.972*** 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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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장

이상(6)

<표23> 조직지원인식(직원노력)의 조절효과 분석

따라서 가설5는 진성리더십과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사이에서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는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가설 5는

부분채택 되었다. 조직 구성원의 진성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직

지원인식의 상호작용 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회귀방정식을 사용

하여 도출된 결과를 <그림2>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냈다. 결과를 살펴

보면 진성리더십이 조직 차원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조직지원

인식이 높은 조직과 낮은 조직 모두가 비슷하게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조직의 경우 진

성리더십이 높아짐에 따라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도 같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조직의 경우에는 진성리더십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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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에 따라 심리적 임파워먼트도 올라가기는 하나 그 영향력은 조직지원

인식이 높은 조직에 비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2] 조직지원인식(직원노력)의 조절효과

가설6에서는 조직지원인식이 높을수록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

트를 통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더 클 것이라고 예상

하여 매개효과, 조절효과 외에도 조절된 매개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하

여야 한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이를 위해 SPSS Process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표24>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

랩을 사용하여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조절변수인 조직지원인식의 평균

을 중심으로 ±1 SD 값에서 집단내 하한값(boot LLCI)과 상한값(boot

ULCI)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박인․주지훈․정

범구, 2017; 서아림․정예슬․손영우, 2018; Hayes, 2015). 조직지원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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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조절된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인․주지훈․정범구, 2017; 서아림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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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지원인식

(전체)

창의적 행동

Boo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 SD (-0.7075) .1846 .0602 .0808 .3234

M .2292 .0515 .1395 .3460

+1 SD (0.7075) .2739 .0629 .1658 .4117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Index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심리적

임파워먼트
.0631 .0476 -.0398 .1509

Note. boot L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 U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strap sample size=5,000

<표24>SPSS Process 조절매개효과(전체)

가설 6-1에서는 조직지원인식(직원성과)이 높을수록 진성리더십이 심

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거라고

하였다. 검증한 결과 값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유의확률(p)외에도 집단

의 하한 값(Boot LLCI)과 집단의 상한 값(Boot ULCI) 사이에 0을 포함

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집단의 하한 값(Boot LLCI)

과 집단의 상한 값(Boot ULCI)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조절된 매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5>.

조직지원인식

(직원성과)

창의적 행동

Boo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 SD (-0.7135) .1732 .0580 .0690 .2979

M .1732 .0475 .0898 .2777

+1 SD (0.7135) .1731 .0612 .0606 .3009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Index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심리적

임파워먼트
-.0001 .0504 -.1089 .0905

Note. boot L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 U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strap sample size=5,000

<표25> SPSS Process 조절매개효과(직원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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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6-2는 조직지원인식(직원노력)이 높을수록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더 클 것이

라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SPSS에 매크로 Process를 사용하여 검증하였

다. <표26>는 조절변수인 조직지원인식 평균을 중심으로 ±1 SD 값에서

집단내 하한값(boot LLCI)과 상한값(boot ULCI)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조직지원인식이 M±1 SD인 집단 모

두가 하한 값(Boot LLCI)과 상한 값(Boot ULCI)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집

단(M+1SD)과 낮은 집단(M-1SD)모두에서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

먼트(M+1SD : .3744, M-1SD : .2004)를 높여 창의적 행동을 높이는 결

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지원인식

(직원노력)

창의적 행동

Boo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 SD (-0.7657) .2004 .0560 .1054 .3290

M .2874 .0506 .1960 .3973

+1 SD (0.7657) .3744 .0674 .2511 .5178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Index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심리적

임파워먼트
.1136 .0466 .0241 .2089

Note. boot L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 ULCI=boot indirect effect 95% lower

limit value, bootstrap sample size=5,000

<표26> SPSS Process 조절매개효과(직원노력)

따라서 가설6은 조직지원인식이 높을수록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

먼트를 통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더 클 것이라고 예

상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는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가설 6은

부분채택 되었다. 조직 구성원의 진성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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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식의 상호작용 결과를 살펴보면 진성리더십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경우,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가 비슷하게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집단

의 경우 진성리더십이 높아짐에 따라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높아짐을 볼

수 있었고,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집단의 경우는 진성리더십이 높아짐에

따라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높아지기는 하나 그 영향이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당초 설계한 가설검증 외에 추가적으로 진성리더십의

하위 구성요인들과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구조를 파악

하기 위해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의

하위변인과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변수의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27>에 나타난 바와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자아인식)

이 종속변수인 창의적 행동에 직접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유의미하

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자아인식)이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직접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자아인식)과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

트를 동시에 같이 투입했을 때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단계(0.476)에서의 자아인식 영

향력이 3단계(0.237)에서 낮아지면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으므로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의 나머지 3

개 변인(내재화된 도덕적 관점, 관계적 투명성, 균형 잡힌 정보처리)는 매

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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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단계
(창의적 행동)

2단계
(심리적임파워먼트)

3단계
(창의적 행동)

β
t

β
t

β
t

성별
.223 3.413** .127 2.035* .151 2.718**

연령 .064 .692 .056 .635 .032 .412

학력 .119 1.716 .111 1.664 .056 .959

근속연수 -.031 -.307 .000 .003 -.031 -.367

업무 유형 -.090 -1.484 -.014 -.237 -.083 -1.611

직위 -.068 -.621 -.033 -.318 -.049 -.532

진성리더십

(자아인식)
.476 3.950*** .421 3.650*** .237 2.271*

진성리더십

(내재화)
-.025 -.237 .102 1.001 -.083 -.927

진성리더십

(관계투명)
-.140 -1.096 -.032 -.264 -.122 -1.131

진성리더십

(균형정보처리)
.021 .155 .046 .356 -.005 -.046

심리적 임파워먼트 .568 9.694***

R2/R2adj .237/.203 .302/.271 .463/.436

F 통계량 7.002*** 9.721*** 9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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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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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장 이상(6)

<표27>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분석(진성리더십하위변인)

<표28>은 조절변수인 조직지원인식의 하위변인(직원노력)에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의 하위변인을 각각 투입하여 변수 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진성

리더십의 하위변인을 투입한 결과를 보면 자아인식((β = .421, p<0.001)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조직지원

인식(직원노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진성리더십의 하위변인과의 관계

를 살펴보기 위해 진성리더십의 하위변인과 조직지원인식(직원노력)을

함께 투입하여 살펴보면, 조직지원인식(직원노력)(β = .314, p<0.001)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4단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진성리더십의 하위변인을 개별적으로 조직지원인식(직원노력)

과 함께 투입했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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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β
t

β
t

β
t

β
t

성별
.130 1.803 .127 2.035* .088 1.478 .069 1.161

연령 .100 .985 .056 .635 .040 .482 .047 .571

학력 .052 .685 .111 1.664 .139 2.215* .126 2.012*

근속연수 -.024 -.213 .000 .003 .052 .564 .058 .627

업무유형 -.050 -.737 -.014 -.237 .019 .351 .001 .023

직위 -.013 -.110 -.033 -.318 -.037 -.380 -.018 -.181

진성리더십(자아인식) .421 3.650*** .383 3.511** .357 3.100**

진성리더십(내재화) .102 1.001 .086 .897 .042 .417

진성리더십(관계투명성) -.032 -.264 -.013 -.112 .022 .182

진성리더십(균형정보처리) .046 .356 -.031 -.259 .062 .491

조직지원인식(직원노력) .314 5.407*** .284 4.782***

진성리더십(자아인식) ×
조직지원인식(직원노력)

-.076 -.528

진성리더십(내재화) ×
조직지원인식(직원노력)

.041 .316

진성리더십(관계투명성) ×
조직지원인식(직원노력)

.110 .713

진성리더십(균형정보처리) ×
조직지원인식(직원노력)

.100 .666

R2/R2adj .041/.015 .302/.271 .382/.352 .407/.366

F 통계량 1.616 21.030*** 29.24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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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장

이상(6)

<표28> 조직지원인식(직원노력)의 조절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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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가설 검증결과 요약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 <표29>과 같다.

구분 가설의 내용 결과

가설1 진성리더십은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진성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진성리더십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
채택

가설5

조직지원인식은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조절할 것이다.
부분

채택

5.1 조직지원인식(직원성과)은진성리더십과심리적임파워먼트를 조절할것이다. 기각

5.2 조직지원인식(직원노력)은진성리더십과 심리적임파워먼트를조절할 것이다. 채택

가설6

조직지원인식이 높을수록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부분

채택

6.1
조직지원인식(직원성과)이 높을수록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기각

6.2
조직지원인식(직원노력)이 높을수록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채택

<표29>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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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요약

본 연구는 울산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장 상사의

진성리더십(자아인식·내면화된 도덕적 관점, 관계적 투명성, 균형잡힌 정보처

리)이 직원의 창의적 행동, 심리적 임파워먼트(의미성, 역량성, 자율성, 영

향력)와 조직지원인식(직원성과, 직원노력)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

로, 구체적인 연구는 리더십과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와의 관계,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

해 보고, 진성리더십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와의 관계에서 조직

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각 변수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측정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3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총 57개

팀, 285명의 팀원에게 총 342부의 설문을 배부하였다. 52개 팀, 237명의

팀원이 작성한 총 289부의 설문을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3건의 설문을 제외하고 236부의 설문지가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모든 측정도구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많이 활용한 외국에서 기 개발된

원문을 번역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정확한

결과 분석을 위하여 AMOS와 SPSS를 활용한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조절효과, 매개효과)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조절된 매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를 활용하였다.

각 변수들의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이

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여 진성리더십은 0.939, 창의적 행동은 0.970, 심

리적 임파워먼트는 0.939, 조직지원인식은 0.906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값이 0.7이상으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연구의 타성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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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확보를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시행하였으며. 최종 모형

의 적합도 결과는 χ2 = 1.955(df = 1309, p < 0.000), RMSEA=0.064,

RMR=0.039, GFI=0.707, AGFI=0.679, NFI=0.810, IFI=0.897, TLI=0.891,

CFI=0.897이다. RMSEA 값은 0.1이하, RMR 값은 0.5 이하, GFI, AGFI,

NFI, IFI, TLI, CFI 값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

하게 측정되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진성리더십(자아인식,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 관계적 투명성, 균

형 잡힌 정보처리)이 창의적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조직 내에서 직장상사의 진성리더십(자아인식,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 관

계적 투명성, 균형잡힌 정보처리)은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창의적 행동을

느끼도록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즉 상사의 진성리더십은 조직 구성원

에게 경직되지 않은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의 성과를 창

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을 높이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둘째는 진성리더십(자아인식,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 관계적 투명성, 균

형잡힌 정보처리)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의미성, 역량성, 자율성, 영향력)와의

관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진성리더십은 조직

내에서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심리적 임파워먼트(의미성, 역량성, 자율성, 영향력)가 창의적 행동과

의 관계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 내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임파워먼트된 구성원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자율적

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행동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넷째, 진성리더십과 창의적 행동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

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진성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조직 구성

원의 창의적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적 임파

워먼트를 매개변수로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이 종속변수인 창의적 행동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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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진성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서도 구성원의 창의적 행

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진성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고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을 증가 시킨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간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직지원인식은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간

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

워먼트와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의 하위 변인인 직원노력이 조절하는 것으

로 확인 되었다. 즉, 조직 내 직장상사의 진성리더십과 부하직원의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직원노력)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강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조직 구성원의 조직지원인식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진성리더십과

창의적 행동의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하위 변인간의 관계 분석에서는 조직지원인식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와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의 하위 변인인 직원노력이 진성리더십과 창의적 행동

관계에서만 약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진성리더

십은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구성원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많이 느끼게 되어

진성리더십과 부하직원의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직원

노력)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느끼게 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창의적 행

동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진성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이들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와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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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성리더십은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창의적 행동

이란 자신이 속한 조직이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창적이

면서 기대하지 않은 측면의 수준이 높고 새롭고 유용한 절차나 아이디

어, 제품의 생산으로서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리더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이해하며, 신념이 있으며, 거짓이나 왜곡되지 않

은 진솔한 사실을 구성원들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발

전을 위해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조직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서 규명되었다.

둘째, 진성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 구성원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

한 자신의 총체적인 인지로서 의미성, 역량, 자기 결정성, 영향력 등이 자

신의 업무영역을 증진시키는 과정으로서 진성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

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조윤희․조성용․홍계

훈, 2017; Gardner et al, 2011).

셋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두 변수

간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오종철․양태식, 2010; 성현정․탁

진국, 2017; Deci et al.,1989; Spreitzer, 1995).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활성화

된 조직은 구성원들이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조직과 상사, 동료 간에 관

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여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본 연구

에서도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진성리더십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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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같이 창의적 행동에 투입했을 때 1단계에서 보다 3단계에서 낮

아져서 그 값은 유의미하자 않게 되므로 완전매개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진성리더십이 직접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 보다는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작용했을 때 창의적 행동에

주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진성리

더십이 부하직원에 대한 결과요인으로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으로 임파워먼트된 조직 구성원은 자신감에 찬 능력을

갖게 됨에 따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해결, 과업추진 등을 위해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

(Gardner et al, 2011; Spreitzer, 1995; Amabile, 1985)를 재확인 하였다.

다섯째, 조직지원인식(직원성과, 직원노력)은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임파

워먼트를 부분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직지원인식에 대한 그간

의 선행연구가 군 조직, 학교장, 병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연구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조직지원인식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직원의 이루어 놓은 성과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직원의 노력에

대하여 조직 구성원이 느끼는 인식은 이루어 놓은 성과보다는 성과를 달

성하기 위한 과정인 노력을 더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집단의 경우가 진성리더십이 높아짐에 따라서 심리

적 임파워먼트도 동시에 높아지며,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집단의 경우도

진성리더십이 높아짐에 따라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규명하였다.

여섯째, 조직지원인식(직원성과, 직원노력)이 높을수록 진성리더십이 심

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부분

적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 구성원의 진성리더십,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직지원인식의 상호작용 결과를 살펴보면 진성리더

십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경우,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조직과 낮은 조직

모두가 비슷하게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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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원인식이 높은 조직의 경우 진성리더십이 높아짐에 따라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도 같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조직지원인식이 낮은

조직의 경우에는 진성리더십이 높아짐에 따라 심리적 임파워먼트도 올

라가기는 하나 그 영향력은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조직에 비해 낮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간의 선행연구는 조직지원인식이 직원 성과, 직원 만

족 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를 통해 조직지원인식이 직원노력 등 긍정적인 업무태도,

행동을 확대함으로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진성리더십이 조직의 성과와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확

인함에 따라 조직지원인식은 조직과 구성원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사로부터 진성리더

십을 느끼면 더 열정적으로 직무에 몰입하고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조직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부하들에게 성과달성을 위해 필

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며 실패에 따른 두려움을

감소시킴으로써 창의적 역량을 증진시키고 불확실성에 대한 응집력을 강

화할 수 있다(최우재․조윤형, 2013).

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공공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리더의 진정성을 강조한 진성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선행

연구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실증연구를 통해 각 변수들 간의 검

증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특히 진성리더십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

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이 있다.

리더가 꾸밈없이 솔직한 진정한 리더십을 보이며 바른 신념을 가지고

진정한 리더십을 발현할 때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창의적 행동을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연구이다. 지방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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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상사의 진성리더십과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간

의 효과성 검증과 더불어,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와 조직지원인식

의 조절효과를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주요 시사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성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므로, 조직 내에서 관리자 등 상위직급에 대한 교육방법과 제도 등을 개선

하는 방향 제시와 더불어 진성리더십의 특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적 행동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조직 구성원들의 새

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창출은 조직 구성원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열

정, 열의가 높아져 조직의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진성 리더는

자기인식과 자기규제의 과정을 통해 발휘 되는데, 이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반복적인 학습의 과정을 통해 리더에게 체득될 수 있다.

둘째, 조직에서의 상사의 진성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점에서 연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로 인해 최근

의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의 변화와 상사, 동료 간의 갑질 논란

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구성원이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가야

따라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이 어떤 성과와 능률을 가져 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공공기관에서 발휘되는 리더십 유형을 검증하여

앞으로 공공기관 등 준정부기관의 리더십 유형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될 것으로 본다. 공공기관의 조직 문화의 특성과 고용안정으로

인하여 한번 입사 하면 거의 이직이 일어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업무를 순

환하는 관계로 인하여 상사와 조직 구성원의 관계는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셋째, 공공기관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구성원으로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조직 또는 상사로부터 의사결정 권한의 위임과

동기부여, 역량강화 등과 연계되어 있는 진성리더십의 도입과 활용의 확대

를 강조한다. 공공기관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개발과

어떤 방식으로 교육 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과 조직 차원에서 심리적 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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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먼트와 관련된 조직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며, 최고 경영자의 확고

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넷째,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장과 부서원이 각각 설문지를 작성하여 각각의 봉투에 봉합하여 취합한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사의 진성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심리

적 임파워먼트가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때 상사-조직구성

원의 관계에서 양방으로 진성리더십의 효과성을 규명하였다. 설문을 진행

하는 과정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을 부하직원이 상사를 평가한다는 부정적

인 인식을 가진 설문자도 있었지만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해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에

실무적인 시사점이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진성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으로 이어지

는 과정을 검증하였으며,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지원인식에 따른 변화를

봄으로써 진성리더십의 이론적 확장과 조직 차원에서의 진정성을 갖춘 리

더 육성을 위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등의 직장교육에 대한 실무적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진정성을 갖춘 리더가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으며, 진성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많은 조직이 경

쟁력을 가져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 올 수 있

다. 또한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구성원은 이러한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진성리더십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

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3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수

행하는 과정과 분석결과에서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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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향후 연구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 대상은 A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일반 사기업과 같이

설립 목적이나 성격이 다른 기업들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비교․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구대상 기관을 특정 하나의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추

진한 관계로 설문 대상이 노출될 수 밖에 없어 몇몇 변수별 측정값이 높

은 경우가 있으며, 설문대상자의 연령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30세이상 40

세미만이 122명(51.7%)으로 다른 연령대인 50세이상 60세미만(3.4%)과 큰

차이를 보여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설문조사의 특성상 횡단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설문대상자의 심리

상태는 설문내용, 장소, 시간 등 여러 요인에 의거 크게 변할 수 있기 때

문에 지속적인 변화를 관찰하는 등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모든 설문 항

목들이 설문 대상자의 심리 및 인식상태를 검증하여 환경적 영향이 작용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팀 내에서 인원을 한정적으로 지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여 서로 다른 팀장 및 팀원에 대한 의식 또는 정서적인 감정이 작

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설

정하여 차이를 두고 설문을 하는 종단연구와 개별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설문을 하여 주위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면 보다 객관적인 설문

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넷째, 본 연구는 진성리더십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실

질적으로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리더십 매카니즘은 다양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리더십 뿐만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등 매우 다양한 리더십 유형이 있다. 향후

연구는 다양한 리더십 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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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21st century is

bringing about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various areas. Recently,

the management environment of organizations has undergone a rapid

change, and public institutions have introduced policies that pursue

management innovation and efficiency at all times, and they are

placed in front of a new management paradigm called infinite

competit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In order to

secure competitive advantage, it is necessary to constantly find

problems such as developing new and useful ideas through creative

behavior of organizational members and improving work processes to

create new services, and to innovate the organization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that emphasize and solve of the organization problem.

Although the research on authentic leadership related to creative

behavior of organizational members, which is the basis of

organizational innovation, has been conducted for general private

companies,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uthentic leadership, creative behavior, psychological empowerment as

a parameter,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In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selected as workers working in

public institutions,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by visiting the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explaining the survey to the

subjects and finally completed. The questionnaire wa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 supervisor and staff, and two different items were

composed of.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15 to August 15,

2019, and a total of 342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57 teams

and 285 team members, of which 52 teams and 237 team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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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d a total of 289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survey of 236 questionnaires except 53 questionnaires that answered

insincerel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authentic leadership of the bos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reative behavior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of the subordinates, and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reative behavior, and the

authentic leadership of the bos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reative

behavior of the subordinates through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as a paramet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entic

leadership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did not show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entic leadership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i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analysis

about the sub-variable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The

effect of authentic leadership on creative behavior could be mediated

by psychological empowerment controlled by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was

not significant, but it was confirmed that i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analysis about the sub-variable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uthentic leadership of the supervisor in public institution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reative behavior of the organizational

members, and confirms that the authentic leadership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job performance of the

public employees through psychological empowerment. The

moderating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the per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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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support were partially confirmed. In order to solve the

same problem,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were composed of different

questionnaires type on department head and department member,

finally were examined and analyzed. In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

it may be unreasonable to apply the sample of the research to all

public institutions only by conducting the research on a few of public

institutions, and it is also meaningful to expand and compare the

research targets to companies with different purpose or personality,

such as government departments and private companies, as well as

public institutions.

Key words: authentic leadership, creative behavior, psychological

empowerment,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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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실시되

는 것으로 『진성리더십이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작성 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

용됨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각 질문들은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생각

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설문에는 반복적이며 유사한 문항이 있을 수 있으나, 문항 내용에 상관

없이 모든 문항에 대해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설문지 예제

아래의 예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항예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① ② ③ ④ ⑤

위의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①에, 완전히 동의하면 ⑤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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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항 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의 상사는 수행하는 업무가 잘 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상대방 의견을 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상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부하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상사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상사는 자신이 직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상사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상사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상사는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지시를 거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상사는 내부 윤리기준에 따라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상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밝힌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상사는 자신이 실수를 범했을 때 이를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상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직원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상사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직원들에게도

명확히 알려 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상사는자신의생각과다른부하직원들의아이디어를

경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상사는 부하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난 후 의사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상사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상사는 자신과는 반대의 생각을 가진 직원들도

의견을 내도록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Ⅰ. 다음 문항은 귀하의 상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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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항 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의 직원은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직원은 업무 개선을 위한 새롭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직원은 새로운 기술, 절차, 기법을 찾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직원은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직원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좋은 원천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직원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직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홍보하고

전파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직원은 기회가 주어지면 직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직원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과 일정을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직원은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종종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직원은 발생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직원은 종종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 문항은 귀하의 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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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 문항은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설 문 항 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내가 하고 있는 업무는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하여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직무수행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우리 부서에서발생하는일에 대한나의영향력은 크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직무 수행 활동들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직무수행에필요한 나의역량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의 부서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통제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하고 있는 업무는 나에게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우리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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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항 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우리 회사는 조직에 대한 나의 기여를 가치 있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회사는 나의 목표와 가치를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회사는 내가 능력을 발휘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회사는 나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회사는 나의 업무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회사는 나의 특화된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회사는 나의 업무를 흥미 있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회사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도와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회사는 나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쓴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회사는 내가특별한부탁을할때나를도와줄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회사는 나의 업무환경 변화를 위한 타당한 요청을

들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회사는 나의 업무수행을 인정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 문항은 귀하의 회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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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 문항은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해당

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구 분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19세 이상~30세미만 ② 30세이상~40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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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① 주임(6급)이하 ② 대리급(5급) ③ 과장급(4급)

④ 차장급(3급) ⑤ 부장급(2급)

5.근속연수

① 2년 미만 ② 2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미만

④ 5년이상~10년미만 ⑤ 10년 이상~ 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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