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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4차 산업혁명 등에 기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와 고객의 급증하는 다양한 요

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은 조직의 생존을 좌우한다. 따라서 모든 조직은 관

리자의 리더십과 구성원의 협력적 행동은 유발시켜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공기관

도 구성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끌고 조직을 운영․관리하여야 상사의 리

더십과 신뢰가 높아지고 조직공정성을 향상시켜 조직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일탈행동에 감소할 것인가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일탈행

동을 감소시켜 조직의 설립목적과 미션달성에 기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

였다. 공공기관의 경우 존속기간이 대부분 장기이고 기관이 수행하는 고유

업무도 법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사의 리더십을 통해 기존의 사업을 대폭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소

폭의 개선을 추진하는 형태라 거래적 리더십이 효과적(Muller & Turner,

2010)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대인적 일탈행동과 조직공정성 그리고 상사 신

뢰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거래적 리더십은 대인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것

이 강하고 다수의 연구자도 대인적 일탈행동에 초점을 맞추(Bensimon,

1994)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분배와 절차 공정성은 상황적 보상은 둘 다 유의미성이 있으나 소

극적 및 적극적 예외의 관리는 분배공정성에서 유의하지 않은 관계로 나타

났다. 이도 공공기관이 경우 분배가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하여도 이전의 호

봉제의 영향이 남아있어 급여표가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서 분배보다 절차에

관심이 높아 발생된 결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는 첫째, 거래적 리더십이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주고, 둘째,



거래적 리더십이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줄때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 공공기관의 응답자 근무환경과 기관의 기능과 역

할이 상이하여 조절효과가 없어 모집단 유형을 구분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유효하나 준정부기관은 기각되었다. 넷째, 조

절된 매개효과에서는 적극적 예외관리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시사점으로 먼저 이론적 측면으로 거래적 리더십도 변혁적 리더십과 같이

대인적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공정성이

대인적 일탈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검증

하였다. 상사 신뢰의 조절효과가 공기업에서만 나타났는데 이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조직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결과로 보여 진다.

실무적 측면으로 상사 신뢰와 같은 직장 내 사회자본이 중요하여 멘토링

제도와 소통강화 프로그램 필요성을 보여주었고 적극적 예외관리와 상황적

보상이 공공기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성과와 보상 그리고 처벌을

병행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공공기관은 직장안정성 등으로 대인적 일탈행동이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예

방과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상사신뢰가 낮은 집단은 조직공정

성을 강화하면 대인적 일탈행동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공공기관의 조사대상을 10곳으로 국한하여 대표성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고 횡단분석의 한계성이 있으며 끝으로 동일방법

편의 문제를 해소치 못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거래적 리더십, 대인적 일탈행동, 조직공정성, 상사 신뢰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장 이론적 배경 ··································································································6

제1절 거래적 리더십 ······························································································6

1. 개념 ···················································································································6

2. 구성요소 및 선행연구 ···················································································8

제2절 일탈행동 ······································································································12

1. 개념 ·················································································································12

2. 구성요소 및 선행연구 ·················································································15

제3절 조직공정성 ··································································································20

1. 개념 ·················································································································20

2. 구성요소 및 선행연구 ·················································································21

제4절 상사 신뢰 ····································································································27

1. 개념 ·················································································································27

2. 구성요소 및 선행연구 ·················································································29

제3장 연구방법 ········································································································33

제1절 연구모형 ·······································································································33

제2절 가설 설정 ······································································································34

1.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인과 대인일탈행동의 관계 ·······························34

2.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인과 조직공정성의 관계 ···································37

3. 조직공정성과 대인일탈행동의 관계 ···························································40

4.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 ·················································································43



5. 상사 신뢰의 조절효과 ···················································································46

6. 상사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 ·····································································49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51

1. 거래적 리더십 ·································································································51

2. 일탈행동 ···········································································································52

3. 조직공정성 ·······································································································53

4. 상사 신뢰 ·········································································································54

5. 통제변수 ···········································································································55

6. 설문지 구성 ·····································································································56

제4장 실증분석 ········································································································57

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7

제2절 자료처리 및 분석 ························································································58

1. 신뢰도 측정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8

2.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61

제3절 가설검증 ·······································································································64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64

2.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 ·······································································66

3.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68

4.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 ·················································································70

5. 상사 신뢰의 조절효과 ···················································································73

5-1. 상사 신뢰의 조절효과 추가분석 ····························································74

6. 상사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 ·····································································78

7. 연구가설 검증결과 ·························································································80

8. 추가자료 분석결과 ·························································································80



제5장 결론 ················································································································84

제1절 연구결과 ······································································································84

제2절 시사점 ···········································································································89

1. 이론적 시사점 ·································································································89

2. 실무적 시사점 ·································································································90

제3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91

참고문헌 ················································································································93

Abstract ··············································································································115

설문지 ··················································································································117

변수별 설문지 문항 원본 ················································································123



표 목 차

<표 1> 리더십 주요이론 ························································································10

<표 2> 거래적 리더십과 일탈행동 선행연구 ····················································11

<표 3> 일탈행동 주요이론 ····················································································18

<표 4> 일탈행동 선행연구 ····················································································18

<표 5> 조직공정성 주요이론 ················································································23

<표 6>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공정성 선행연구 ················································24

<표 7> 조직공정성과 일탈행동 선행연구 ··························································25

<표 8>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 선행연구 ··························································26

<표 9> 연구자별 신뢰 유형 ··················································································29

<표10> 상사 신뢰 선행연구 ··················································································31

<표11> 상사 신뢰 및 조직공정성과 일탈행동 선행연구 ································32

<표12> 일탈행동 관련 이론 ··················································································48

<표13> 거래적 리더십 측정 설문항목 ································································52

<표14> 일탈행동 측정 설문항목 ··········································································53

<표15> 조직공정성 측정 설문항목 ······································································54

<표16> 상사 신뢰 측정 설문항목 ········································································55

<표17> 설문지 구성 및 출처 ················································································56

<표18>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57

<표19> 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 ········································································59

<표20>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60

<표2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61

<표22> 변수 간 상관관계 ······················································································63

<표23>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회귀분석결과 ··················································66

<표24>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회귀분석 결과 ················································68



<표25>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회귀분석 결과 ················································69

<표26> 조직공정성 매개효과의 회귀분석 결과 ················································72

<표27> 상사신뢰 조절효과의 회귀분석 결과 ····················································74

<표28> 추가분석 조절효과의 회귀분석결과 ······················································76

<표29> SPSS Process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결과··············································78

<표30> SPSS Process 조절된 매개효과 결과·····················································79

<표31> 연구가설 검증결과 ····················································································80

<표32> 거래적 리더십과 분배 및 절차 공정성의 회귀분석 결과 ················82

<표33>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 ··················································83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33

<그림 2> 변수 유형별 조절효과 형태 ································································77





- 1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대 내외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어제의 혁신적인 제도조차도 오늘

에 와서는 진부함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 신기술 혁명에 기초한

다양한 과학기술의 융합과 적용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기업의 생존 패러다

임까지 변화시키고 있다(최명희, 2017).

최근 조직은 생존을 위해서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전통적 리더십 분야에서는 환경민감성, 영감적 동기부여, 직관력을 리더십

역량요소로 주로 강조하였다면, 최근의 리더십 트랜드는 전략적 사고, 이슈

창안, 권한위임, 통섭 등의 역량요소가 조직생존을 위해 더 중요시되고 있다

(최우재․신제구․백기복, 2018). 또한 구성원의 긍정적 역량 강화와 부정적

행동 감소를 위해 민간부분이 주로 고성과관리시스템과 성과급제에 힘을 쏟

는 반면, 공공부분에서는 전략적 인적자원개발과 조직몰입을 강화하고 일탈

등 부정적 행동 감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영종, 2015; 윤종

인, 2004)). 특히 조직몰입은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경기불황 등으로 공직 입직을 선호하는 현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김도윤․나태준, 2015).

사회가 복잡화되고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리더의 의지를 구성원들이 지각

하게 하여 복종과 존경, 충성 및 협동을 이끌어 내고(최우재 외, 2018), 조직

이 설정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식 및 비공식 프로세스를 통

해 구성원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조직변화를 이끄는 역할(Sche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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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리더십의 통합적 활용에

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김호정, 2017).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 관리자의 리더십과 구성원의 조직몰

입 강화와 일탈행동 감소는 주요한 요소이다(양연희․이상철, 2018). 따라서

공공기관 운영에 적합한 리더십 유형을 찾고 조직 구성원의 일탈행동의 원

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리더십 유형에 있어서 공공부분은 민간영역보다도

구성원의 업무수행이 보다 공식화 되어 있어 거래적 리더십에 우호적인 환

경이 조성되어 있고,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역할과

과업을 거래적 약정행위를 통해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석규․이영

균, 2015).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상당수는 설립되어 25년을 넘어 40년을 바

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은 관련법에 의거, 독점적인 사업영역을

확보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

면, 역사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신생기업

에 비해 관리자들에게 거래적 리더십 성향이 강하고, 특히 프로젝트를 수행

함에 있어서 구성원에게 거래적 리더십이 매우 효과적이다(Muller &

Turner, 2010). 상당수의 공공기관 구성원은 채용 후 5년 미만이 40%에 달

하고 있다. 이들은 명확한 업무분장과 근무시간 그리고 성과에 대한 보상요

구 등 주어진 권한과 책임의식을 기존 구성원보다 뚜렷하게 표출한다(김우

성․허은정, 2007). 따라서 명확한 과제를 주고 업무수행 성과와 승진․전보

등 인사와 교육․훈련 선발, 금전적 보상을 교환하는 거래적 리더십의 중요

성이 커지고 있다(강춘수․이영균,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리

더십의 유형 중 거래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 구성원은 관리자와 더불어 조직의 설립목적과 비전 달성의 또 하나

의 주체이다. 이들의 일탈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것 또한 핵심적인 요

소로 일탈행동의 유발요인은 크게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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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ojan, 2009). 이 중 조직수준은 유사한 집단에서 비슷한 성격의 구성원

이 모여서 일탈된 부서의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면 신입직원은 조직 분위

기에 적응과 이직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고 보통 사람들은 일탈하는 행동이

업무의 일부분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할 수 있

다(Robinson & O’Leary-Kelly, 1998). 아울러 상사의 영향 등 개인의 일탈

행동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 주변의 내․외부 환경도 상당수 있다(Everton

et al.,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감정노동이나 직무소진이 일탈행동의 원인이 되고 이

러한 일탈행동으로 인해 고객은 부정적인 서비스 경험과 서비스 불만족을

경험하게 된다(정창윤․김인신, 2015; 최민혜․김인신, 2015; Lee & Ok,

2014). 따라서 공공기관이 주어진 미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보다 만족스

런 서비스를 창출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일탈행동이 사후적인 조치는 지나치게 엄격한 징계에 집중되어 개선효과보

다는 불만 등 부정적 효과가 크므로 직무수행자의 내재적 의식 등을 파악,

원인 등을 규명하여 일탈행동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홍태경, 2010)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노동생산성을 높

이기 위해서 이를 방해하는 요인은 제거하고 긍정적 요인은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저해요인으로 일탈행동(deviant behaviors)은 규범

위반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조직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공혜원 외,

2015)된 것으로 조직 내 순응할 동기가 부족하거나 사회적 맥락에서의 규범

적 기대를 위반할 동기가 있거나 아니면 둘 다 가진 사람의 자발적 행위라

고 했다(Bennett & Robinson, 2000). 일탈행동의 유형은 크게 조직적 일탈

과 대인적 일탈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거래적 리더십과 관계가 핵심이므

로 대인적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Robinson & Bennet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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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관리자와 직무 종사자간 관계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들의 직

무수행 중 발생하는 조직공정성과 상사의 신뢰도도 주요한 이슈사항이다.

먼저, 형평성 이론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에는 투입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제공받은 보상이 만족스러울 때이며 다른 조직의 종사

자나 동료들과 비교하여 본인이 조직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 공정

하다고 판단한다(Demir, 2011).

선행연구에 조직공정성이 착근되지 못한 조직은 구성원의 불만이 높아져

개인적 이익만을 쫓는 불공정한 게임에 집중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박철민․김대원, 2003). 업무마감 압박, 초과근무, 산적한 업

무 등 직무요구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노력 대비 보상의 공정

성 인식이 낮은 경우에 더욱 강해진다는 밝히고 있다(Janssen, 2001). 또한,

역할 외적으로 많은 고민과 노력, 그리고 위험을 동반한 혁신적 행동은 직

무에 대한 불안감과 소진을 초래하는데, 이들 관계는 구성원이 자신의 혁신

적 행동에 대한 노력이 공정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배공정성을 낮

게 인식하는 경우에만 유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Janssen, 2004; 이영․김

기태․최병권, 2018)

아울러 기업이 외부적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

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공정한 절차를 운영한다면, 내부 구성원은 조직에

대한 자부심도 높게 나타나고, 조직이 자신을 존중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조

직 가치를 높게 평가 할 것이다. 조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내부 구성원

은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어(Lind & Tyler, 1988), 절차

공정성을 낮게 지각할 때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조직몰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이현수․권나영․김민수, 2019). 이와 같은 결과는 일탈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구성원의 행동은 반대로 감소시킬 것으로 본다.

또한, 상사 신뢰는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공정성이 구성원의 일탈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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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좌우하여(Holmes, 1981) 구성원들이 상사에 대한 신뢰가 높

으면 이러한 신뢰를 토대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조직성과를 달성할 수 있

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재붕, 2015). 직원이 인식하는

상사에 대한 신뢰 정도에 따라 직원의 일탈행동과 성과달성 등의 결과가 다

르게 나타난다. 직원과 상사 사이에 신뢰도가 높으면 직원은 자신의 상사를

예측 가능하고 긍정적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신뢰도가 낮으면 직원은 자신

의 상사를 예측할 수 없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Thau, Aquino, &

Wittek, 2007). 또한, 상사 신뢰는 직무만족에 긍정적이며 이직의도에는 부

정적이다. 구성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가치감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일가치감의 수준이 다시 구성원의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정원호․김상훈, 2016). 상사 신뢰가 낮은 집단에서는 거래적 리더십

의 상황적 보상만 직무만족에 영향을 긍정적 영향을 주고 높은 집단에서는

예외적 관리와 상황적 보상이 긍정적 영향(박진영, 2009)주고 윤리경영과 조

직시민행동간의 관계를 상사 신뢰는 조절을 한다(박계홍․송광영, 2005).

본 연구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이 구성원 일탈행동과의 관계에서 부의 영향

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 아울러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와 상사 신뢰의 조절

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공공기관이 설립목적과 대 국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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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거래적 리더십

1. 개념

리더십이란 조직 구성원이 해야 할 책임, 의무, 활동에 대한 주의를 끌어내

기 위한 것(Brokner & Higins, 2001)으로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조정하는 리더의 행위이다.

리더십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선행 연구자의 정의를 보면, 리더

의 의지를 구성원들이 지각하게 하여 복종과 존경, 충성 및 협동을 끌어내는

능력이며(최우재 외, 2018)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식

및 비공식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구성원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조직변화를

이끄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Schein, 2010). 리더와 구성원들이 공유한 목적

을 실현하기 위해 경쟁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자주적이고 협력적

으로 어떤 동인과 가치, 경제적․정치적 및 그 밖의 자원을 동원하여 실행하

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다(Burns, 1978).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의사소

통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며 집단구성원 사

이의 상호작용이다(강병섭․ 유동윤․ 임상호, 2017; 김석규, 2014).

최근에는 가치와 윤리성을 강조하여 개인행동이나 대인관계를 통해서 규범

적으로 접합한 행동을 보여주고, 추종자들에게도 소통, 동기부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러한 행동을 보이도록 독려하는 것(Brown, Treviño, & Har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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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최우재 외, 2018)이다. 기타 많은 선행연구자가 저마다 상이하게 정의

하고 있다.

아울러, 리더십과 관련된 정의와 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속적으

로 변천하고 있다. 먼저, 특성이론은 리더가 고유한 개인적인 특성만 가지고

있다면 그가 처해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더라도 항상 리더가 될 수 있다

(Luthans, 1989)는 이론이나 특성이론의 한계로 상황 적합적 특성이론

(situation-contingent trait theory)이 개발되었고 이어서 부하를 향한 리더

의 행동이 리더의 유효성을 결정한다는 특성을 지닌 보편적 행동이론

(universal behavior theory)이 출현하였다(이용규․두춘원, 2018). 그 후

1960년대에는 리더가 집단의 성과에 영향력 행사 정도로 상황호의성

(situational favorableness) 또는 상황변수로 리더와 부하의 관계, 과업구조,

리더의 직위권한 3요소로 구성되며 이 세 요소의 결합이 리더에 대한 상황

호의성을 결정한다는 상황이론이 등장했다(Fiedler, 1972; 김호정, 2017).

1970년대 초반에는 에반스의 기대이론을 기반으로 상황적합적 행동이론

(situation-contingent behavior theory)을 House가 제시하였고 이 이론이

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과 다른 점은 리더가 상이한 상황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시․지원․참여․성취지향 리더십의 네 가지 유형이 있는

점이다(House, 1971; 이창원, 2000). 또한, 1970년대 후반 리더는 구성원들에

게 교환의 의도를 갖고 접근하고, 리더와 구성원간의 거래적 교환대상은 경

제적, 정신적, 정치적인 요소들이며 기대․교환이론 등에 기초한 거래적 리

더십과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중심으로 리더의 역할은 구성원들에게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체의 변혁의지를 통해

서만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변혁적 리더십이 등장했다(McCleskey,

2014; 최병권․문형구․주영란․정재식, 2017).

최근 직업과 직장선택의 기준은 조직문화와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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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과거의 선택기준인 높은 급여, 기업체의 규모 등보다는 민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직적이고 자율성은 부족하나 자긍심과 신분보장이라는

외재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기관을 선호한다(이수영, 2014).

공공기관 구성원의 약 45% 정도가 Y세대로 에코 부머, 밀레니엄 세대,

혹은 디지털 세대로 불리고(김우성․허은정, 2007) 이들의 특징은 일이 인생

의 전부가 아니며 개인의 삶, 여유, 레저 등에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며 일을

보다 즐겁게 하는 것을 통해 개인적 의미를 찾는다든지, 여유 및 여가를 추

구하기 위해 시간적 유연성을 허락하는 일을 선호하는 것 등이다(Smola &

Sutton, 2002).

따라서 해당기관의 미션달성을 위해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상적 비전제시

나 동기부여, 지적자극 등의 정서적 강화방법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공공

기관 구성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Y세대와 근무환경의 변화는 리더가

구성원에게 명확한 과제를 주고 업무수행 결과와 보상을 교환하는 거래적

리더십의 중요성과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다(강춘수․이영균, 2018).

2. 구성요소 및 선행연구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은 거래나 교환에 기초하고 상황적

보상과 예외의 관리, 2개의 구성요소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외에 의한 관리를 소극적과 적극적으로 세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Bass, 1985; 최병권 외, 2017; Bass & Avolio, 2000). 거래나 교환은 효

율적인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으로 좋은 성과에는 보상을 저조한 성과에는

처벌을 약속하는 것이다(Bass, Avolio, Jung., & Berson, 2003).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상황적 보상(contingent reward)은 부하가 노력을

다하면 그에 따르는 대가인 임금, 승진, 인정 등을 리더가 보상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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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약속하고 실제적으로 부하가 기대한 만큼의 노력을 하면 그에 따르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Bass, 1985). 구성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서 리더와 구성원의 합의를 하고 이 합의의 이행유무는 피드백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리더는 이 합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김

진표, 2000). 아울러 리더는 부하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도

록 지속적인 보상을 통해 확신을 시켜주어야 하고 상사와 부하간의 거래적

인 관심은 부하의 개발에 대한 리더의 변혁적인 관심과 함께 이루어질 때

보완이 될 수 있다(권석균․이춘우, 2004).

예외적 관리는 부하들의 업무성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만약 업무결과

가 목표기준에서 벗어날 때는 시정할 방안을 제시하며 실수를 방지하기 위

한 규칙을 강화하는 방식의 적극적인 예외적 관리와 기준에 미달하거나 문

제가 표면화된 후에만 개입하는 즉, 문제 발생 후에 교정적 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소극적인 예외적 관리로 구분한다(Bass, 1985; 장승수, 2010). 리더는

부하가 합의된 성과수준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개입하지 않으므로 부하들의

자기 강화와 자기 존중감을 고양시키나 부하의 실패의 원인을 동기 부족으

로 지각한다면 리더는 위협 또는 처벌에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리더의 행동

은 구성원의 적대감, 불안, 자기 존중감의 상실 등의 예기치 않은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변상록, 2000). 따라서 둘의 경우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거래적 리더십은 적극적 예외관리가 프로젝트시민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소극적 예외관리는 프로젝트시민행동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Hwang & Boo, 2018).

거래적 리더십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면 상황적 보상

의 이론적 배경은 Vroom의 기대이론(정홍상․이종한, 2012)과 물질적인 보

상은 경로목표이론(송교석, 2003), 적극적 예외적 관리는 교환․형평이론(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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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1988), 소극적 예외적 관리는 강화이론(곽소나․이동규․이민구․한정

혜․김명석, 2006) 등이 있다. 각 이론별 자세한 이론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리더십 주요이론

이론 내용

기대이론
(Vroom, 1964)

일정의 노력을 기울이면 특정의 업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는 가능성에 대한 해당 구성원의 주관적 확률과 관련된 믿음

경로-목표이론
(House, 1973)

부하가 노력하면 일정한 수준의 과업이 달성할 수 있고, 성과

가 있으면 보상이 뒤따르며, 제공된 보상이 그들의 욕구를 충

족시켜주고 기대할수록 과업달성에 대한 부하의 동기는 강하게

작용하며 이때 리더가 부하에게 보여줄 행동을 파악

교환․형평이론
(Homans, 1958;

Adams, 1965)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상대방과의 교류를 통해서 지출

보다는 보상이 상호교환이 될 수 있을 때 지속되고 아담스의

형평이론은 조직 구성원들의 행위와 태도를 예측하는 주요한

모형으로 불형평의 반대개념

강화이론

(Skinner, 1971)

자극을 주거나 빼앗음으로써 반응행위의 증가를 목표로 함. 강

화는 바람직한 행동의 반응(R)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자극의

정적․부적 유형에 따라 정적강화와 부적강화로 구분

그러나 교환관계는 조직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성과 즉, 상사와 사전에 합

의한 내용에 대한 제한적인 결과만 가져오게 하고 구성원들에게 변혁적 리

더십과 같이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변혁적 리더십과 대조적인 리더십으로 사용된다(Judge & Piccolo, 2004)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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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거래적 리더십 선행연구

연구자 독립 종속 매개/조절 비고

Morgan et al.,
(2018)

Work Interference
with Family

(WIF)

Organizational
Deviance

Work-to-Family
Resentment(매)
Transactional /
Transformational
Leadership(조)

매개효과 있고
일탈행위 가능성

높음

Mertens & Recker
(2017)

Leader
Psychological
Empowerment

Team Member
Positive Deviance

Leader Positive
Deviance,

Empowering/Transaction
al Leadership Behaviour,

Teammember
Psychological

Empowerment (매)

거래적 리더십의
조건부 보상은
긍정적인 일탈을

매개

Afsar et al.,
(2017)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em ployee’s
entrepreneurial

behavior

거래적 리더십은
기업가적 행동에

부정적

Gorman &
Gamble

(2016)

Transactional
Leadership

CWB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Prevention
Focus(매)

거래적 리더십과
역효과적

작업행동(CWB)
간접효과

Yao
et al.,
(2014)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work stress and
employee negative

behavior

거래적 리더십은
업무 스트레스에
긍정적, 강화함

Pradhan (2013)
Transactional /
Transformational

Leadership

Deviant Work
Behaviours

거래적 리더십과
일탈은 긍정적 관계

Kessler et al.,
(2013)

a.Transformational
Leadership,

b.Passive/Avoidant
Leadership

CWB-O; 자원을
낭비하거나장비를
파괴하는직원

CWB-P; 괴롭힘또는
욕설

a-Conflict
Coworkers/Supervi

sor(매)
a+b; Negative
Emotions(매)

리더십의 부진은
갈등, CWB, 부정적
감정과 관련이 있음

심희섭․노성훈
(2015)

업무긴장 조직몰입
감정소진(매)

거래적 리더십(조)
유효

하성욱․장함자
(2014)

거래/변혁적
리더십

직무소진 직무요구(매)
거래적 정의

관계고 변혁적은
부의 관계

조윤형․최우재
(2014)

조직정치 지각
조직변화에 대한

저항
조직과 리더
비전(조)

유효

차동욱
(2004)

변혁/거래적리
더십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조직냉소주의
리더십과 냉소주의

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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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탈행동

1. 개념

최근의 사회의 3대 이슈는 4차 산업혁명,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진입,

사회양극화이다. 이러한 것들은 조직 환경을 더욱 복잡하고 예측불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게다가 대인적인 일탈행동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2019. 7.16) 된다. 2015년 직장에

서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

는 무려 78%에 달하고(김선주․한인수, 2017) 한국노동연구원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5년간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 66.3% 직장인이 경험이

있다고 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협박, 명예훼손, 모욕, 폭언 등 신체적인 것

보다는 정신적 공격이 주류를 이루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폭력적이며 비윤리적인 행동은 조직에서 놀라울

정도로 흔하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었고 조직구성원 사이에서 동료의 일탈행

동으로 인해 본인이나 조직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혹은 본인 자신이 일

탈행동을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취업전문기관을 통

해 설문한 결과, 직장 내 멸시, 무시 등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

의 73%를 차지하였다고 한다(김시내․이지영․정원호, 2017). 또한, 일탈행동

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낙관주의(optimism), 희망(hope), 복원력

(resilience) 등 긍정심리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냉소주의와 스트레스,

이직의도, 결근, 반생산적 행동, 일탈행동 등과 같은 부정적인 태도 및 행동에

는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들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vey,

Reichard, Luthans, & Mhatre, 2011; 김은실․백윤정, 2014; 홍계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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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직의 성과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일탈행동(deviant behavior)의

종류는 두 가지로 부정적 의미의 것과 긍정적인 의미의 건설적 일탈로 구분

한다. 먼저 부정적 일탈행동의 정의를 보면 중대한 조직규범을 어기고, 조직

과 그 구성원의 복지를 위협하는 자발적 행동(김시내 외, 2017; Robinson &

Bennett, 1995)으로 조직, 구성원 또는 둘 모두의 안녕을 위협하는 의도적인

규범을 벗어나는 의도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김왕선·손승연·정원호, 2015;

Bennett & Robinson, 2000; Robinson & Bennett, 1995).

아울러 일탈행동과 혼용, 중복 사용되는 개념으로 직장폭력은 선행연구자

에 따라 다르나 근로자가 그들이 일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폭력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거나 목욕을 당하는 사건들로 명백하게 또는 부지불식간에 그들의

안전과 안녕감 혹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건으로 과거에는 신체적 폭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최근에는 심리적 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

는 넓은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박은옥․김정희, 2011; Wiscow, 2003). 직

원, 고객 및 조직 자체의 실제 또는 인식된 보안을 감소시키는 불법 행위

또는 행동으로 회사 내부와 업무 관련 동기에 의해 활동이 추진된 정상 근

무시간 이상의 사건을 포함한다(Howard, 2001).

이어서 반생산적 과업행동은 조직구성원의 정당한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Fox, Spector, & Miles, 2001; Gruys & Sackett, 2003)

이고 일터일탈은 조직의 안녕을 위협하는 규범 위반에 초점을 맞추며 끝으

로 일탈행동은 대부분의 조직에 직접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잘못된 스타일

과 옷을 사무실에서 입는 것과 같은 사소한 사회적 규범 위반을 배제

(Robinson & Bennett, 1995)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중요한 조직적 규범을 위

반하여 조직과 구성원의 복지를 위협하는 것(Lawrence & Robinson, 2007)

으로 보통 중요한 규범을 위반하고 용납할 수 없는 위반으로 사회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김왕선 외, 2015). 위에서 살펴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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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들은 정의가 부정적인 면에서는 유사하나 내용상에서 차이가 있다.

일탈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조직의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은 조직원

의 일탈적 과업행동을 직접 낮출 뿐 아니라 개인-조직 적합성을 높임으로

써 일탈적 과업행동을 낮추는 간접적 영향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직원이 인식하는 조직의 절차공정성은 직접적으로 일탈적 과업행동에 영

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개인-조직 적합성을 매개로 일탈적 과업행동을 낮

추는 것으로 밝혀졌다(허수연․송은지, 2016).

위의 설명한 것과 다른 개념으로 건설적 일탈행동은 긍정적 조직연구

(positive organizational studies) 운동의 기초(Cameron & Dutton, 2003)로

긍정적 일탈행동은 그러한 행동을 취하고 이로부터 이익을 얻는 개인과 조직

에 큰 영향을 미친다(Quinn, 1996; Quinn & Quinn, 2002). 동 일탈행동의 선

행연구자의 정의를 보면 사회적으로 동기 부여된 직원들이 이러한 유익한 행

동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Brief & Motowidlo, 1986),

기존 조직의 규정이나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활동으

로 조직의 변화,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의 일탈행동을 의미한

다(Galperin, 2012). 긍정적으로 사회규범에서 벗어나는 개인(Bullen, 2012) 그

리고 친 사회적 규칙 위반(prosocial rule breaking)으로 조직 또는 이해 관계

자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규칙을 깨는 것도 건설적인 일탈행동의 한 형태

다(Dahling, Chau, Mayer, & Gregory, et al., 2012).

건설적 일탈행동의 예를 들면, 화가 난 고객에게 직면한 직원이 고객에게

상황을 구제하고 고객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 무료 애피타이저 또는 디저트

를 제공하는 것은 조직의 규칙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고객, 동료 또는 작

업 자체의 인식된 요구에 효과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벗어나도록 요구하는

조직의 많은 일상 선택의 현실을 반영한 행동이다(Chung & Schneider,

2002; Schulz, 2003). 이 유형의 의사결정이 조직 또는 이해 관계자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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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친 사회적 규칙위반이고 조직의 직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직원을 돕고,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친 사회적 규칙 위반의 3가지 범주를 확인했다(Morrison, 2006).

전통적인 일탈행동에 대한 연구가 직장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나, 오히려 전통적 일탈행동이 불완전하고 작업조

직 내에서보다 광범위한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하는 확장된 정의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부정행위를 부정적인 개념으로 좁게 개념화함으로써,

학자들은 유감스럽게도 조직과 구성원이 긍정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간

과하고 있다(Spreitzer & Sonenshein, 2004)는 주장도 있다.

2. 구성요소 및 선행연구

일탈행동은 원천징수, 회사 재산 도용, 동료에게 무례하게 행동, 마약과 알

코올 남용, 긴 휴식 등으로 조직 재산과 다른 개인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는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에 의해 성립된다. 선행연구를 보면 일탈행동의 범주에

험담과 허가되지 않은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은 미묘한 반란의 표현뿐만 아

니라 절도나 욕설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도 포함된다(Bolin et al., 2001;

Aquino, Lewis, & Bradfield, 1999). 일탈행동의 유형을 초기에는 생산일탈, 재

산일탈, 정치적 일탈, 개인적 공격 등 4가지 다른 종류의 일탈을 확인했다(이정

민․신용환․손영우, 2016; Robinson & Bennett, 1995). 시간이 흘러 다른 모습

의 일탈행위들이 있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그들의 목표와 관련하여 구별될 수

있다(Bennett & Robinson, 2000).

일탈행동의 유형은 다른 개인에게 향하는 것과 그 조직을 향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김시내 외, 2017; Robinson & Bennett, 1995). 앞의 것은 대인적 일탈

행동으로 구성원에게 언어 괴롭힘, 폭행 등으로 폐해를 끼치는 행위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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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중의 것은 장비 등 물품파괴, 도난 등의 조직적 일탈행동으로 회사 또는

체제에 대한 행위로 의미된다. 조직일탈이 생산과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지만, 연구자들은 대인관계 차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Bensimon, 1994).

이렇듯 일탈행동의 주요한 구성요소는 대인일탈과 조직일탈로 구성된다.

먼저 대인일탈은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언어폭행, 폭행, 유언비어 유포 등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 구성되고 조직일탈은 장비를 파괴하고, 자원

을 훔치고, 자원을 낭비하고 무단으로 업무로부터 재산을 빼앗고, 외부인과

기밀 정보를 논의하는 등 회사를 상대로 하는 행동들로 구성된다(Nasurdin,

Hazlina, & Arwani, 2014). 일탈행동의 하위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대인적

일탈행동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 미션을 달성하는데 있어 큰 장애요인이

다. 구성원의 일탈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원인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인적 일탈행동의 원인 중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한하고 조직 구성원

들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척(ostracism)이 있다. 구성원

들을 고립․방치시키기 때문에, 배척을 당한 구성원들은 심각한 수준의 불안감이

나 우울증과 부적응적인 행동을 전개해 부정적인 결과로 반응한다. 이러한 행동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구성원들이 동료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기 위해 가십

이나 욕설을 사용할 때 관여하는 부정적인 행동이 대인일탈이다. 또한, 배척은

구성원들의 소속성, 자부심, 통제력, 의미 있는 존재에 대한 요구를 좌절시키고,

그 후에 그들의 감정, 인지적 행복, 행동을 절충하기 때문에 해롭다(Lee, 2007).

사회적 유대에 대한 인간의 필요성은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때 충족될 수 있지만, 개인이 거부감을 느낄 때는 충족되지 않은 채로 남을

수 있다(DeWall & Bushman, 2011). 대인일탈의 상황 하에서 조직 구성원들은

위협하는 사람과 상황과 관련된 불편함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지회피대처행동에

택한다(Tepper, 2007). 이 대처 방법에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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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포함된다(Cronkite & Moos, 1995).

정서적 고갈은 소진의 대표적인 부정적 결과로 직무에 대한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정신적 자원이 고갈되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박민정․안성익, 2015). 감정이 소진된 구성원들은 인지적 정서적 자

원이 줄어 대인관계와 직무요구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구성원들이 지속

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할 적절한 정서적 여유가 없다(Wright &

Cropanzano, 1998).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은 회사재산을 멸실시키고,

작업 속도를 늦추고, 경제적 추가지출을 발생하며, 조직의 기밀정보를 의도

적인 노출을 할 수 있으며 수행업무로부터 거리를 두고 일탈행동을 위해 회

피적 대처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조직자체를 대상으로 한 일탈행동인 조직일탈(organizational deviance)은

사실상 모든 조직이 어떤 형태로든 직원 절도의 대상이 되는 등 조직의 수

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Taylor, 2007). 조직일탈은 조직의 규범에 어

긋나고 조직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조직 구성원에 의해서 의도적인 행

동으로 나타나고(Bennett & Robinson, 2003) 구성원들이 리더의 남용이나

리더십의 지원 부족을 경험할 때 더 적절한 형태의 일탈행동이다(Thau,

Bennett, Mitchell, & Marrs, 2009).

소속감이론(belongingness theory), 강력하고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

고 유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계적 유대관계 내에서 빈번하고 비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조건에서 사람들은 쉽게 사회적 애착을

형성하고 기존 채권의 해체에 저항한다. 충성은 감정적 패턴과 인지적 과정

에 다중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애착의 부족은 건강, 조

정, 웰빙에 대한 다양한 악영향과 연관되어 있다(Leary & Baumeister,

2017). 소속감이 희망보다 낮아 좌절될 때, 이것은 높은 조직일탈과 같은 부

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Thau et al., 2007). 조직일탈은 조직 내 감정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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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독립 종속 매개/조절 주요내용

Jahanzeb &

Fatima

(2017)

workplace

ostracism(배척)

interpersonal

deviance

(대인일탈)

defensive

silence,

emotional

exhaustion

방어적 침묵과 감정고갈이 배척,

대인관계 일탈의 관계를 중재, 배

척은 방어적인 침묵과 감정적 피

로, 스트레스에 정의관계

Chen et al., 인식된 조직 지원 대인일탈, 조직 독립과 종속은 부의관계로 조직의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Spector & Fox, 2005). 이처럼 조직일탈은 조직 내

직무불만에 대한 정서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인일탈행동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일탈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인적 일탈행동의 대상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동료 및 상사 학대에 관여하

지 않은 모든 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고 조직일탈은 조직에 직접적으로 해로

운 일탈행동을 가리킨다(Erkutlu & Chafra, 2013). 지도층이나 낮은 수준의

지도자-추종자 관계에 의해서 학대받는 직원들이 조직에 피해를 주는 행동

과 연루되어 보복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Eisenberger, Stinglhamber,

Vandenberghe, Sucharski, & Rhoades, 2002).

<표 3> 일탈행동 주요이론

이론 내용

하위문화이론

(Cohen, 1955)

하층지역에 본래부터 비행 가치와 문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층지

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차별적 교제이론

(Sutherland, 1955)

주변 사람들에 의해 법위반에 대한 호의적인 가치를 학습하면서 일탈의 가능성

이 높아진다고 본다(김준호 외, 2003)

사회유대이론

(Hirschi, 1969)

계층에 따라서 비행의 차이가 없고 이에 모든 층의 비행을 설명하고 범죄를 하

고 안하고의 결정 요인은 범죄동기가 아니라 그러한 동기를 통제할 수 있는 통

제기제의 여하에 있다고 보고 통제기제가 바로 인습적인 사회와의 유대라고 본

것이다(김준호, 1995)

억제이론

(Zimring &

Hawkins, 1973)

기본 명제는 베카리아 등 고전주의 범죄학자로부터 고찰되었는데 처벌의 신

속․확실․엄격성이 높을수록 범죄의 가능성이 줄어든다(김준호, 1995)

일반이론

(Gottfredson &

Hirschi 1990)

일반이론 또는 자기통제이론은 내적 성향차이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범죄자와

정상인을 구분하는 특성도 순간만족과 충동성을 통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서 자기 통제력이다(김준호, 1995).

봉쇄이론 or

자아개념이론

(Reckless et al.,

1956)

자아 존중감에 주목(Reckless, 1961)하여 이성식(2006)은 부정적 자아는 직접

적으로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주며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에서 사회유대가 약

한 청소년들, 익명으로 인터넷을 하는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자아를 경험할 가

능성이 높다

<표 4> 일탈행동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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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일탈, 신체적 언

어적 일탈

인정을 받을 때, 조직 규범위반의

일탈이 감소. 예외도 존재함

Nasurdin et

al., (2014)

조직정치,

조직공정성

조직일탈행동,

개인일탈행동
스트래스

조직정치 적고 공정성 높으며

직원존중=일탈, 스트래스가 감소

Erkutlu & Chafra

(2013)
authent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eviance

신뢰, 심리적

계약 위반

(조절변수)

진정리더십과 조직일탈 간의

관계에서 구성원 신뢰와 심리적

계약위반의 완화된 효과를 입증함

Ferris et al.,

(2009)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Role

overloa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Leader–member

exchange

Deviant

Behaviours

Organization-b

ased

self-esteem

(매)

OBSE가 조직 지지와 조직 이탈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중재하고

OBSE는 조직일탈과 부정적으로

관련됨.

Neuroticism

Conscientiousness

Agreeableness

Berry et al.,

(2007)

Interpersonal

deviance,

organizational

deviance

organizational

citizenship,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

s, and Emotional

Stability,

organizational

justice

대인과조직일탈행동은조직시민권,

합의성(마음에듦), 의식, 정서적

안정성과가장강력한(부정적) 관계를

보였고조직정의와의상관관계는

작거나중간정도, 인구통계학적

변수와의상관관계는무시할수있음

Lawrence &

Robinson

(2007)

Instance of

organizational

power

Loss of

autonomy Loss

of identity

Perceived

injustice

Frustration

Resistance

in the form

of workplace

devianc

조직 통제와 권력이 직장 일탈을

부추길 수 있음. 일상에서

조직원들과 대립하는 권력 제정이

일탈행위로 표출되는 좌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임

Galperin &

Burke

(2006)

workaholism

(일 중독)

estructive and

constructive

deviance

일 중화주의 구성 요소가 두 가지

정도의 일탈 측정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

Eder

(2005)
동료들의 직장일탈

개별 직원들이

일탈 행위

인지된

조직지원(pos)

POS가 높은 개인은 작업 그룹

생산 일탈과 개별 생산 일탈

사이의 관계가 감소

Aquino․Lewi

s & Bradfield

(1999)

Procedural Justice,

Negative Affectivity,

Interacional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Organizational

Deviance,

Interpersonal

Deviance

절차공정성은 조직일탈과 그리고

분배공정성은 개인일탈과 부정적

관계, 상호작용 공정성은 둘 다에

부정적 관계, 부정적 정서는

대인․조직일탈과 긍정적 관계,

상호작용이 일탈에 강한 예측자임,

부정적정서는 일탈에 직접영향 줌

Blau(1964),

Robinson &

O'Leary-Kelly

(1998)

동료들의 직장일탈
개별 직원들이

일탈 행위

동료의 일탈행동이 올라가면

개별직원도 비례하여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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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직공정성

1. 개념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은 조직 내 제도, 자원배분, 의사결정과

정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Greenberg, 1990)로 Price &

Muller(1986)는 개인이 지각하는 공정성의 정도는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

치고 조직의 성과와 밀접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분배공정성은 받는

보상액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인지하는 정도(Colquitt, 2001)로 구성원이 소

속조직에 대한 그들의 시간과 노력투입에 상응하는 심리적 보상(Corning,

2011)이며 절차공정성은 보상액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을 인지하는 정도이다(Nowakowski & Conlon, 2005).

조직공정성은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으로 확장(이재훈․

최익봉, 2004)되면서 세 가지 공정성개념 사이의 개념적 독립성을 인정하고

조직 내의 다양한 변수들과 관련하여 개별적 또는 결합적 효과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정홍술․이경근, 2005). 조직공정성은 조직구성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 또는 공정성을 결정하는 절차 및 방식 그리고 절차가 시행되거

나 분배가 결정될 때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조

직구성원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종수, 2009). 공정성은 교환관계에 근

거하여 조직과 구성원간의 노력이나 희생과 그와 상응하는 조직으로부터의

보상에 대해 구성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수준이다(김성수, 2006).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의 유형은 하위구성요소를 세 가지로 구

분될 수 있다. 분배의 결과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던 공정성 이론은 이후

분배와 연계하여 과정과 절차 그리고 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으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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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실행과 연계하여 상호작용과정에서의 공정성으로 변천되고 있다. 즉,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제시했다(정

홍술·이경근, 2005)

유형별 선행연구자와 내용을 보면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과 관련

하여 Adams(1965)와 Price & Mueller(1986)는 다양한 성과투입과 관련하여

조직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절차공정성

(procedural justice)과 관련하여 Thibaut & Walker(1975), Leventhal(1980),

Moorman(1991), Konovsky & Pugh(1994)는 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

리기 위해 활용되는 절차, 규칙에 대해 지각한 공정성을 의미한다고 했으며,

상호작용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과 관련해서 Niehoff &

Moorman(1993), Greenberg & Lind(2000), Cropanzano, Prehar, & Chen

(2002)는 절차공정성의 대인관계측면에 대한 공정성으로 절차의 실행과정에

서 처우의 공정성을 의미한다고 했다(조성원․권순식, 2014).

2. 구성요소 및 선행연구

공정성과 관련하여 1980년대 이전은 주로 분배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연구

가 진행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는 형평이론이 불공정에 대한 반응을 구

체화 시키지 못해서 절차공정성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고종욱·

류철, 2005).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은 사회적 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에 기초한 주장으로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기여에 비해

조직에서 받는 보상의 전체적인 양이 얼마나 적당한지에 대한 인식을 의미

하는 것이다(전숙영․이창원, 2017; Folger & Konovsky, 1989). 분배공정성

은 분배결과에 중점을 두므로 결과공정성(outcome fairness)으로 불려졌다

(Skitka, Winquist, & Hutchinson, 2003). 또한, 조직에 대한 개인의 기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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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서 조직으로부터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혹은 조

직이 보유한 자원이나 보상의 배분결과에 대한 지각된 공정성 등으로 정의

되기도 하였다(Tyler, 1994).

세부내용으로 분배공정성은 조직 내 보상(compensation)과 관련되어서 발

전했다. 이와 관련, Howard(1993)의 분배공정성이론은 살펴보면 그는 상대

적 박탈감 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 준거 인지이론(referent

cognition theory), 인지 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 지위특성

이론(status characteristics theory), 형평성 이론(equity theory) 등 5개로 이

론을 정리했다(Howard, 1993; 나상호, 2011).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

은 Thibaut & Walker에 의해 1970년대 초 발표됐고 그들은 구성원이 조직

의 직접적인 성과(result) 보다는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에 따라 조직의 공정성 여부를 지각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보상금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사용된 절차와 규칙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인식의 개념으로 절차공정성을 정의하고(Leventhal et al., 1980),

여섯 가지 공정성 원칙으로 일관성(consistency), 편견억제(bias suppression),

정확성(accuracy), 수정가능성(correctability), 대표성(representative), 윤리성

(ethicality)을 제시했다. 또한 평가 전의 의견개진, 쌍방적 의사소통, 평가에

대한 격려 및 반박능력,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자의 인지정도, 일관된 기준의

적용 등이 절차공정성 인식과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Greenberg, 1986; 허

수연․송은지, 2016).

조직공정성의 다른 하나인 절차공정성은 보상이 결정되는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한가에 대한 지각정도를 의미한다(Greenberg, 1986b). 따라서

구성원이 조직의 절차공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에

신뢰를 느끼게 되어 조직에서 주어진 과업의무를 다하게 된다

(Zapata-Phelan, Colquitt, Scott, & Livingston, 2009). 대부분의 조직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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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으로 구성원을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하는지에 관한 정보는 조직 가치평

가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Van den Bos & Lind, 2002). 조직이

대외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내부적으로도 공정한 절차를 운영한다

면, 내부 구성원은 조직 에 대한 자부심도 높게 느끼고, 조직이 자신을 존중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조직 가치를 높게 평가 할 것이다. 구성원의 높은 조

직의 가치평가는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절차공정

성을 낮게 지각할 때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조직몰입을 경험하게 될 것이

다(이현수․권나영․김민수, 2019). 조직공정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이

론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 조직공정성 주요이론

이론 내용

사회적 비교이론

(Adams, 1965)

자신의 투입 대비 분배 보상비율을 타인의 보상비율과 비교함으로

써 갖게 되는 인식을 의미한다.

상대적 박탈감이론

(Davis, 1959)

relative deprivation theory은 분배의 가치보다, 자신이 받은 양과

준거대상의 보이는 차이의 정도가 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준다.

준거인지 이론

(Folger, 1986)

referent cognition theory은 준거보상의 수준과 미래에 받게 될

더 나은 보상의 가능성, 현재의 결과에 대한 정당화가 공정성 지

각에 영향을 미친다.

인지부조화 이론

(Festinger, 1957)

cognitive dissonance theory은 외적 유인부터 형성된 예상 수준과

보상이 불일치할 때 불공정성을 지각하는 것

지위특성 이론

(Berger, Cohen, &

Zelditch, 1966)

status characteristics theory은 신과 타인의 보상수준을 비교하여

형성된 분배에 대한 예상과 그 격차의 개인특성을 결정짓고 자신

이 받은 그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불공정성을 지각하는 것

(Howard, 1993)

형평성 이론

(Adams, 1960)

equity theory는 개인의 공헌도에 비례한 분배와 자신의 공헌도

대 보상의 비율을 기본 전제로 해서, 자신이 투입한 공헌 대 보상

의 비율이 동일하지 않을 때 항상 불형평성을 지각하는 것이라고

정의(나상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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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공정성 선행연구

연구자 독립 종속 매개/조절 비고

Gelaidan et al.,

(2018)

transformational/tra

nsactional

leadership

work engagement
organisational

justice(매)
매개효과확인

Moradi et al.,

(2009)

Transformational/

Transac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Justice

변혁/거래적

리더십과 조직

공정성은 관계,

변혁>거래

Walumbwa et

al.,

(2008)

Contingent reward

Leadership

Satisfaction,

Commitmen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rganizational

justice

Climate/Strength

완전조정

Theron et

al.,(2004)

Transactional

Leadership

Job Satisfaction, OCB,

Organizational

Behavior

Distributive Justice,

Trust

분배공정성은

거래적 리더십과

신뢰를 매개

홍계훈 외

(2017)
조직공정성 직무탈진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절차공정성은 정(+)

분배는영향이없음

전준호․한경일

(2015)
리더십유형 조직시민행동 조직 공정성 긍정효과

이창배

(2015)
거래적 리더십 절차공정성 전․의경의 인식 긍정효과

김지한 외

(2010)
리더십유형

인사공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
공공기관의 유형 긍정효과

한진환

(2006)

거래/변혁적

리더십
조직시민행동 분배 및 절차공정성

분배는 정의 효과가

있으나절차는없음

이수광

(2006)
거래적 리더십

조직몰입

(정서적+유지적)
공정성 지각 긍정효과

차동욱

(2004)

거래․변혁적 리더십,

절차․분배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조직냉소주의

거래리더십과 절

차는 부의영향을

주나 분배는 무의

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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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조직공정성과 일탈행동 선행연구

연구자 독립 종속 매개/조절 비고

Brienza &

Bobocel

(2017)

organizational

justice
employee deviance

emotional

exhaustion(매),

employee age(조)

고령자는 정보화,

대인 관계에 민감,

젊은이는 분배/절차

적 공정성 민감

Henle

(2005)

organizational

justice
workplace deviance

Socialization,

Impulsivity

상호작용 공정성만

두 변수에서 유의

Cullen &

Sackett

(2003)

personality traits
counterproductive

behavior

Work Attitudes,

Perceptions,

and Emotions, Work

Attitudes,

Perceptions,

and Emotions

성격은 일탈행동을

촉발하고 스트레

스 등을 완화함

Jaw aha r

(2002)

Aversive events

and

actions(혐오적인

사건과 행동)

hostility,

obstructionism, and

overt aggression

perceptions of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and

interactional

justice(매)

공정성 인식은 혐오

사건/행동과 불의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관계를 완화

O'Driscoll &

Randall

(1999)

Intrinsic/Extrinsic

rewards

affective

organisational

commitment, job

involvement

continuance

organisational

commitment(매),

보상의 만족,

조직적 지원은

헌신, 참여와 밀접

Folger &

Skarlicki

(1998)

aggression,

perceived

organizational

injustice

angry and resentful

감수성 결여는

직장에서 보복,

공격성을 예측하는

역할

조윤형․두주

(2016)

상호작용공정성 중

대 인관계공정성,

정보적공정성

혁신행동, 직장내

일탈행동

심리적

주인의식(매)

상호작용공정성과

일탈행동, 정보공정성과

혁신행동유의

정양운․양지연

(2015)

psychological

entitlement
deviant behavior

organizational

justice,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조)

심리적 특권의식은

일탈행동을 증가,

공정성과 조직지원은

완화

한주원․박경규

(2009)

상호작용 공정성,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구성원 대인 및

조직 일탈

부하의 자기 존중감,

심리적 임파워먼트

(조)

조직과상사에 대한

부하의일탈

행동증가, 상사에

대한일탈행동에서

부하의자기존중감과

심리적임파원먼트의

조절효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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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 선행연구

연구자 독립 종속 매개/조절 비고

Gelaidan et al.,

(2018)

거래적 및

변혁적 리더십

조직공정성

(분배)
업무참여

거래 및 변혁적리더십 모두

분배공정성 정(+)의 효과,

업무참여는 변혁적만 있음

Khan et al.,

(2018)

transactional

leadership

employees

reactions

towards

organizational

change

조직신뢰

거래적리더십이 경영신뢰,

직원참여, 변화빈도에는

정(+)이나 거래적은

경영신뢰와는 조절효과가는

없음

Aliasa & Rasdi

(2015)

organizational

support and

organizational

ethical climate

workplace

deviance,

organizational

deviance,

interpersonal

deviance

organizational

justice

조직공정성과 조직지원이

지원직원들 사이의 조직의

일탈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일탈에 영향을 줌

Sušanj &

Jakope

(2012)

transformational

/transac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Justice

Job

satisfaction,

Commitment

매개효과와 종속의 정(+)의

효과가 있음

Akullo

(2011)

Leadership

Behaviour

organizational

justice

(분배/절차)

counterproduct

ive work

place

behaviour

리더십 행동과 정의 사이에

관계가 있으나

역생산직장행동과는 관계없음

Moradi et al.,

(2009)

transformational

/transac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justice

거래 및 변혁적리더십 모두

분배공정성 정(+)의 효과있으나

변혁이 더 큼

Walumbwa et

al.,

(2008)

Contingent

Reward

Transac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justice

Climate

Satisfaction,

Commitmen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절차공정성 분위기와 견고성이
조건부 보상 리더 행동과 감독자에
대한 추종자의 만족도 및 조직약속
수준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중재하
고, 조건부 보상 리더행동과 반사회
적 행동 사이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중재하는 것으로 확인

Theron et al.,

(2004)

transformational

/transactional

leadership

OCB,

Commitment,

Job

satisfaction

분배, 절차,

상호작용

Justice, Trust

분배공정성 거래적리더십과

신뢰를 매개

박지성․김현정

(2016)

동료의 사회적

태만
분배적공정성 리더의 지지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의

사회적 비교(LMXSC)를

중심으로 봄, 사회 비교 경향성

높고 LMXSC가 낮을 때

분배적 공정성이 최악으로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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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상사 신뢰

1. 개념

상사 신뢰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및 조직응집력을 향상시키고 상사가

내리는 의사결정에 부하들이 기꺼이 따르며 조직목표에 몰입하는 행동을 보

이는 것을 의미한다(김수․최우재․조윤형․조남숙․박진하․심호식․양정임

(2018). 상대방이 약속이나 기대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된다(Whitener et al., 1998; 정홍술․이경근,

2005). 조직의 성과를 창출함에 있어 이렇게 중요한 상사 신뢰에 대한 정의

는 그 기준을 시대에 따른 심리학, 조직행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뢰(trust)는 통일된 정의가

없다. 신뢰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구두나 문서로 작성한 약속

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generalized

expectation)이다(Rotter, 1971).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감시나 통제능력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에게 중요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상대

방의 행위에 의한 잠재적 피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다(Mayer,

Davis, & Schoorman, 1995; 양석곤․김성용․안성익, 2017).

선행연구자의 신뢰의 정의를 더 보면, 신뢰는 어떠한 상황에서 타인으로

부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존재하나 그를 믿고 선택하는 것이며, 확신은 위

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행동하는 것이다(Luthman,

1988).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을 믿고자 하는 정도이다(McAllister, 1995). 국

내 선행연구자로 이재연(2001)은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의존이 높아

상대방의 의도나 행동이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이

다. 상사에 대한 신뢰를 가진다는 것은 상사의 직무 역량과 정서적인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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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초하여 직무관계의 어려움을 이의 없이 수행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

상사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상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금,

승진기회, 직무환경과 같은 직무의 상황적인 요인들이 본인에게 감수하지

못할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신이 없을 것이며, 이는 직

무에 대한 안정감 인식 또는 긍정적 정서를 야기하여 직무태도와 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정원호․김상훈, 2016).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와 이를 독려하고 정보 공유를 촉

진하는 리더의 행동은 직원들의 신뢰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Dirks & Ferin,

2001). 신뢰에 대한 인식은 효과적인 조직지도력 과정에서 핵심이다(Pillai,

Schriesheim, & Williams, 1999). 이 과정에서 리더십 행동은 신뢰를 심어주

는 역할을 하며, 이는 직원들의 업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Dirks

& Skarlicki, 2004). 타인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에 근거한

(Rousseau, Sitkin, Burt, & Camerer, 1998) 취약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의지로 정의되는 신뢰는 리더십의 효율성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심리적 메커

니즘으로 작용한다. 자기효능, 희망, 회복력 및 낙관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발전 상태로 정의(Luthans et al., 2007)되는 것은 구성원들의

리더에 대한 인식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Norman et al., 2010).

리더들은 또한 외부의 압력이나 편협하고 일시적인 이익에 대응하기 보다

는 근본적이고 깊이 뿌리박힌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Gardner,

Avolio, & Walumbwa, 2005). 조직 구성원들과 상사 간에 신뢰관계가 높으

면 구성원들은 그들의 상사를 예측 가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반대 상

황인 경우는 그들은 상사를 예측할 수 없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Thau

et al., 2007). 선행연구에 의하면,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성과는 상사

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구성원의 상사 신뢰(trust in leader)가

그들에게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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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왔다(Burke et al., 2007).

신뢰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면 연구자별로 Lewis와 Weigert는 관계에 중

점을 두고 인지기반과 정서기반으로 신뢰의 유형을 구분했고 Lewicki와

Bunker는 계산기반 신뢰는 직무상 노력에 기초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보상

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며, 지식기반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경험과 자료가

축적되어 그에 대한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이 높아짐에 따라 그를 믿게

되는 신뢰이며, 동일시기반 신뢰는 상대방의 바람과 의도에 대한 동일시에

토대를 둔 신뢰로 유형을 3가지로 나누었다. 그 외 다수의 연구자가 주장한

신뢰의 유형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9> 연구자별 신뢰의 유형

연구자 신뢰의 유형

Lewis & Weigert(1985) 관계중점 : 인지기반(cognition), 정서기반(affect-based)

Zucker

(1986)

신뢰형성근거 : 과정기반(process-based),

특성기반(characteristic-based), 제도기반(institutional-based)

Shapiro et al.,

(1992)

억제기반(deterrence-based), 지식기반(knowledge-based),

동일화기반(identification-based)

Fox(1974), McCauley &

Kuhnert(1992)

대상기준 : 수직적(조직, 상사), 수평적(동료), 제도적(시스템),

신뢰대상 다계층성 : 조직에 대한 신뢰, 상사에 대한 신뢰,

동료에 대한 신뢰

Lewicki & Bunker(1996)
계산기반(calculus-based), 지식기반(knowledge-based),

동일시기반(identification-based)

Rousseau et al.,

(1998)

규제적 신뢰, 계산적 신뢰. 관계적 신뢰 (relational trust), 제

도적 신뢰 (institutional trust) 등으로 구분

권석균

(2000)

계산적, 지식적，동일화 신뢰라는 세 가지를 부하가 상사에

대해 가지는 신뢰 유형으로 정의

2. 구성요소 및 선행연구

신뢰는 직원들의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심리적 경험의 지표로

여겨져 왔고(Pillai et al., 1999) 업무와 관련된 상호작용에 가장 적합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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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인지기반과 대인관계에 관련된 사회 정서적 요소에 근거한 정서

적 기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되어 왔다(Dirks & Ferrin, 2002; Lewicki et

al., 2006; Zhu & Akhtar, 2014).

인지기반 신뢰는 구성원의 직무·조직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시키며 성과

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에 기여하는 반면, 정서기반 신뢰는 상대방의

복지와 안녕에 대한 진실된 관심과 배려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의 촉진에 기

여하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Colquitt et al., 2012). 특히, 인지적 신뢰는 상

사와 부하 사이에 주어지고 취해지는 요구와 같은 업무와 관련된 편리한 교

환을 하게하고 정서적 신뢰는 관리와 배려의 보답과 가입을 포함한 감정적

의사소통을 촉진한다(Dirks & Ferrin, 2002).

신뢰는 상호작용하는 개인에 따라 달라져 다양한 초점에 대한 신뢰는 다

양한 요인에 기인할 수 있고, 여러 조건에 걸쳐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

기 때문에, 믿음의 초점을 사려 깊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Dirks &

Parks, 2003). 그는 신뢰의 대상은 개인, 그룹, 기업일 수 있다. 동일한 맥락

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최소한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초점을 신뢰할 수 있다

고 제안했는데, 하나는 상사와 같은 특정한 개인이고, 다른 하나는 경영의

높은 단계와 같은 일반화된 대리자이다(Whitener, 1997).

상사에 대한 신뢰는 즉각적이고 제한적인 반면에 경영에 대한 신뢰는 더

일반적이다. 경영진이 관심의 대상일 때, 그것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관

리직 근로자를 가진 식별 가능한 상위 수준의 집단으로 간주되었다(Mayer

& Davis, 1999). 조직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 자원을 배분할 책임을 경

영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의 결정과 조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

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경영진의 신뢰도는 직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믿고 경영 계획에 완전히 참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울러

직속 상사의 결정과 조치는 일상 업무에서 직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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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ner, 1997). 경영진과 직속 상사는 둘 다 직원들에게 계층적 관계에

있어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낸다. 직속 상사나 거리가 먼 경영진에 의

해 입증된 리더십은 직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volio et al., 2004).

즉, 구성원은 상사가 자신의 업무 및 조직생활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갖고

배려해 준다고 인식할 경우, 그는 상사에게 호혜적인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되어 상사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현재의 조직

에 몰입하고자 할 것이다(Miao et al., 2014). 조직이 윤리적이라고 지각하게

되면 상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경감

되는 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부정적 결과이 가능성이 높다(기호익, 2014). 아

래 표는 상사 신뢰의 다양한 연구자의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10> 상사 신뢰 선행연구

연구자 선행연구 내용

Colquitt et al.(2012)
인지기반 신뢰는 구성원의 직무·조직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하

고 정서기반 신뢰는 상호협력의 촉진에 기여

Burke et al.(2007) 직원의 태도·행동·성과는 리더에 영향을 받음

Mulki et al(2006) 상사 신뢰가 직원들의 직무태도, 이직의도에 긍정적임

Trevino &

Brown(2004).

상사가 업무수행을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실시할 때, 종업원들

은 그들의 상사를 보다 신뢰할 수 있음

Dirks & Ferrin(2000) 신뢰는 다양한 직무결과와 관련됨

Rousseau.

(1998)

상사 행동과 의도에 긍정적 기대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미치는

위험부담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심리적 상태

김서린 외(2018) LMX이론에 의거 조직몰입이 리더 신뢰에 정의 영향

김영환

(2018)

상사능력과 부하를 공평하게 관리하는 것은 상사 신뢰와 관련이

있고 이는 감성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의 조절역할

김동현 외

(2018)

상사가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일과에서 신뢰감을 줄 때(인

지기반 신뢰), 유대관계에서 애정․관심을 보여줄 때(정서기반

신뢰), 부하의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과 목표달성 동기보유

부하는 조직몰입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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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상사 신뢰 및 조직공정성과 일탈행동 선행연구

연구자 독립 종속 매개/조절 비고

Mo & Shi

(2017)
Ethical

leadership

Employee
burnout,
Deviant
behavior,

performance

Trust in
leaders,
Surface
acting(매)

윤리적 리더십과 직원의 업무
성과는 상사신뢰에 의해 유의,

표면연기 매개역할

Alias & Rasdi

(2015)

Organizational
justice,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Trust
in organization

interpersonal
deviance,

organizational
deviance

조직공정성과 인지된 조직지원,
조직신뢰가 개인간 일탈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정의와

조직지원은 지원인력 간의 조직
일탈에 영향을 미침

Sharif &

Scandura

(2014)

Ethical
leadership

Job
satisfaction,

OCBs,
Performance

Involvement
in change,

Organizational
change(조)

상사신뢰 시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이 높고 변화도

독립변수, OCB, 성과를
완화시킴

Erkutlu, &

Chafra

(2013)

authent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eviance

trust,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조절효과

Wang et al.,

(2012)
Abusive

supervision
workplace
deviance

interactional
justice(매),
power

distance(조)

interactional justice의 매개와
power distance조절효과가 있음

Çelik et al.,

(2011)

Organizational

Trust, Burnout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terpersonal

Deviance(조)

신뢰와 성과의 관계에서 일탈의

조절효과

김시내 외

(2017)
상사지원인식 구성원의일탈행동

직무만족(매)
조직지원인식

(조)

상사지원인식이 조직구성원의
일탈행동에 부적인 영향,

상사지원인식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

직무만족 매개, 조직지원인식
조절

김선주․한인수

(2017)
비인격적 감독 일탈행동

상사신뢰(매)
자기통제능력(

조)

상사 신뢰의 매개효과 有,
자기통제능력의 상사대상 일탈
행동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

有나 조직대상 無

류성민 외

(2012)
조직공정성

개인성과급
수용성

경영진 신뢰

조직공정성은 종업원의

변화수용성에 영향을 미미치고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변화수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한광현

(2006)
조직공정성

반생산적
과업행동과

신뢰

상사 및
조직에 대한
신뢰(매)

공정성(분배/절차/상호행동적)

이 구성원 일탈 및 상사/조직의

신뢰에 영향 有, 분배공정성이

근로자들의 반생산적 과업행동

감소에 가장 큰 영향 有, 조직

부문매개, 상사는 매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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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급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서비스요구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고 좀 더 나아가 선제적으로 조치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

는데 있어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공정성, 상사 신뢰 등 조직과 개인에 정(+)

의 효과를 보이는 구성요소와 구성원들에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대인적

일탈행동의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 미션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변수간의 관계에서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이 대인적 일

탈행동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조직공정성과 상사 신뢰와는 정

(+)의 관계를 있는지 그리고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 경로뿐만

아니라 독립과 매개 그리고 종속의 또 다른 경로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절변

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주어 종속변수 미치는 부(-)의 영향을 증감시키는

지, 끝으로 전체 변수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조직공정성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인 대인일탈행동

상사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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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설 설정

1. 거래적 리더십과 대인일탈행동의 관계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의거하여 구성원들의 행동은

상사의 리더십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구성원이 관리자로부터 지원,

신뢰, 기타의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을 관찰했을 때, 적절한 업무 태도와

성과로 보답할 의무가 생긴다(Gouldner, 1960). 이와는 대조적으로, 직원들

이 열악한 리더-직원 관계를 경험하고 열등한 자원, 책임과 결과를 받았을

때, 그들은 그것에 상응하는 답례를 한다(Gorman & Gamble, 2016). 낮은

수준의 변혁적 리더십과 함께 더 높은 수준의 거래적 리더십을 보이는 관리

자를 위해 일하는 구성원들이 반드시 더 높은 수준의 일-대-가족간의 분노

(work interference with family)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탈 행위를 함으

로써 보복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Morgan et al., 2018).

거래적 리더십은 관리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주고받는 관계를 이

용하여 추종자들로부터 준수를 얻는 리더십이다(Bass & Avolio, 1997). 거

래적 리더십의 기준은 오류탐색, 처벌과 문책, 보상을 주는 것이다(Barling

et al., 2011). 거래적 리더십의 성과는 고도로 예방에 초점을 맞춰 구성원의

이직 의도를 감소시키고(Hamstra et al., 2011) 미래를 위한 보장과 규칙·법

등에 구성원이 따르게 하는 가치와 관련이 있다(Kark & Van Dijk, 2007).

아울러 조직 구성원의 일탈행동은 동료, 상사, 또는 조직 자체에 해를 가

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의도하는 직원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행동들로 정

의했다(Bennett & Robinson, 2003; Robinson & Bennett, 1995; Robinson &

Greenberg, 1998). 그리고 선행연구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중요한 조직규범을

무시하고 조직의 평판을 저해하거나 구성원들에게 해를 끼치는 조직 구성원

들의 행동을 직장 일탈행동이라고 정의했다(Robinson & Bennett,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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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을 가진 일탈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연구 분야는 반사

회적 행동, 역효과적인 행동, 기능장애 행동, 조직적 잘못된 행동 등이 있다.

일탈행동의 하위 요소는 재산일탈과 생산일탈의 개념을 포함하여 업무상 손

해를 입히는 행위인 생산일탈, 회사 재산을 남용하거나 훔치는 재산일탈, 타

인을 비방하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정치적 일탈, 타인에 적대적 또는

폭력적 행위, 신체적인 공격과 성희롱과 같은 대인관계 성격의 일탈행위인 개

인적 공격 등이 있다. 위의 유형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

되어 있다(Robinson & Bennett, 1995; 한동희․전병준, 2015).

거래적 리더십과 일탈행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거래적 리

더와 구성원들의 교환관계(leader member exchange)는 거래관계다. 거래적

리더의 강조점은 언제나 목표 달성에 있어 주어진 성과를 위해 조건 충족

시 상응하는 제시한 보상이행이다. 거래적 리더 들이 그러한 기업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알고 있지만 외면한다. 윤리적 지침의 부족과 함께 일을 망치

려는 집착은 구성원들에게 법을 무시하고 일터에서 일탈행위를 하도록 재촉

한다(Pradhan, 2013). 아울러 심리적인 권한이 높을 때 변혁적 리더십이 기

업가적 행동과 긍정적이나 거래적 리더십은 부정적인 관계를 보인다(Afsar

et al., 2017). 그러나 조직일탈과 변화 및 거래적 리더십 사이의 중요한 부

정적인 다원적 상관관계가 있어 학교 행정관의 거래적 리더십이 높아지면서

학교에서의 일탈행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Hacihtahiollu, 2012) 상사

가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거래적 리더십에 의존할 경우 구

성원들은 실수를 하고 질책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풍토가 발생하여 간

접적으로 반생산적 과업행동(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가 줄어드는 효

과를 거둘 수 있다(Gorman & Gamble, 2016).

Agnew & DeLisi(2012)의 일반긴장이론을 경찰관의 음주 및 가정폭력으

로 확장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감정소진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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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더라도 직장상사가 좋은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약속하는 리

더십을 보유하다면 감정소진이 구성원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 감소한다(심희섭․노성훈, 2015). 일탈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조직냉소

주의의 선행변수로 제안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냉소주의

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차동욱, 2004). 그러나 아래 <표 7>의 선행연구

자들의 거래적 리더십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 또는 부(-)의 효과

를 혼용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변혁적, 조건부 보상 등의 능동적 리더십이 직무 만족도와 강

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수동적 예외적 관리와 자유방임 등 부정적 리

더십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매우 부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Lee

& Jensen, 2014)되어 본 연구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요소인 소극적 및

적극적인 예외적 관리 그리고 상황적 보상 3개 구성요인을 별도의 변수로

보고 타 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일탈행동도 조직 일탈행동과 대인적 일탈행동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대인을 중심으로 변수와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경

우 고용안정성이 사기업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급여 등에 있어서도 사기업

에 비하여 낮지 않아서 구직하는 청년들의 입직선호도가 높아 고용 등과 관

련하여 개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적 일탈의 가능성은 낮다. 선행연구

에 의하면 조직에 대한 신뢰와 대인관계 일탈 사이에서 중요하고 긍정적인

관계가 발견되어 즉,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그들의

대인관계 일탈 행동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직원들

이 조직을 신뢰할 때, 그들은 그 조직이 그들의 고용 관계에 이롭거나 적어

도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믿기에 과감하게 대인적

일탈행동을 실행할 수 있다(Rahim & Nasurdin, 2008).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 구성요인은 대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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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거래적 리더십은 대인적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소극적 예외에 의한 관리는 대인적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적극적 예외에 의한 관리는 대인적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상황적 보상은 대인적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공정성의 관계

경제적 교환관계를 기초(Pillai et al., 1999; Graen & Uhl-Bien, 1995)로

하는 거래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을 이끌고 구성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준

거인지, 인지부조화, 지위특성, 형평성 이론 등을 토대로 한 조직공정성은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유인, 자발적으로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직운영 시 구성원들이 거래적 리더십을 높게 인식할수록 그들은

공정한 분배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절차적 공정성은 공정한 분배를 위한

도구적 의미로 이해하게 된다(Clay-Warner et al., 2005).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 근간을 둔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은 조직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투자한 투입(inputs)과 여기서 얻어

지는 결과(outcomes)를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인지하는

것으로, 어떤 조직이든 조직상황에서의 공정성 인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 공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탈행위, 이직 등 일탈과 관련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조직 내에서는 태업 등의 형태로 생산성 악화의 요인

이 된다(신현호, 2010). 분배공정성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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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주어질 때, 구성원들이 희생하는 정도에 부합하는 보상이 분배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며, 절차공정성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성과를 획

득하는데 사용된 기준이나 과정을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전준호․한경일, 2015).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공정성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로 살펴보면 먼저 리더

의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공정성 중 분배공정성과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

(한진환, 2006). 관리자의 상황적 보상과 소극적 예외관리는 절차공정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이창배, 2015). 상사의 리더십 유형

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공정성의 하위요

인인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전준호・한경일,

2015). 구성원이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지각시켜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진

다는 것을 확신케 하여 구성원의 도구적 믿음을 강화(Greenberg, 1996)하는

것은 거래적 리더가 구성원을 수단으로 본다는 Bass(1985)의 거래적 리더십

과 일치하는 것이다(정윤길․이규만, 2001).

업무참여에 대한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공정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직공정성이 변혁적 리더십과 업무참여를 중재한다(Gelaidan et al., 2018).

조직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그들의 리더들이 사용하는 절차가 일관되고 공

정하다고 느끼고 리더 보상행동으로 이어질 때 상사 만족과 조직헌신, 조직

시민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것은 리더가 보상을 관리하는 방식이

상황적 보상 리더 행동의 효과에 대한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주장과 일치

한다(Podsakoff et al., 2006).

절차적 공정성 풍토는 직원의 지도부와 단위 수준의 조직시민행동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사이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

(Ehrhart, 2004). 이것은 조직이 리더 만족도, 조직과의 약속, 조직시민행동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정성을 장려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에 더 많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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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Costigan et al., 2004). 거래적 리더 아래

에서 직원들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 염려하기 쉽고 Konovsky는 분배적

정의는 경제교류의 거래계약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척도라고 주장했고 이러

한 관계는 당사자들이 단기적으로 비교 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를 가지고 이익에 보답한다는 점(Konovsky & Pugh, 1994)에서 성과 평가

와 관련이 높다. 따라서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 공정성은 상당한 관계가 있

다(Gelaidan, Al-Swidi, & Harbi, 2018).

경제적 교환과정을 나타내며 가치 있는 보상은 성과와 교환되고 보상은 성

과와 연계된다는 것이 상황적 보상이다. 따라서 보상은 교환의 결과물이며

분배공정성이 이슈가 된다. 결과가 공정하다고 판단되면 구성원들은 기꺼이

교환과정에 투자하며 거래적 리더십, 분배공정성, 신뢰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

는 보상 결과에서 인지된 공정성의 중요성을 암시한다(Theron et al., 2004).

공정성을 기준으로 리더십이 결과변수에 매개하는 형태(홍계훈 외, 2017;

차동욱, 2004)와 리더십 유형을 기준으로 결과변수에 조직 공정성이 매개하

는 유형(전준호․한경일, 2015; 한진환, 2006; 이수광, 2006) 그리고 리더십유

형을 기준으로 결과변수를 조직공정성을 배치하는 형태(이창배, 2015; 김지

한 외, 2010) 등 다수의 형태가 있다. 그러나 형태는 연구자와 목적에 따라

상이하나 리더십 유형과 조직공정성의 관계는 매개역할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의 선행연구들은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요소인 상황적

보상과 예외적 관리는 조직공정성의 구성요소인 중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

성 관계 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소극적 예외에 의한 관리는 조직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적극적 예외에 의한 관리는 조직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상황적 보상은 조직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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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공정성과 대인적 일탈행동의 관계

조직공정성과 대인적 일탈행동의 관계는 사회화가 더 낮거나 충동성이 더

높은 구성원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결과는 조직공정성과 더불어

성격 변수(기분 좋음, 양심, 자제력)를 포함하는 것이 일탈예측을 강화한다

(Henle, 2005).

먼저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각각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조직공정성 중 분배공정성은 성과평가 맥락에서 평가 등급과 같은 결과 공

정성을 다루고(Jawahar, 2007), 조직에서는 직원의 투입을 언급하기 때문에,

분배와 결과의 배분에 있어서 인식된 공정성의 정도를 최종적으로 다룬다

(Akullo, 2011). Fortin(2008)는 분배공정성은 보상이나 해고의 결정 등, 분배

결과에 있어서의 공정성의 인식이라고 제안하고 분배의 결과가 작업부하의

분배와 일치한다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절차공정성은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표준,

방법 및 프로세스의 공정성 인식과 관련이 있다(Jawahar, 2007). 절차공정성

은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말하며, 직원들 간의 승진과 성과에 있어 개인과

시간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조직의 직원은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공

정한 결과를 선호한다. 따라서 조직의 절차적 정의에 대한 욕구는 모든 공

정한 직원의 욕망이다(Akullo, 2011). 따라서 절차적 정의는 수단에 관한 것

이고, 분배적 정의는 수단에 관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Ambrose &

Arnaud, 2005).

그리고 구성원 일탈행동의 다른 표현으로 일부 학자는 역효과적인 작업행동

을 주장했다(Cullen & Sackett, 2003). 이것은 생산성, 성과 및 웰빙 측면에서

조직과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직원들의 유해하고 의도적인 행동을 말한다.

일탈행동은 공격과 절도 등 명백한 행위와 의도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의 수동적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일탈행동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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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다른 수준으로 연구되고 있어도 상당수의 연구자들

(Bruk-Lee & Spector, 2006; Fox et al., 2001)은 일탈행동을 통상적으로 목표

를 반영하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눴고 직장 공격성에서 조직적 그리고 대인적

구별을 근거로 조직일탈 또는 조직과 구별하여 상사 또는 동료를 포함하는 개

인일탈로 구분했다(Robinson & Bennett’s, 1995).

조직 대 개인은 4개의 다른 범주로 구분되며 조직을 목표로 하는 일탈행

동은 생산일탈 및 재산일탈을 포함한다. 첫 번째 그룹은 일을 하지 않는 것

과 허락 없이 일찍 떠나는 것과 같은 사소한 행동들로 구성된다. 두 번째

그룹은 조직적인 재산과 장비를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개

인을 대상으로 한 일탈행동은 정치적 일탈과 침략으로 나뉜다. 정치적 일탈

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과 같은 사소한 행동이고, 개인적인 침탈은 욕설과

다른 괴롭힘 형태를 가리킨다(Robinson & Bennett, 1995).

최근에는 Robinson과 Bennett에 기초한 조직 대 개인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일탈행동의 관점을 결정하고, 일탈행동을 악플을 통해 개인을 향한

유해한 행동과 개인을 무시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동의 남용, 의도적인 업

무 수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은 생산일탈, 조직적으로 물

리적 재산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것, 직장이나 조직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훔치는 절도, 결근하고, 지각하며, 허용된 것보다 더 긴 휴식시간을 취하는

철수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시도를 했다(Spector et al., 2006). 본 연

구에서는 대인적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조직공정성과 일탈행동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앞선 연구자의

모델 이론들을 살펴보면 먼저, 팝콘모델은 개별적 요소와 상황적 요소 사이

의 상호작용 개념을 반영한 것(Folger & Skarlicki, 1998)이고 직장공격모델

은 부당한 대우, 노동력의 다양성 증가 및 공격적인 규범 등의 광범위한 사

회적 상호작용과 해고, 구조조정 및 직장에서의 물리적 환경인 상황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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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작업장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인적인 요인들을 도입한 것이다

(Neuman & Baron, 1998).

성격과 일탈행동들 간의 연관성 모델은 하나는 성격이 일탈행동과 일련의

지각변수인 직무 스트레스, 공정성 인식에 대한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특정한 성격 특성이 조직

적 사건인 조직적 관행과 지각적 변수, 그리고 지각적 변수와 일탈행동 사

이의 두 세트의 관계를 중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성격이 다른 개인

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개인은 특정 조직적 사건에 스트레스 받고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지각된 자극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Cullen & Sackett, 2003).

조직공정성과 일탈행동과의 관계를 선행연구로 보면, 분배 및 절차공정성

이 근로자들의 반생산적 과업행동 및 상사 및 조직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한광현, 2006), 심리적 특권의식(psychological entitlement)은 조직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태도 및 행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으며, 조절효과에 있

어서는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상호작용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 및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의 효과는 유효

했으나,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정양운․

양지연, 2015). 공정성 인식은 혐오 사건 및 행동과 불의에 대한 인식 사이

의 관계를 완화시킨다(Jawahar, 2002). 절차공정성은 조직일탈행동과 관련되

지 않았으나 분배공정성은 대인일탈행동과 유의하고 부정적인 관계를 보여

주었다(Aquino, Lewis, & Bradfield, 1999). 인지된 조직지원은 대인관계 일

탈 및 조직관계 일탈과 부정적인 관계를 가진다(Chen, Fah, & Jin, 2016).

일탈행동은 조직공정성에 대한 직원들의 예상치 못한 임금 삭감, 편파적 승

진 결정과 같은 불공정 인식으로 촉발된다.(Holtz & Harold, 2013).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조직공정성과 대인적 일탈행동의 관계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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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조직공정성은 구성원의 대인적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

1980년대 이전은 대부분 조직공정성과 관련하여 분배공정성에 주안점을

두었고 절차공정성은 1980년대 중반부터는 형평이론이 불공정에 대한 반응

을 구체화 시키지 못해서 관심을 끌게 되었다(고종욱·류철, 2005). 분배공정

성은 직무 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공정성이 직무스트레스

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조직신뢰와 상사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안관영, 2013). 또한, 절차공정성은 조직 내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Kim & Mauborgne, 1998), 구성원들은 자신

들에게 부정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절차적으로 공정한 경우 조

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sterson et al.,

2000; Cropanzano et al., 2002). 따라서 절차공정성은 분배공정성을 확립․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이며, 구성원은 조직 내 활동에 참여하면서 끊임없이

절차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한다(Leventhal et al., 1980).

조직공정성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준거인지, 인지부조화, 지위특성, 형평성

이론 등을 토대로 하고 거래적 리더십은 경제적 교환관계를 기초(Pillai et

al., 1999; Graen & Uhl-Bien, 1995)로 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적 동기부

여를 불러내어 스스로 부과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사

의 거래적 리더십을 높게 인식할수록 구성원들은 공정한 분배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절차적 공정성은 공정한 분배를 위한 도구적 의미로 파악하게 된

다(Clay-Warner et al., 2005). 또한,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공정성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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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친다(Gelaidan et al., 2018). 조직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그들

의 리더들이 사용하는 절차가 일관되고 공정하다고 느끼고 리더 보상행동으

로 이어질 때 상사 만족과 조직헌신, 조직시민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

다. 이것은 리더가 보상을 관리하는 방식이 상황적 보상 리더 행동의 효과

에 대한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주장과 일치한다(Podsakoff et al., 2006).

상호작용 공정성이 변혁적 리더십과 신뢰의 관계에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혔고 분배공정성은 거래적 리더십과 신뢰 사이의 관계를 조정한다

(Theron et al., 2004). 개인의 긍정적 호혜성이 강할수록 상사지원인식

(perceived supervisor support)이 조직지원인식에 미치는 영향력과 조직지

원인식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모두가 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민, 2018). 이것은 조직시민행동과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인일탈행동은 부정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조직공정성과 대인적 일탈행동의 관계를 성격과 일탈행동들 사이

의 연관성 모델로 성격특성이 일탈행동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ullen & Sackett, 2003). 직원들이 직장에서 조직공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직원들이 일탈행동을 추구할 가능성이 적게한다(e.g., Berry et al.,

2007; Chiu & Peng, 2008; Demir & Tutuncu, 2010; Robinson & Bennett,

1995). 조직공정성은 일탈행동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인식은 직무 만족도, 동기 부여, 직무 수행 능력 등을

낮추고 높은 이직과 결근율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정한 처우에 대한 인식

은 더 높은 만족도, 이직의향 감소, 그리고 일탈행동 감소를 보장한다

(Demir, 2011). 조직지원과 윤리적 환경이 조직공정성과 직원들 일탈에 영향

을 미치는 대인적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친다(Aliasa & Rasdi, 2015).

내부 구성원은 조직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조직이 자신을 존중한다고

느낄 때 조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이것은 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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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형성하게 되어(Lind & Tyler, 1988), 절차공정성을 낮게 지각할 때

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조직몰입을 경험하게 되고 반대로 일탈행동은 감소

할 것이다(이현수․권나영․김민수, 2019). 업무마감 압박, 초과근무, 산적한

업무 등의 직무요구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노력 대비 보상의

공정성 인식이 낮은 경우에 더욱 강해지고 역할갈등이 감정적 탈진에 미치

는 정(+)의 영향은 분배공정성을 낮게 지각하는 구성원에게서 더욱 강할 것

이다(Janssen, 2001; 이영․김기태․최병권, 2018). 이것은 감정적 탈진과 같

은 유사한 개념이 대인일탈행동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일 것이다.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따르면, 사용자와 종업원들 사이

의 장기적인 거래와 사회적인 관계는 조직에서 이루어지고(Wayne, Shore,

& Liden, 1997) 교환관계는 그들 간의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는 조직에 보답하기 위해 보다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고 반대인 경우

조직과 종업원들 사이의 교환관계에 있어 균형(balance)을 맞추기 위해 조

직이 자신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고 인지하게 되면 조직에 해가 되는 행

동을 보인다(Cropanzano & Mitchell, 2005; Devonish & Greenidge, 2010).

위의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조직공정성은 거래적 리더십이 대인적 일탈행동

에 영향을 미칠 때 이 둘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조직공정성은 거래적 리더십이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4-1. 조직공정성은 소극적 예외관리가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4-2. 조직공정성은 적극적 예외관리가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4-3. 조직공정성은 상황적 보상이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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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사 신뢰의 조절효과

조직관련 채용비리, 담당직원 횡령, 내부 신고자 문제 등 일련의 일탈행동

은 상사와 구성원간의 신뢰성 문제에서 시작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공정성과 청렴성을 행사하여 구성원들로부터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인 관리자(Trevino et al., 2000; 2003)로 인식되고 아울러 개인적, 직

업적 생활에서 복잡한 도덕규범을 준수(McCann & Holt, 2009)하는 상사는

구성원의 도덕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Mayer et al., 2009). 상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직원들의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고(Bruke et al., 2007), 따라서 구성원들은 자신의 최대 이익을 챙기는 것

으로 보이는 상사들과 상호 신뢰관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상사에 대한 신뢰란, 상사의 긍정적인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개인이 자신의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심리상태(Rousa et al., 1998; Yang

& Mossholder, 2010)로 고도의 정통성을 가진 상사는 구성원과의 현실적이

고 진실한 관계를 중시한다(Gardner et al., 2005; Ilies et al., 2005). 그러므

로 직무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공평․투

명하게 정보를 소통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으로 구성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를 독려하고 정보공유를 촉진하는 상사행동은 구성원들의 신뢰

를 높일 수 있다(Dirks & Ferin, 2001).

구성원과 상사사이에 신뢰가 높으면 직원은 자신의 상사를 예측 가능하고

긍정적으로 간주하고 반면에 신뢰도가 낮으면 종업원은 자신의 상사를 예측

할 수 없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Thau et al., 2007). 또한, 자기효능감, 희

망, 회복탄력성 및 낙관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발전 상태로

정의될 수 있는 것(Luthans et al., 2007)은 구성원들의 상사에 대한 인식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Norman et al., 2010).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상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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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에서 구성원들은 강화된 신뢰 기반 리더-멤버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더 얻을 수 있다(Hobfoll 1989; Pearlin et al., 1981;

Sharif & Scandura, 2013).

아울러 조직 구성원들의 감정소모는 그들의 대인일탈과 정의관계이고 조

직신뢰는 대인일탈에 부의관계 있다. 또한 대인일탈은 조직신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직성과 저감에 있어서 부분적인 매개자 역할을 수행

(Çelik et al., 2011)하고 진정리더십과 조직일탈 관계를 직원의 신뢰와 심리적

계약위반은 조절한다(Erkutlu & Chafra, 2013).

기대이론에 따르면 보상이 주어진다하더라도 그 보상에 대해 불공정성을

인지하는 경우 보상에 따른 만족감은 차이가 있으며, 보상에 대한 불공정성

은 직무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이 낮아

지는 경우 직장-가정갈등을 초래하며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Judge &

Colquitt, 2004). 이렇듯 상사에 대한 신뢰는 구성원들의 태도나 행동에 긍정

적 영향을 미쳐(Mishar & Mishar, 1994) 리더와의 업무적 지휘관계에서도

리더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는 경우, 무리한 업무수행 지시에 대해서도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다(Konovsky & Pugh, 1994).

이렇듯 조직공정성, 상사신뢰, 직무스트레스, 이직, 결근, 지각과 같은 직접

일탈과 작업 질 저하나 제품 품질저하 등 간접일탈 등 감정요인과의 관계에

서 절차를 제외한 분배와 상호작용 공정성은 직무 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공정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조직신뢰와 상

사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안관영, 2013).

위 선행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조직공정성과 인지된 조직지원, 조직신뢰

가 개인 간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공정성과 조직지원은 지원인력

간의 조직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친다(Alias & Rasdi, 2015). 대인일탈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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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신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Çelik et al., 2011). 상사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는 구성원의 일탈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선

주․한인수, 2017) 조직공정성이 반생산적과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때 상사

및 조직 신뢰가 구성원의 반생산적 과업활동 감소에 영향을 준다(한광현,

2006). 상사 신뢰가 높은 구성원일수록 조직공정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조직공정성과 일탈행동 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영

향에 더 강력하게 반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사 신뢰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상사 신뢰는 조직공정성이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아래의 선행연구

자가 발표한 일탈행동 관련이론이다.

가설 5. 상사 신뢰는 조직공정성이 구성원의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표 12> 일탈행동 관련 이론

이론명 주요내용

신뢰자원 이론

(Hobfoll, 1989)

사람들이 귀중한 자원을 획득, 보유, 보호 및 육성하고 자원 손실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적 교환이론

(Cropanzano &

Mitchell, 2005)

구성원은 자신이 받은 부정적인 취급에 대해 유사한 방법

(보복)으로 되돌리는 경향이 있다.

자원보존이론

(Blau, 1964)

구성원들은 자존감 등 정서적 자원이 부족한 것이 특징인 심리적 상

태에 있기 때문에 표면적 행동에 관여하고. 이러한 경우 자신의 생각

과 감정의 적절성에 대해 더 큰 불확실성을 경험한다(Ozcelik 2013;

Halbeleben et al. 2014).

권력의존이론

(Liden et al., 1997)
구성원은 귀중한 자원에 대해 리더에게 더 많이 의존한다

억지이론

(Zimring &

Hawkins, 1973)

어떤 관계에 있는 힘없는 당사자들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 때, 강력한

당사자에 대한 보복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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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사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

구성원의 상사 신뢰 인식의 수준에 따라 조직공정성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공정성을 매개로 하여 구성원의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

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상사 신뢰와 조직공정성 그리고 동료

의 사회적 태만의 관계에서 상사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의 영향력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박지성․김현정, 2016). 그들은 조직공정성과 사회

비교에 관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특징과 상황이 동료의 사회적 태만

과 조직구성원의 분배적 공정성 인식 간의 부정적 관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제안하였고, 조직구성원이 불공정성을 느끼는 정도는 개인이 본인의

이익을 저해하는 상황에 어느 정도 예민한지, 불공정성이 자원 배분의 역할

을 하는 리더의 지지에 의해 어느 정도 보상된다고 여기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사신뢰는 긍정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조직공정성은 일탈행동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직장에서 조직공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직원들이 일탈행동을 추구할

가능성이 적게 하고(Berry et al., 2007; Chiu & Peng, 2008; Demir &

Tutuncu) 직장에서 관리자와 동료 사이에 신뢰도가 높을 때, 직원들은 높은

직무 만족도, 조직적 지원, 더 나은 근로 삶의 질 등 때문에 동기, 남으려는

의도, 조직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다. 한편, 낮은 수준

의 조직 신뢰는 갈등, 이직 의도, 조직의 불안정성, 일탈 행동의 증가를 초

래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의 신뢰는 조직에서 직원의 일탈 행위를 감소시

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Demir, 2011).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거래적 리더십과 대인적 일탈행동의 관계를 매

개하는 조직공정성의 역할과 조직공정성과 대인적 일탈행동의 관계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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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사 신뢰 인식의 역할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결국, 상사 신뢰 인식

이 높은 구성원의 경우 조직공정성에 따른 대인적 일탈행동이 더욱 축소되

고 반대로 상사 신뢰가 낮은 경우에는 조직공정성이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

치는 영향력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인적 일탈행동 증가할 수 있다고 예

상할 수 있다. 아울러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는 동료신뢰는 유의

미한 조절효과가 있었으나 상사신뢰는 없었고, 임금수준과 이직의도와의 관

계에서는 동료신뢰와 상사신뢰의 조절효과를 발견하였다(박은선․오계택․

이명주, 2017). 앞의 선행연구결과들을 근거로 상사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상사 신뢰가 높을수록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공정성을 통해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6-1. 상사 신뢰가 높을수록 소극적 예외관리가 조직공정성을 통해 대

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6-2 상사 신뢰가 높을수록 적극적 예외관리가 조직공정성을 통해 대

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6-3 상사 신뢰가 높을수록 상황적 보상이 조직공정성을 통해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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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는 거래적 리더십을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하고 조직

공정성을 매개변수(mediation variable)로 상사 신뢰를 조절변수(moderated

variable)로 대인적 일탈행동을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설정하였다.

모든 변수들은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

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1. 거래적 리더십

본 연구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을 공공기관의 관리(보직)자가 구성원을 대

상으로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위해 거래(교환)의 형

태로 부과된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수요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

를 수행하는 하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하였다. 거래적 리더십은 상사

가 명확한 과업을 부과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과 처벌을 병행하여 구성원

들의 수행직무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한 변수간의 모형에 대한 적정한 적합도 유지를 위하

여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요인인 소극적 예외관리와 적극적 예외관리 그리고

상황적 보상을 별개의 독립된 별개의 변수로 보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

게 한 사유는 능동적 리더십(변혁적, 조건부 보상 등)이 직무 만족도와 강하

게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부정적 리더십(수동적 예외관리, 자유방임)은 위

에서 언급한 것과 매우 부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Lee & Jensen,

2014)되었고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인별 특성을 반영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과 변수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여 보다 깊이 있고 차별화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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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연구와 관련하여 사용한 설문은 Bass & Avolio가 개발한 MLQ

5X(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5X; Bass & Avolio, 2000)로 질문

문항은 <표 13>와 같이 예외적 관리 등 3개 부문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하

여 측정하는 도구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위변수 질 문 내 용

소극적
예외에
의한 관

리

1. 나의 직속상사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내 업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2. 나의 직속상사는 일이 잘못되기 전 까지는 기다리고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3. 나의 직속상사는 잘못된 것이 없다면 미리 고칠 필요가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4. 나의 직속상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문제가 만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적극적
예외에
의한 관

리

5. 나의 직속상사는 부정 및 실수, 예외, 기준을 벗어나는 행동을

관리하는데 집중한다.

6. 나의 직속상사는 실수 및 불만, 실패를 예방하고 바로잡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7. 나의 직속상사는 모든 실수에 예의주시한다.

8. 나의 직속상사는 실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온 힘을 집중한다.

9. 나의 직속상사는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공하고자 한다.

상황적
보상

10. 나의 직속상사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힌다.

11. 나의 직속상사는 내가 성과를 달성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12. 나의 직속상사는 내가 기대에 부응하면 만족스러움을 표현한다.

<표 13> 거래적 리더십 측정 설문항목

2. 일탈행동

대인적 일탈행동(deviant behavior)은 동료, 감독관, 또는 조직 자체를 해

치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나 의도하는 조직 구성원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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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로 정의되어 왔다(Bennett & Robinson, 2003; Robinson & Bennett,

1995; Robinson & Greenberg, 1998).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탈행동의 설문문항은 Aquino, Lewis, &

Bradfield(1999)가 개발한 것으로 질문문항은 <표 14>과 같이 대인관계 일

탈행동 부문 총 6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도구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위변수 질 문 내 용

대인적

일탈행동

1. 나는 윤리적, 종교적으로 동료를 비방한 적이 있다.

2. 나는 동료를 욕한 적이 있다.

3. 나는 동료들과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한다.

4. 나는 상사에 대한 험담을 한 적이 있다.

5. 나는 동료에게 외설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다.

6. 나는 다른 동료 앞에서 특정 동료를 노골적으로 놀린 적이 있다.

<표 14> 일탈행동 측정 설문항목

3. 조직공정성

조직공정성은 조직 내 제도 자원배분, 의사결정과정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Greenberg, 1990)이며 하위차원으로 분배와 절차 등에 대

한 공정성 인식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정에서의

공정성으로 진화하여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의 세 가지 차

원으로 제시(정홍술·이경근, 2004)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배

와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은 분배공정성은 Price & Mueller(1986)가 개발한

distribuiive justice index.을 절차공정성은 Moorman(1991)이 개발한 proced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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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scale을 활용하여 문항 수는 <표15>과 같이 분배가 6개, 절차가 7개로 총 13

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위변수 질 문 내 용

분배

공정성

1. 내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할 때, 현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2. 내가 받은 교육훈련을 고려할 때, 현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3. 내가 쌓아온 경험을 고려할 때, 현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4. 내가 업무에 기울인 노력을 고려할 때, 현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5. 내가 달성한 업무 성과를 고려할 때, 현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6. 내가 받는 업무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현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절차

공정성

7. 우리 조직의 절차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정확한 정보로 설계되

었다.

8. 우리 조직의 절차는 의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9. 우리 조직의 절차는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양한 측면을 고

려하여 설계되었다.

10. 우리 조직의 절차는 일관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기

준으로 설계되었다.

11. 우리 조직의 절차는 구성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12. 우리 조직의 절차는 의사결정과 이행에 대해 피드백이 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

13. 우리 조직의 절차는 해설 또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표 15> 조직공정성 측정 설문항목

4. 상사 신뢰

신뢰란, 어떠한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존재하나 그

를 믿고 선택하는 것(Luthman, 1988)으로 정의하였고 Lewis &

Weigert(1985)는 신뢰의 유형을 관계에 중점을 두고 2가지로 나누어 인지기

반(cognition)과 정서기반(affect-based)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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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Yang & Mossholder(2010)가 사용한 cognitive trust in

supervisor과 affective trust in supervisor의 2개 부문에서 문항 수는 <표16>

과 같이 각 5개 씩 총 10개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위변수 질 문 내 용

인지적

상사신뢰

1. 나는 내 상사가 자기 책임을 다 할 것으로 믿는다.

2. 내가 맡은 과업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 나의 상사에게 의존할 수

있다.

3. 나의 상사는 맡은 일을 끝까지 이행한다.

4. 나는 나의 상사의 업적을 보면 그의 능력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5. 나의 상사는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간다.

정서적

상사신뢰

6. 나의 상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나의 개인적인 욕구에 대해 늘

관심을 보인다.

7.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상사에게 털어 놓으면 그는 관심을 가지고

대해준다.

8. 나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상사와 의논할 수 있다.

9. 내가 느낀 바를 나의 상사와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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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상사 신뢰 측정 설문항목

5. 통제 변수

거래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대인적 일탈행동 관계에서 근로자 조직공정성

의 매개효과와 상사신뢰의 조절효과를 공공기관 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공공기관 구분 근거에 따라 공기업, 준 정부기관

중 10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공기관 종사자로 개념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 구성원의 일탈행동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는 통제요인으로 성별, 연령, 근속연수, 담당

직무, 직장유형 등으로 설정하였다. 성별의 경우 더미변수로 남성은 1,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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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항번호 문항수 출 처

거래적리더십

예외적관리

(소극)
1-4 4

Bass & Avolio

(2000)
예외적관리

(적극)
5-8 4

상황적 보상 9-12 4

일탈행동 대인적 1-6 6
Aquino et al.

(1999)

공정성

분배공정성 1-6 6
Price & Mueller

(1986)

절차공정성 7-13 7
Moorman
(1991)

상사 신뢰
인지적 1-5 5

Yang & Mossholder
(2010)

정서적 6-10 5

통제변수 5

합계 46

은 0으로 구분하였고, 연령대는 1= 20대 미만, 2= 20대, 3= 30대, 4= 40, 5=

50대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근속기간은 1 = 1년 미만, 2 = 1년 이상∼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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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20년 미만, 6 = 20년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담당직무는 더미변수로 기

술․연구직 등 = 0, 사무․관리직 = 1하였고 끝으로 공공기관유형은 더미변

수로 0은 공기업이고 1은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였다.

6.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각 변수별 설문지 구성과 출처는 <표17>와 같다.

<표 17> 설문지 구성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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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성 (N=373)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65 71.0%

여성 108 29.0%

연령

20대 47 12.6%

30대 137 36.7%

40대 122 32.7%

50세 이상 67 18.0%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공기업 4개 및 준정부기관 6개 기관 총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거래적 리더십, 대인적 일탈행동, 조직공정성, 상사 신뢰의 변수에 대하여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1개

월 동안 4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1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 설

문 중 39부는 성의 없이 작성하여 제외하고 373부을 분석하였다. <표 18>

에서 응답자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성 265명(71.0%), 여성 108명(29.0%)이

고, 연령대는 20대가 47명(12.6%), 30대가 137명(36.7%)으로 40대가 122명

(32.7%), 50대 이상이 67명(18.0%)로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유형은

공기업 종사자가 110명(29.5%), 준정부기관이 263명(70.5%)으로 나타났다.

담당직무 사무․관리직이 227명(60.9%)이고 기술지과 연구직 등이 146명

(39.1%)이며 근속연수는 5년 미만이 112명(30.2%)이고 5년 이상∼10년 미만

이 79명(21.2%), 10년 이상∼20년 미만이 100명(26.8%), 20년 이상도 82명

(22.0%), 10년 미만이 51%이고 이상이 49%이다.

<표 18>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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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성 (N=373)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직장유형
공기업 110 29.5%

준정부기관 263 70.5%

담당직무
사무관리직 227 60.9%

연구․기술직 등 146 39.1%

근속연수

1년 미만 13 3.5%

1~3년 미만 45 12.1%

3~5년 미만 54 14.5%

5~10년 미만 79 21.2%

10~20년 미만 100 26.8%

20년 이상 82 22.0%

제2절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거래적 리더십과 대인적 일탈행동 간의 관계 분석에 앞서 SPSS

20.0와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Amos을 이

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 분석은 거래적 리더십

은 요인별 속성이 상이하여 소극적 예외의 관리, 적극적 예외의 관리, 상황

적 보상을 독립된 변수로 보아, 대인적 일탈행동, 조직공정성, 상사 신뢰와

평행하게 분석의 대상으로 처리하였고 조직공정성과 상사신뢰도 척도의 신

뢰성을 높이고 보다 연속적인 정규분포화된 특성을 얻고자 항목묶음(item

parceling)방식을 이용하였다.

1. 신뢰도 측정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값이 0.7 이상이면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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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명 항목 수 Cronbach’s α값 표준편차 비 고

소극적 예외의 관리 4 .845 3.637

적극적 예외의 관리 4 .764 3.029

상황적 보상 4 .841 2.891

대인적 일탈행동 6 .858 3.993

조직공정성 13 .953 9.150

상사 신뢰 10 .935 6.403

계 41문항

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19>와 같이 도출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거래적 리더십은 0.785, 일탈행동은 0.858, 조직공정성

은 0.953, 상사 신뢰는 0.935로 나타나, 모든 측정변수의 Cronbach’s α값이

0.7을 넘어서고 있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표 19> 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위해 소극적 예외의 관

리 등 6개 변수 측정도구의 41개 문항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수별 요인적재치, 표준요인적재치 및 C.R(개념 신뢰도)와

AVE(평균분산추출)값은 <표 20>와 같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대

인적 일탈행동의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 60 -

변수 측정변수 요인적재치 표준요인적재치 S.E t CR AVE

소극적 예외의

관리

1 1.000 .845

0.828 0.556
2 1.027 .912 .052 19.715

3 .891 .747 .055 16.245

4 .556 .526 .053 10.424

적극적 예외의

관리

5 1.000 .556

0.764 0.450
6 1.156 .723 .126 9.193

7 1.126 .649 ..129 8.707

8 1.172 .736 .127 9.263

상황적 보상

9 1.000 .728

0.880 0.648
10 1.108 .782 .079 14.078

11 1.271 .832 .086 14.849

12 .822 .692 .066 12.516

대인적

일탈행동

1 1.000 .691

0.580 0.891

2 1.278 .796 .095 13.406

3 .923 .660 .081 11.396

4 1.290 .782 .098 13.220

5 .927 .670 .080 11.558

6 .866 .643 .078 11.128

조직공정성
1(분배) 1.000 .655

0.849 0.743
2(절차) 1.338 .932 .159 8.420

상사 신뢰
1(인지) 1.000 .865

0.850 0.919
2(정서) 1.114 .843 .068 16.401

<표 20>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최종 모형의 적합도(Model Fit) 결과는 CMIN(χ2) = 546.683 (DF = 194,

P = 0.000, CMIN/DF = 2.818), RMSEA = 0.070, NFI = 0.861, RFI =

0.834, IFI = 0.905, TLI = 0.886, CFI = 0.904 이다. RMSEA 값은 0.1이하,

RMR 값은 0.5 이하, NFI, IFI, TLI, CFI 값은 전반적으로 0.9에 근접하고

있어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오계택·이명주, 2017; 김용재 외, 2017).

그리고 모든 구성개념에 대한 표준요인 적재치가 0.5정도부터 그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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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 문항수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소극적 예외관리 4 1-4 1.00 5.00 2.707 .909

적극적 예외관리 4 1-4 2.00 5.00 3.491 .392

상황적 보상 4 1-4 2.00 5.00 3.663 .723

대인적 일탈행동 6 1-3.5 1.00 4.00 1.867 .034

조직공정성 13 1-3.7 1.38 5.00 3.366 .036

- 분배 6 1-4 1.00 5.00 3.387 .810

- 절차 7 1-4 1.00 5.00 3.345 .762

상사 신뢰 10 1-3 2.00 5.00 3.98 .640

- 인지 5 1-3 2.00 5.00 4.09 .642

- 정서 5 1-3.6 1.40 5.00 3.88 .734

<표 2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로 나타나고 있어 집중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념 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AVE)의 값을 계산한 결과 0.7과 0.5보다 높아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측정문항은 각각의 개념에 대해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단, 적극적 예외관리의 AVE는 0.45, Gefen, Straub & Boudreau는 평균

분산 추출(AVE)은 0.5보다 높지만 0.4를 수용가능하고 Fornell과 Larcer는

AVE가 0.5 미만이지만 복합 신뢰성이 0.6보다 높은 경우, 구조물의 수렴 유

효성은 여전히 적절하다(Huang et al., 2013)는 근거를 적용하였다.

2.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1) 기술통계

주요 변수들의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가 확보된 문항을 토대로 소극적

및 적극적 예외의 관리, 상황적 보상, 대인일탈행동, 조직공정성, 상사 신뢰

등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여 <표 21>과 같이 정리하였다. 요인 중 인지적

(4.09) 및 정서적(3.88) 상사 신뢰가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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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

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는 응답자의 개인적

인 특성을 반영하여 통제변수 5개와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6개 변수에 대

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 중 성별, 담당직무, 직장유형 등은 더미변

수로 변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 중 근속연수만 대인적 일탈행동(r=.122, p<.0.05)과 정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적극적 예외에 의한 관리(r=-.144, p<.0.01)와 상

황적 보상(r=-.255, p<.0.01)은 대인적 일탈행동과 부(-)의 관계이며, 조직공

정성(r=-.292, p<.0.01)과 상사 신뢰(r=.367, p<.0.01)도 대인적 일탈행동과 부

(-)의 관계를 나타났다.

이는 통제변수 중 근속연수는 길수록 대인적 일탈행동에 가능성이 높아진

다. 즉, 정(+)의 영향을 미치고 그 외의 통제변수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변수와 대인적 일탈행동은 적극적 예외에 의한 관리와

상황적 보상 그리고 조직공정성과 상사 신뢰는 부(-)의 관계이므로 주요변

수를 강화하면 대인적 일탈행동은 감소한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으나 소극

적 예외에 의한 관리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났다. 따라서 소극

적 예외에 의한 관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검증할 때 변수간의

관계를 좀더 면밀히 검증하고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면 가설 1이 기각되므로

이하의 검증에서는 다루지 않고자 한다.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22>에 제시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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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 SD 1 2 3 4 5 6 7 8 9 10 11

1.성별 .71 .45 1

2.연령 3.56 .93 .405*** 1

3.근속연수 4.22 1.43 .291*** .814*** 1

4.담당직무 .61 .49 -.233*** -.262*** -.251*** 1

5.공공기관 유형 .71 .46 -.154** -.199*** -.297*** .313*** 1

6소극적 예외관리 2.71 .91 .004 .094 .082 -.008 .012 1

7.적극적 예외관리 3.49 .76 .116* .140** .143** -.033 -.089 .074 1

8.상황적 보상 3.66 .72 .134** .187*** .177** -.002 -.096 -.076 .458*** 1

9.대인적 일탈행동 1.87 .67 -.021 .035 .112* .077 .015 .076 -.144** -.255*** 1

10.조직공정성 3.37 .71 .178** .110* .126* -.107* -.270*** -.071 .175** .329*** -.292** 1

11.상사 신뢰 3.99 .64 .107* .107* .084 -.076 -.054 -.121* .274** .599** -.367** .434** 1

주1) N=373,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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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 1년 미만(1), 1∼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4.담장직무 : 더미변수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 기타(0), 사무직(1), 5.공공기관 유형 : 더미변수 공기업(0), 준정부기관(1).

<표 22> 변수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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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설 검증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1) 소극적 예외에 의한 관리와 대인적 일탈행동의 관계

소극적 예외관리와 대인적 일탈행동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 1은 소극적 예외관리는 대인적 일탈행

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표 23>에서 제시한 회귀

모형을 보면, 분석 1단계의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로 사용한 성별, 연령, 근

속연수, 담당직무, 공공기관 유형 등 5개를 먼저 투입하였다. 2단계 모형 2

에서는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독립변수인 소극적 예외관리를 투입하였다.

회귀모형을 해석할 때 모형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F-통계

량과 Durbin-Watson값을 확인하여야 한다. F-통계량 값은 유의수준도 함

께 확인해 보아야 하고, Durbin-Watson 값의 경우에는 2를 기준으로 오차

항들이 독립임을 판단해야 한다.

<표 23>의 모델 2는 소극적 예외관리를 검증한 것으로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보는 모형2의 경우 F값이 2.393, p<0.05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값은 1.719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독

립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설명력인 R2 값을 모형 2에서 살펴보면 3.8%(수

정된 계수 2.2%)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소극적 예외관리(β = 0.069,

p=.179)는 대인적 일탈행동과의 관계에서 유의확률이 기준치보다 높아 가설

1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 예외관리는 직간접적으로 작업장 불

순성과 관련이 있고 즉, 정(+)의 관계다(Lee & Jensen, 2014)의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대인적 일탈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

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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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적 예외에 의한 관리와 대인적 일탈행동의 관계

이어서 가설 2로 적극적 예외관리는 대인적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표 23>의 모델 3은 적극적 예외관리를 검증한

것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는 모형2의 경우 F값이 3.715,

p<0.001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값은 1.745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

로 확인 되었다. 또한 독립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설명력인 R2 값을 모형

2에서 살펴보면 5.7%(수정된 계수 4.2%)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적극적 예

외관리(β = 0.159, p<0.01)는 대인적 일탈행동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극적 예외관리를 강화하면 대인적 일탈은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가정 2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일탈과 변화 및 거래적 리

더십 사이의 중요한 부정적인 다원적 상관관계가 있어 학교 행정관의 변혁

과 거래적 리더십이 높아지면서 학교에서의 일탈행동이 줄어든다

(Hacihtahiollu, 2012)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3) 상황적 보상과 대인적 일탈행동의 관계

가설 3은 상황적 보상은 대인적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예측하였다. <표 23>의 모델 5는 공공기관 전체를 검증한 것으로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는 모형2의 경우 F는 7.518, p<0.001으로 나타났

으며 Durbin-Watson 값은 1.847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독립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설명력인 R2 값을 모형 2에서 살펴보

면 11.0%(수정된 계수 9.5%)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델 2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상황적 보상(β = -.284, p<.001)는 대인적 일탈행동과의 관계에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황적 보상이 강화되면 대인적 일탈행동이 감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정 3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직장상사가 좋은 성

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약속하는 리더십을 보유하다면 감정소진이 구성원

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한다(심희섭․노성훈, 2015)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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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대인적 일탈행동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t β t β t β t

성별 -.012 -.217 -.010 -.173 -.001 -.011 -.010 -.182

연령 -.149 -1.593 -.156 -1.664 -.142 -1.533 -.117 -1.300

근속연수 .271 2.963* .269 2.947** .283 3.128** .288 3.286***

담당직무 .092 1.644 .091 1.639 .097 1.758† .115 2.148*

공공기관유형 .035 .632 .033 .594 .026 .477 .016 .291

소극적 예외관리 .069 1.348

적극적 예외관리 -.159 -3.080**

상황적 보상 -.284 -5.617***

R2/R2
adj .033/.020 .038/.022 .057/.042

△R2 .033 .005 .042 .077

F starisric 2.503* 2.393* 3.715*** 7.518***

Durbin-Watson 1.719 1.745 1.847

주1) N=373,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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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 : 1년 미만(1), 1∼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4.담장

직무 : 더미변수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 기타(0), 사무직(1), 5.직장유형 : 더미변수 공기업(0), 준정부기관(1).

<표 23>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회귀분석 결과

2.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

1) 적극적 예외에 의한 관리와 조직공정성의 관계

가설 4는 가설 1이 기각이 되어 설명을 생략하고 가설 5는 적극적 예외관

리가 직원들의 조직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표 24>의 적극적 예외관리를 보았을 때 모형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F 통

계량은 7.620(p<0.001)이고 Durbin-Watson값은 1.908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

로 확인 되었다. 또한 독립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설명력인 R2 값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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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서 살펴보면 11.1%(수정된 계수 9.6%)로 나타났다.

모델 2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적극적 예외관리(β = .139, p<0.01)는 조직공

정성과 관계에 있어 유의미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확인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적극적 예외관리는 조직공정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즉, 적극적 예외관리가 강화되면 직원의 조직공정성도 인

식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가설 5는 채택 되었다.

위의 결과는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공정성의 하위요인인 분배공정성과 절

차공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전준호・한경일, 2015)와 적극적 예외관

리는 공정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사업장의 불순성 감소시킨다

(Lee & Jensen, 2014)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2) 상황적 보상과 조직공정성의 관계

가설 6은 상황적 보상이 직원들의 조직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예측하였다. <표 24>의 모델 3에서 상황적 보상의 모형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F 통계량은 13.167(p<0.001)이고 Durbin-Watson값은 2.001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독립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설명

력인 R2 값을 모형 2에서 살펴보면 17.8%(수정된 계수 16.4%)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상황적 보상(β = .300, p<0.001)과 조직공정성의 관계에서 유

의확률이 유의미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확인된 결

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상황적 보상은 조직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

다. 즉, 상황적 보상이 강화되면 직원의 조직공정성도 인식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가설 6는 채택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리자의 상황적 보상과 소극적 예외관리는 절차공정성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이창배, 2015)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

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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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조직공정성

Model 1 Model 2 Model 4

β t β t β t

성별 .140 2.526* .129 2.355* .116 2.196†

연령 -.014 -.158 -.021 -.230 -.048 -.554

근속연수 .025 .284 .014 .165 .006 .073

담당직무 .005 .094 .000 .009 -.020 -.386

공공기관유형 -.246 -4.523*** -.238 -4.412*** -.225 -4.334***

적극적 예외관리 .139 2.784**

상황적 보상 .300 6.162***

R2/R2
adj .092/.080 .111/.096 .178/.164

△R2 .092 .019 .085

F starisric 7.456*** 7.620*** 13.167***

Durbin-Watson 1.908 2.001

주1) N=373,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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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 : 1년 미만(1), 1∼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4.담장

직무 : 더미변수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 기타(0), 사무직(1), 5.직장유형 : 더미변수 공기업(0), 준정부기관(1).

<표 24>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회귀분석 결과

3.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1) 조직공정성과 대인적 일탈행동의 관계

가설 7은 조직공정성이 직원들의 대인적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표 25>의 모델 2를 보면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독립

변수인 조직공정성이 직원들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먼저 연구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값F 통계량은 8.666(p<0.001)로 유

의하고 Durbin-Watson값은 1.727로 도출되어 모형타당성이 확인 되었다.

또한 독립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설명력인 R2 값을 모델 2에서 살펴보면

12.4%(수정된 계수 11.0%)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형 2의 결과를 분석해 보

면 조직공정성(β = -0.317, p<0.001)은 대인적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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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확인된 조직공정성과

대인적 일탈행동의 부(-)의 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조직공정성이 높아

질수록 일탈행동은 낮아질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가설 7은 채택 되었다. 이런 결과는 공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일탈행위, 이직 등 일탈과 관련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조직 내에서

는 태업 등의 형태로 생산성 악화의 요인이 된다(신현호, 2010)는 선행연구

를 지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모델 1에서 통제변수들 중 대인적 일탈행동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

이는 것을 살펴보면 근속연수(β = .279, p<0.001)와 담당직무(β = .093,

p<0.05)만 정(+)의 영향을 보이고 그 외 통제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Variable

대인적 일탈행동

Model 1 Model 2

β t β t

성별 -.012 -.217 .032 .582

연령 -.149 -1.593 -.153 -1.722*

근속연수 .271 2.963** .279 3.200***

담당직무 .092 1.644 .093 1.756*

공공기관유형 .035 .632 -.043 -.775

조직공정성 -.317 -6.181***

R2/R2
adj .033/.020 .124/.110

△R2 .033 .091

F starisric 2.503* 8.666***

Durbin-Watson 1.727

주1) N=373,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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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 : 1년 미만(1), 1∼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4.담장직

무 : 더미변수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 기타(0), 사무직(1), 5.직장유형 : 더미변수 공기업(0), 준정부기관(1).

<표 25>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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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공정성의 매개효과

1) 적극적 예외관리와 조직공정성, 대인일탈행동의 관계

가설 9는 거래적 리더십 중 적극적 예외관리와 대인일탈행동과의 관계에

서 조직공정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표 22>의

독립과 종속의 상관관계를 보면 -.144(p<0.01)로 나타나고 <표 23>적극적

예외관리의 베타값과 유의확률도 β = -.159, p<.01로 대인적 일탈행동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극적 예외관리가 강화되면 대인

적 일탈행동이 감소될 것이다.

아울러 <표 23>에서 분산분석으로 유의확률을 확인한 결과 적극적 예외

관리의 F통계량은 3.715(p<0.001)이고 <표 26>에서 조직공정성의 F통계량

은 8.304(p<0.001)로 모형의 적합성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표 26>에서 모델 2와과 3에서 적극적 예외관리의 β값을 비교해보

면 -.159에서 -.117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조직공정성이 투입

되면서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작동한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공정성이

적극적 예외의 관리가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 이로서

가설 9는 채택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리더-멤버 교환(LMX)은 정보공

정성과 대인공정성의 관계를 감독자 주도의 일탈과 조직 주도의 일탈 모두

에 대해 완전히 조정한다(Akremi et al., 2010)는 선행연구와 의미를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매개변수를 투입함에 따라 모형 2보다 모형 3이 설명력이 80.0% 높

아졌고 아울러 다중공선성은 VIF값을 확인한 결과 5를 초과하는 것이 없어

다중공선선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상황적 보상과 조직공정성, 대인일탈행동의 관계

가설 10은 거래적 리더십 중 상황적 보상과 대인일탈행동과의 관계에서

조직공정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표 22>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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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과 종속의 상관관계를 보면 -.255(p<0.01)로 나타나고 <표 23>의 상황적

보상 베타값과 유의확률도 β = -.284, p<.001로 대인적 일탈행동과의 관계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황적 보상이 강화되면 대인적 일탈행

동이 감소될 것이다.

아울러 분산분석으로 유의확률을 확인한 결과 적극적 예외관리의 F통계량

은 7.518(p<0.001)이고 조직공정성의 F통계량은 10.072(p<0.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표 26>에서 모델 4과 5에서 상황적 보상의 β값을 비교해보면

-.284에서 -.209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조직공정성이 투입되면

서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작동한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공정성이 적극

적 예외의 관리가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 이로서 가설

10은 채택이 되었다.

매개변수를 투입함에 따라 모형 2보다 모형 3이 설명력이 52.0% 높아졌

고 아울러 다중공선성은 VIF값을 확인한 결과 5를 초과하는 것이 없어 다

중공선선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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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대인적 일탈행동

Model 1 Mode 2 Model 3 Model 4 Model 5

β t β t β t β t β t

성별 -.012 -.217 -.001 -.011 .038 .699 .010 .182 .039 .730

연령 -.149 -1.593 -.142 -1.533 -.148 -1.670 -.117 -1.300 -.129 -1.476

근속연수 .271 2.963** .283 3.128** .287 3.315*** .288 3.286*** .290 3.400***

담당직무 .092 1.644 .097 1.758 .097 1.837† .115 2.148* .110 2.114

직장유형 .035 .632 .026 .477 -.045 -.822 .016 .291 -.041 -.761

적극적 예외관리 -.159 -3.080** -.117 -2.344*

상황적 보상 -.284 -5.617*** -.209 -4.042***

조직공정성 -.300 -5.817*** -.252 -4.767***

R2/R2
adj .182/.033 .057/.042 .137/.121 .110/.095 .162/.146

F 통계량 2.503* 3.715*** 8.304*** 7.518*** 10.072***

Durbin-Watson 1.734 1.800

주1) N=373,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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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 1년 미만(1), 1∼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4.담장직무 : 더미변수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 기타(0), 사무직(1), 5.직장유형 : 더미변수 공기업(0), 준정부기관(1).

<표 26> 조직공정성 매개효과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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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사 신뢰의 조절효과

가설 11은 조직공정성이 대인적 일탈행동 사이에 상사 신뢰가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라 예측하였다. <그림 2>는 변수유형별 조절효과 형태를 보여주

는 것으로 회귀식(y)= b1×A + b2×B + b3×AB + C = (b1 + b3×B)A +

(b2×B+C)를 이용하여 도출하였고 각 변수의 표준편차와 투입변수의 회귀계

수를 넣어 3가지 유형별 조절효과모형을 추출한 것이다.

<표 27>의 모델 2와 모델 3은 매개변수인 조직공정성과 종속변수인 대인

적 일탈행동의 관계이고 이는 이전의 M>Y에서 살펴보았고 이곳에서는 모델

3와 모델 4는 매개변수인 조직공정성과 종속변수인 대인적 일탈행동 사이에서

상사 신뢰의 조절효과가 나타내는 것을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값을 살펴보면 F 통계량은 11.383(p<0.001)로 유

의하고 Durbin-Watson값은 1.774로 값이 도출되어 모형타당성이 확인 되었

다.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설명력인 R2 값을 모델 4에서 살

펴보면 20.0%(수정된 계수 18.3%)로 나타났다. 모델 4을 살펴보면 조직공정

성과 상사 신뢰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β = -.072, p=.150)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한 공공기관 전체(준 정부기관과 공기업) 응답

자의 조직공정성과 직원들의 일탈행동사이에서 상사 신뢰가 조절효과가 있다

고 본 가설 11은 기각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공정성은 직무 스트레스

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공정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 효

과는 조직신뢰와 상사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안

관영, 2013) 상사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는 구성원의 일탈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선주․한인수, 2017)는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유형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 응

답자 설문내용 검증을 실시하여 가설 11에 대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

기관 유형별 추가분석 내용은 5-1의 상사 신뢰의 조절효과 추가분석에서 설

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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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대인적 일탈행동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t β t β t β t

성별
-.012 -.217 .032 .582 .034 .638 .034 .646

연령
-.149 -1.593 -.153 -1.722† -.129 -1.507 -.141

-1.645

근속연수
.271 2.963** .279 3.200*** .271 3.245*** .276

3.305***

담당직무
.092 1.644 .093 1.756† .082 1.603 .080

1.565

직장유형
.035 .632 -.043 -.775 -.016 -.309 -.009 -.164

조직공정성(Jus)
-.317 -6.181 -.186 -3.408*** -.159

-2.791**

상사신뢰(Tru)
-.294 -5.587*** -.313

-5.808***

Jus X Tru
-.078

-1.560

R2/R2
adj .033/.020 124/.110 .193/.178 .199/.181

△R2 .033 .091 .069 .005

F starisric 2.503* 8.666*** 12.500*** 11.285***

Durbin-Watson 1.787

주1) N=373,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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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 1년 미만(1),

1∼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4.담장직무 : 더미변수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

기타(0), 사무직(1), 5.직장유형 : 더미변수 공기업(0), 준정부기관(1).

<표 27> 상사신뢰 조절효과의 회귀분석 결과

5-1. 상사 신뢰의 조절효과 추가분석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공공기관 즉, 준 정부기관 6개와 공기업 4개의 종

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따라서 두 유형의 공공기관이 조직문

화, 수행직무, 기능과 역할, 근무조건(급여, 인센티브, 기타 복리 후생여건

등) 등이 상이하여 두 개 집단을 구분하여 상사 신뢰의 조절효과를 추가검

증을 실시하였다.

추가검증 결과를 보면, 먼저 공기업은 <표 28>의 모델 3과 모델 4는 매개

변수인 조직공정성과 종속변수인 대인적 일탈행동 사이에서 상사 신뢰의 조절효

과가 나타내는 것을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로 F 통계량은 4.219(p<0.001)로 유

의하고 Durbin-Watson값은 1.888로 값이 도출되어 모형타당성이 확인 되었

다.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설명력인 R2 값을 모델 4에서

살펴보면 22.5%(수정된 계수 17.1%)로 나타나 설명력도 증가되었고 모델 4

을 살펴보면 조직공정성과 상사신뢰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β =

-.360, p<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유형 중 공기업 소속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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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정성과 직원들의 대인적 일탈행동사이에서 상사 신뢰가 조절효과가 있

다고 본 가설 11은 채택이 되어 즉, 상사 신뢰가 높을수록 조직 공정성 구성

원의 대인적 일탈행동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그러나 준정부기관 종사자의 응답 분석결과는 F 통계량은

10.725(p<0.001)로 유의하고 Durbin-Watson값은 1.798로 값이 도출되어 모

형타당성이 확인 되었다.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설명력인

R2 값을 모델 8에서 살펴보면 22.7%(수정된 계수 20.6%)로 나타나 설명력

도 증가되었다. 그러나 모델 8을 살펴보면, 조직공정성과 상사신뢰의 상호작

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β = -.032, p = 0.603)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조직공정성과 직원들의 대인일탈행동사이에 상사신뢰가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위와 같이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이 상이한 결과나 나온 이유는 공기업은

이윤추구와 공공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채비율과 이익조정 등에 관심(박

원․김태영, 2013)이 높고 공기업은 소유와 지배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두

가지 특징을 갖고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서재호, 2012)

토록 구성원의 사회적 교환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결과로 보여 진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보면 사회적 교환관계는 개인의 신뢰를 기초로한 장기

적인 것으로 사회적 교환관계와 밀접한 상사의 리더십행동은 조직공정성과

관련되며 상사가 부하를 공정하게 대하면 구성원은 보답으로 조직시민행

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을 보인다(정윤길․이규만,

2000). 따라서 간접적으로 대인적 일탈행동은 OCB행동의 반대 개념으로 감

소시킨다는 것으로 공기업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은 이러한

선행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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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대인적 일탈행동

Model 1 Mode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Model 7 Model 8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성별
.040 .397 .043 .435 .024 .245 .030 .311 -.043 -.644 .021 .327 .032 .514 .034 .547

연령
-.313 -2.050* -.259 -1.710† -.208 -1.385 -.264 -1.807† -.053 -.467 -.097 -.904 -.087 -.851 -.097 -.927

근속연수
.197 1.327 .157 1.074 .138 .956 .166 1.191 .256 2.387* .294 2.887** .294 3.024** .298

3.054**

담당직무
.173 1.737† .134 1.354 .113 1.163 .131 1.391 .041 .653 .066 1.104 .057 1.013 .058

1.013

조직공정성
-.216 -2.270* -.131 -1.294 .047 .411 -.330 -5.620*** -.193 -3.097** -.185

-2.878**

상사 신뢰
-.227 -2.230* -.098 -.916 -.312 -5.073*** -.327

-4.809***

상사신뢰 X 조직

공정성
-.360 -2.965**

-.032 -.521

R2/R2
adj .073/.038 .117/.075 .158/.109 .225/.171 .044/.029 .149/.132 .227/.209 .227/.206

F 통계량 2.075† 2.757* 3.214** 4.219*** 2.988** 8.992*** 12.503*** 10.725***

Durbin-
Watson 1.888 1.798

주1) N=373,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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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 1년 미만(1), 1∼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4.담장직무 : 더미변수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 기타(0), 사무직(1), 5.직장유형 : 더미변수 공기업(0), 준정부기관(1).

<표 28> 추가분석 조절효과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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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공공기관 유형 중 공기업의 상호작용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

하기 위해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

면 상사신뢰가 낮은 그룹에게 조직공정성을 높여주면 신뢰기반이 없거나 낮

으므로 오히려 상사에 대하여 반발하여 대인적 일탈행동이 증가하고 반대로

상사신뢰가 높은 그룹에게 조직공정성을 강화하면 대인적 일탈행동이 감소

한다.

따라서 상사신뢰가 낮은 집단에 대하여는 신뢰를 확립하여 구축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고 높은 집단에 대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

요해 두 집단에 대하여 차별화된 정책 개발과 실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2> 공기업의 변수유형별 조절효과 형태

(조직공정성과 상사신뢰, 대인일탈행동의 관계)



- 78 -

6. 상사 신뢰 조절된 매개효과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SPSS에서 회귀분석(선형)으로 각 변수간의 관계를

독립에서 종속, 독립에서 매개, 매개에서 종속,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

한 것이고 이하의 것은 SPSS Process을 활용하여 전체를 한 번에 종합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증(Hayes, 2013)한 것으로 전체

변수의 관계를 통해서 본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전체를 최종단계에 까지 오면서 채택된 변수관계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여 <표 29>과 같이 검증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29> SPSS Process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결과

변수

유형
독립 조절 매개 종속

결과
(Index)

1형 소극적 예외관리 상사 신뢰 조직공정성 대인일탈행동 기각

2형 적극적 예외관리 상사 신뢰 조직공정성 대인일탈행동 채택

3형 상황적 보상 상사 신뢰 조직공정성 대인일탈행동 기각

위 유형을 Hayes의 ‘PROCESS’로 분석해보면 각각의 변수를 ‘Model

Number’를 14로 지정한 후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해보았다. 가설 12부터

14번에 대한 것으로 상사 신뢰가 높을수록 소극적 및 적극적 예외관리, 상황

적 보상이 조직공정성을 통해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은

더 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앞에서는 SPSS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와 조

절효과를 각각 검증하여 확인하였으나 이후 분석은 SPSS Process를 사용하

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30>은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여 간접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조직의 상사 신뢰가 높을수록, 대인적 일탈행동은 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것으로 나타났고, 상사 신뢰의 각 수준에서 낮을 때는 무의미하고 중간

값과 양의 상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결과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상사 신뢰 수준이 낮을 때(b = .0086, SE = .0144, 95%, CI

[-.0426, .0160]으로 CI값에 0를 포함하고 있어 무의미하였다. 그러나 중간 값과



- 79 -

높을 때는 각각 (b = -.0205, SE = .0117, 95%, CI [-.0510, -.0035]와 (b =

-.0325, SE = .0137, 95%, CI [-.0656, -.0109]로 나타나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

하였다.

또한, 조절변수인 상사 신뢰의 평균을 중심으로 하여 ±1 SD 값에서 집단

내 하한 값(boot LLCI)과 상한 값(boot ULCI)의 사이에 ‘0’ 값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독립변수 유형별로 검증을 실시하였

으나 적극적 예외관리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 그 외는 상사 신뢰가

M+1 SD인 집단의 하한 값(Boot LLCI)과 상한 값(Boot ULCI)의 사이에 ‘0’

값을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12와 14는 기각

되었고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아래의 표는 가설 13의 채택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결과이다.

상사 신뢰

대인적 일탈행동

Boo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 SD (-0.6403) .0086 .0144 -.0426 .0160

M -.0205 .0117 -.0510 -.0035

+1 SD (0.6403) -.0325 .0137 -.0656 -.0109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Index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조직공정성 -.0187 .0122 -.051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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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lower limit value, bootstrap sample size=10,000

<표 30> SPSS Process 조절된 매개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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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가설 검증결과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연구가설 검증결과

가 설 내 용 결과

1 거래적 리더십은 대인적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소극적 예외에 의한 관리는 대인적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2
적극적 예외에 의한 관리는 대인적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3 상황적 보상은 대인적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소극적 예외에 의한 관리는 조직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2 적극적 예외에 의한 관리는 조직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3 상황적 보상은 조직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
조직공정성은 구성원의 대인적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채택

4
조직공정성은 거래적 리더십과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4-1
조직공정성은 소극적 예외관리가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기각

4-2
조직공정성은 적극적 예외관리가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채택

4-3 조직공정성은 상황적 보상이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채택

5
상사 신뢰는 조직공정성이 구성원의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조절할 것이다. 추가분석 부분(공기업 유형)채택.
기각

6
상사 신뢰가 높을수록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공정성을 통해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6-1 상사 신뢰가 높을수록 소극적 예외관리가 조직공정성을 통해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기각

6-2 상사 신뢰가 높을수록 적극적 예외관리가 조직공정성을 통해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채택

6-3 상사 신뢰가 높을수록 상황적 보상이 조직공정성을 통해 대인적 일탈

행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
기각

8. 추가자료 분석결과

1)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

거래적 리더십 구성요소와 조직공정성 구성요소인 분배 및 절차공정성과

의 관계에서 모델 적합도는 유의미하나 분배의 경우 <표 32>과 같이 거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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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의 소극적은 분배(β=-.070, p=0.166)와 절차(β=-.056, p=0.265) 모두

유의확률이 기준치를 넘어서 유의하지 않고, 적극적 예외관리는 분배(β

=.075, p=0.139)는 유의하지 않으나 절차(β=.178, p=0.000)는 유효하며 상황

적 보상은 분배(β=.217, p=0.000)와 절차(β=.324, p=0.000) 모두 유효하다.

즉, 분배적 조직공정성은 소극적 및 적극적 예외관리가 유의미하지 않고

단지, 상황적 보상만 유의미한데 반하여 절차적 공정성은 소극적 예외관리

만 유의미하지 않고 나머지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 유형에서 분배적 공정성은 소극적 및 적극적 예

외관리 그리고 상황적 보상(공기업 유형)에서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고 반면에 절차적 공정성은 소극적 예외관리를 제외하고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2) 연령에 따른 변수간의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특성을 거래적 리더십 등 4개의 변수를 활용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일부 변수의 경우 나이에 따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신진 세대의 구성원은 분배 및 절차적 공정성에 더 민감하고 기성세대는 정

보화와 대인관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조직공정성의 과정(절차)에 대한

연구와 보다 일반적인 조직 연구에 있어서 관심의 초점변수로 구성원 연령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Brienza & Bobocel, 2017) 보았다.

따라서 설문응답자를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20에서 30대와 4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종사자의 성향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표 33>

과 같이 연령에 따른 조절효과 여부를 분석한 결과 구분의 유의미성이 없었

다. 즉, 공정성 × 상사 신뢰의 유의확률이 기준이 되는 값을 초과하여 유의

하지 않은 즉, 조직공정성과 상사신뢰의 상호작용 값이 유의확률이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귀모형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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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분배적 조직공정성 절차적 조직공정성

Model 1 Mode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Model 7 Model 8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성별 .117
2.099* .114 2.055* .111 1.997* .100 1.829†

.134
2.406* .132 2.369* .121 2.198* .109 2.055*

연령 .009 .096
.015 .170 .005 .058 -.016 -.176

-.036 -.390
-.030 -.330 -.044 -.486 -.072 -.830

근속연수 .024 .275
.026 .294 .019 .211 .011 .124

.020 .229
.022 .244 .007 .078 .000 .001

담당직무 .055
1.018 .056 1.027 .053 .973 .037 .698

-.049 -.904
-.049 -.899 -.055 -1.027 -.076 -1.475

직장유형 -.246
-4.509*** -.244 -4.474*** -.242 -4.433*** -.231 -4.326***

-.193
-3.514*** -.191 -3.483*** -.183 -3.379*** -.171 -3.275***

소극적예외관리 -.070
-1.388

-.056
-1.117

적극적예외관리 .075
1.482

.178
3.543***

상황적 보상 .217
4.338***

.324
6.635***

R2/R2
adj .082/.069 .086/.072 .087/.072 .127/.112 .072/.060 .075/.060 .103/.088

F 통계량 6.529*** 5.775*** 8.824*** 8.841*** 5.712*** 4.971*** 7.002*** 10.725***

Durbin-
Watson

1.94 1.953 2.010 1.862 1.889 1.798

주1) N=373,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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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 1년 미만(1), 1∼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4.담장직무 : 더미변수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 기타(0), 사무직(1), 5.직장유형 : 더미변수 공기업(0), 준정부기관(1).

<표 32> 추가분석한 거래적 리더십 구성요인과 조직공정성 구성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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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Y세대(30대 미만) 40대 이상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t β t β t β t

성별 .004 .053 .005 .066 .019 .266 .020 .276

연령 .073 .954 .067 .878 -.114 -1.324 -.123 -1.414

근속연수 .229 2.962** .231 2.999** .069 .816 .072 .842

담당직무 .074 1.051 .065 .917 .075 1.030 .078 1.068

직장유형 -.057 -.778 -.043 -.577 .019 .250 .021 .280

조직공정성 -.154 -1.912† -.128 -1.537 -.170 -2.168* -.147 -1.775†

상사 신뢰 -.259 -3.309*** -.286 -3.520*** -.336 -4.737*** -.346 -4.805***

공정성*상사신뢰 -.086 -1.212 -.059 -.831

주1) N=373,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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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 : 1년 미만(1), 1∼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4.담장직

무 : 더미변수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 기타(0), 사무직(1), 5.직장유형 : 더미변수 공기업(0), 준정부기관(1).

<표 33> 연령에 다른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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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본 연구는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거래

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감정요인의 외부표출상태인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거래적 리더십과 대인적 일탈행동의

관계에 조직공정성과 상사 신뢰를 투입하여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도 규명하

였고 추가적으로 조직공정성의 하위요소인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에 대

한 회귀분석을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설문조사는 기 검증된 설문문항을 가지고 10개 공공기관의 구성원에게 방

문과 우편으로 개인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10개 기관 450부가 배부

되어 412부가 회수되었고 설문 중 왜도와 첨도를 사용, 분류된 39부는 성의

없이 작성되어 제외하고 373부을 분석하였다.

사용된 4개 변수에 대한 측정도구는 <표 17>와 같이 해외 선행연구에서

활용되는 거래적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 일탈행동(deviant

behavior),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 상사 신뢰(trust in leaders)에

대한 설문 문항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사용된 변수별 문항은 신

뢰도 분석 결과, 거래적 리더십은 0.785, 일탈행동은 0.858, 조직공정성은

0.953, 상사 신뢰는 0.935로 검출되었고, 모든 측정변수의 Cronbach’s α값이

0.7을 넘어서고 있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6개 변수 측정도구의 41개

문항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측정변수별 요인적재치,

표준요인적재치 및 C.R(개념 신뢰도)와 AVE(평균분산추출)값은 <표 20>와

같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대인적 일탈행동의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별로 검증된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적 리더십의 3개 구성요소가 구성원들의 심리상태의 대외표출

인 대인적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회귀분석결과 거

래적 리더십은 대인적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채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 중 조직일탈과 변화 및 거래적 리더십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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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부정적인 다원적 상관관계가 있어 학교 행정관의 변혁과 거래적 리

더십이 높아지면서 학교에서의 일탈행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Hacihtahiollu, 2012) 상사가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거래적

리더십에 의존할 경우 구성원들은 실수를 하고 질책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

하는 풍토가 발생하여 간접적으로 반생산적 과업행동(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ur)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Gorman & Gamble,

2016). 일탈행동과 유사하게 대인과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이기적 행위 및 이와 관련된 현상(Ferris & Ka

αnar, 1992; 조윤형․최우재, 2014)인 조직정치지각(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이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차동욱, 2004). 즉, 거래적 리더십 구성요소

가 조직 및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인적 일탈행동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의 적극적 예외관리와 상황적 보상은 대인적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소극적 예외관리는

기각이 되었다.

둘째, 적극적 예외관리와 상황적 보상은 직원들의 심리상태인 조직공정성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이들은 조직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검증결과는

아래 다수의 선행연구결과,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공정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직공정성이 변혁적 리더십이 업무참여를 중재하고(Gelaidan,

Al-Swidi, & Harbi, 2018) 조직공정성과 직무탈진의 관계에서 거래적 리더

십은 절차공정성에서 두 변수들 간의 부(-)의 기능을 감소시켰으나 분배공

정성과 직무탈진간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도 없다(홍계훈․오세미․양희창,

2017).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공정성의 하위요인인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장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전준호・한경일, 2015). 즉, 거래적 리더십이 조

직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표 32>독립과 매개의 관계분석에서 절차공정성은 적극적 예외관리

등과 정(+)의 관계를 나타났으나 분배공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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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결과는 홍계훈 등(2017)이 검증한 결과와 일치하고 공공기관 근

무자의 특성이 반영된 즉, 직장과 소득의 안정성 높고 직렬 및 직급별 급여

등의 테이블이 투명하고 신뢰성이 높아 분배보다는 절차의 공정성에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조직공정성이 구성원들의 대인적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조직공정성은 대인적 일탈행동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검증결과는 심리적 특권의식

(psychological entitlement)은 조직을 향한 많은 부정적인 태도 및 행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어 정(+)의 영향을 주고 조절효과에 있어서는 분배

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 및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은 부(-)의 효과를 미치며 유효하다(정양운․양지연, 2015)는 선행

연구 결과 즉, 조직공정성이 대인적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넷째, 적극적 예외관리 등이 구성원들의 대인적 일탈행동 사이에 조직공정

성이 매개효과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회귀분석결과 거래적 리더십은 대인

적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조직공정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리고 조직공정성이 대인적 일탈행동과 부(-)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 중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일치하고Gelaidan, Al-Swidi, & Harbi, 2018) 조직공정성의 인식과 반생

산적 과업행동(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ur) 사이의 관계 방향은 부(-)

의 관계를 일관되고 있다(Jarunratanakul, 2013)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

한,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공정성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스트레스와 직무탈진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조직공정성과 직무탈진의 관계에서 집단수준의 거

래적 리더십은 개인수준에서 두 변수들 간의 부(-)의 기능을 감소시켰고(홍계

훈․오세미․양희창, 2017) 상사의 거래적 리더십을 높게 인식할수록 구성원

들은 공정한 분배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절차적 공정성은 공정한 분배를 위

한 도구적 의미로 파악하게 된다(Clay-Warner et al., 2005).

조직공정성과 일탈행동의 관계를 Cullen과 Sackett(2003)은 성격과 일탈행

동들 사이의 연관성 모델 즉, 성격특성이 일탈행동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 87 -

수 있고 조직공정성은 부정적인 개인과 조직에 많은 결과들을 약화시킨다.

공정성과 일탈행동의 관계에서 대인관계공정성은 직장 내 일탈행동을 감소

시킨다(조윤형․두주, 2016). 직장에서의 조직공정성은 직원들의 일탈 행위

와 관련이 있다(Demir, 2011). 위의 선행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검증한 결

과 즉, 조직공정성은 적극적 예외관리 및 상황적 보상이 구성원들의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섯째, 조직공정성이 직원들의 심리상태의 외부표출인 대인적 일탈행동

간에 상사 신뢰가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상사 신뢰가 조직공정성과 대인적 일탈행동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유형이 상이하고 근무환경과 유형별

기능과 역할이 상이하여 두 개의 군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공기업은 조

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관리자와 동료 사이에 신뢰

도가 높을 때, 직원들은 높은 직무 만족도, 조직적 지원, 더 나은 근로 삶의

질 등 때문에 동기, 남으려는 의도, 조직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기

대를 갖는다. 한편, 낮은 수준의 조직 신뢰는 갈등, 이직 의도, 조직의 불안

정성, 일탈 행동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의 신뢰는 조직에서

직원의 일탈 행위를 감소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Demir, 2011).

이는 상사 신뢰가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이다. 조직공정성은 상사 신뢰의 조절을 받아 구성원의 대인적 일탈행동에

영항을 미친다. 즉, 상사 신뢰가 높은 집단은 조직공정성이 높을수록 일탈행

동이 낮아지고, 상사 신뢰가 낮은 집단에서는 조직공정성이 높아져도 높은

경우만큼 일탈행동이 낮아진다고 볼 수 없다. 상사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는

구성원의 일탈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선주․한인수, 2017). 부하

의 상사에 대한 인지기반 신뢰와 정서기반 신뢰는 감정적 조직몰입에 정(+)

의 영향을 주고 조절효과와 관련해서 보면, 부하의 상사에 대한 인지기반

신뢰가 감정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성실성이 높은 부하에게

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부하의 상사에 대한 정서기반 신뢰가 감정적 조직몰

입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친화성이 높은 부하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김

동현․최병권, 2018).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변수와 연계하면 부하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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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상사 신뢰의 정도에 따라 영향이 조절될 수 있다

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직원들의 감정소모는 그들의 대인 관계 일

탈과 긍정적이고 조직신뢰는 대인일탈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인일탈은

조직신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직성과 저감에 있어서 부분

적인 매개자 역할을 수행(Çelik, Turunc, & Begenirbas, 2011)하고, 직원의

리더(연구의 부서장)에 대한 신뢰는 직원의 신뢰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관계가 약할 때 진정한 리더십과 조직 이탈 사이의 부정적인 관계를 완화시

키고 진정리더십과 조직일탈 관계를 직원의 신뢰와 심리적 계약위반은 조절

한다(Erkutlu & Chafra, 2013).

위의 선행연구들은 이번 연구의 추가분석에서 확인된 상사 신뢰에 따라

조직공정성이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정도가 차이가 발생하

는 현상이 확인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끝으로, 적극적 예외관리는 직원들의 심리상태 외부표출인 일탈행동사이

에 상사 신뢰와 조직공정성이 조절된 매개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

였다. SPSS Process를 통해 전 변수를 입력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상황적 보상과 적극적 예외관리 중 준정부기관의 경우는 유의한 결과

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공기업유형에서는 적극적 예외관리에서 F 통계량이

4.219(p<0.001)로 유의하고 Durbin-Watson값은 1.888로 값이 도출되어 모형

타당성이 확인 되었고 β값이 -.360, 유의확률이 p<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기업의 경우, 상사 신뢰가 높으면 거래적 리더십과 조직공정성을 통하여

구성원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커지고 낮은 경우는 작아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에 있어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각각 회

귀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과 SPSS Process를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이 개별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고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차이가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각각 실시했을 때의

결과를 가지고 조절된 매개효과 까지 종합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차이가 발

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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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첫째, 거래적 리더십도 변혁적 리더십과 같이 대인적 일탈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점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변혁적은 리

더십은 심리적 대외 표출과 관련한 행동에 있어서 부(-)의 효과를 거래적 리

더십은 정(+)의 효과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대상으

로 한 이번 연구에서는 반대의 경우도 있음을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소극적 예외관리는 자유방임리더십과 성격이 유사하여 대인일탈행

동과의 관계에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Avolio(1999)의 연구와 일치

한다. 그러나 적극적 예외관리와 상황적 보상은 유효한 결과가 도출되어 변

수간의 간섭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조직공정성이 대인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선행연구자

의 연구결과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검증한 점이다. 본 연구는 10개의 공

공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것으로 조직공정성이 구성원의 대인

적 일탈행동을 낮추는 선행요인의 하나임을 제시하였고 이 두 개의 변수는

구성원들의 대인적 일탈행동을 완화시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되어 기존의 연구가 공공기관의 조직에도 확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셋째, 조직공정성과 대인적 일탈행동의 관계에서 상사 신뢰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직의 대내외 환경이 다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

하여 추가분석한 결과, 조절효과도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공기업의

경우는 경제적 및 사회적 교환관계에 대한 거래적 리더십의 보상관계가 작

동이 되고 준정부기관은 상사의 교환관계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하거나 제한

적이라 발생한 결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교환이론은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

뿐 만아니라 현재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넷째, 연봉에 따른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

런 결과는 앞서 Berman(2010) 등이 주장하는 지속적으로 높은 급여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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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동기부여와 무관하다는 주장과 높은 급여가 높은 조직성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들을 뒷받침한다(유홍임․유은철. 2014).

2. 실무적 시사점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와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정된 자원으로 수

행함에 있어서 관리자의 리더십과 구성원의 협력적 행동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주요한 사

항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의 구성원들

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끌고 조직을 운영․관리하여야 상사의 리더십과 신뢰

가 높아지고 조직공정성을 향상시켜 조직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일탈행동에

감소할 것인가는 관심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시사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사 신뢰는 조직공정성과 연계하여 구성원의 부정적인 행동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변수임을 밝혀냈다. 이것은 상사 신뢰가 조

직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Mishar & Mishar, 1994; Judge & Colquitt,

2004; Mahmut Demir, 2011)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구성원의 대인적 일탈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사 신뢰와 같은 직

장 내 사회자본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기관 수준에서 지속적

으로 조직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 제도와 소통강화 프로그램

을 지속적으로 실행 하는 것이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조절효과가

유효하지 않았다. 그러나 추가분석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여 분

석하였을 때는 공기업은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근무환경과 기관의

기능과 역할 등이 상이한 결과이므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는 두 유형을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적극적 예외관리와 상황적 보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점이다.

따라서 구성원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

이 필요하고 보직자가 구성원에 대한 성과와 보상 그리고 처벌을 병행할 수

있는 조직운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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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구성원은 과제를 성공하거나 못했을 때는 보상과 책임을 통하여 과제

추진력과 신뢰관계를 확보․유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공공기관의 근무환경 등의 장점으로 구성원은 조직 활동에 있어서 신

분의 변화를 초래하는 조직일탈행동보다는 개인적 사소한 일탈행동인 대인일

탈행동을 대체로 보이므로 대인일탈행동을 감소하는 계획수립과 추진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또한, 조직공정성에서도 <표 32>와 같이 거래적 리더십과 분배

공정성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안정적이고

투명한 분배시스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이도 실무에서는 절차공정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조절효과에서 상사신뢰가 높은 집단은 조직공정성을 강화하면 대인

적 높여주면 일탈행동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낮은 경

우 먼저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사와 구성원 간에 불신이

높아져 나온 결과로 공공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점을 반영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제3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대상 즉, 표본이 가지는 한계점이 있었

다. 정부경영평가 대상기관수만 하여도 300개가 넘는데 공기업과 준정부기

관 포함하여 10개 기관으로 제한하여 실시한 것은 한계점이다. 또한 조사인

원도 기관별로 30-50명으로 본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조직의 현장

접점부서인 소속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점 또한 한계점이다. 아울러

조절효과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응답자 비율이 3:7로 조절효과가 공기업

에서만 도출되어 효과를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응답

자를 동수 또는 유사한 비율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 시기가 2019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인사이동이 있어 해당부서 상사

의 거래적리더십과 상사 신뢰, 그리고 조직공정성을 경험적으로 인지하기가

시간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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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상기관별 설문의뢰를 해당기관의 조직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실․국장을 통하여 이루어져 회수된 응답자의 설문상태가 진정성 있는 설문

이 대체로 회수되었다.

셋째, 연구대상에 대한 조사를 일정시점의 횡단으로 진행되어 동일 기관

의 내면의 내용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상기관에 대한 종단분석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

넷째,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중 종속변수인 대인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거래적 리더십 요소와 조직공정성 그리고 상사 신뢰로 제한하

여 분석한 점이다. 실무적으로 구성원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용한 변수보다 많을 것이다. 특히 구성원의 개인특성과 조직문화 등은 중

요한 요소로 보여 진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동일방법편의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이 자기보고식으로 진행되어 변수의 문항별로 응답자가 지각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향후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 설계를 통

하여 변수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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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ransactional Leadership on Deviant

Behavior in Public Institutions of South Korea :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Organizational Justice

and Trust in Leaders

Woong Bum, Song

Abstract

Satisfying not only rapid social changes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t also customers' needs is what determines the survival of the

organization. Therefore, all organizations have focused on achieving founding

objectives and improving their quality of services based on superiors' leadership

and cooperative behavior of individual of organization. Public organizations are

also paying attention to how they should lead their members and manage their

organizations to increase their superiors' leadership and credibility and improve

organizational justice, thus reducing the negative deviance of their memb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how transactional leadership

contributes to the founding objectives and mission achievement by reducing

deviance behavior of members.

In the case of public organizations, transactional leadership is more effective(

Muller & Turner, 2010)considering their organizations’ characters such as

long-term contract and a stable business structure that is performed exclusively

by the law, pushing for minor improvements rather than making significant

changes to existing projects through the leadership of their superiors. Based on

thi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deviant behavior, organizational

justice and trust in leaders was verified. Transactional leadership has a strong

influence on the interpersonal side and many researchers have focused on the

interpersonal deviant behavior(Bensimon, 1994), so the analysis based on this

analysis shows significant results in the interpersonal deviant behavior reflecting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public organizations. In addition,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have shown a relationship in which both situational

compensation is significant, but management of passive and active exceptions is

not significant in distributive justice. In public organizations, even though the

annual salary system is implemented, the salary table remains clear and

objective, and thus is considered the result of a higher interest in the process

than the distribution.

In summa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ransactional

leadership has a negative influence on deviant behavior. Second, organiz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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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is mediated when transactional leadership has a negative impact on

deviant behavior. Third, organizational justice has a negative effect on deviant

behavior. The assumption was made that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justice

was higher than before when trust in leaders had been put into the company,

the survey respondents' work environment and functions of the institution

differed, so addi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to distinguish the types of

adjustment effects, which were valid for public corporations but did not have

any valid meaning for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Fourth, in the

verification of mediated-moderating effect, only the active exception

management-not situational compensation- produced significant results.

First of all, the theoretical aspects of this point are that the results of a prior

researcher's research, who confirmed that transactional leadership has a

negative influence on the interpersonal deviant behavior, such as the

transformative leadership, were expanded to the public organizations to verify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justice and interpersonal deviant behavior, and the

effect of controlling leader tru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justice and interpersonal deviant behaviors was valid and not shown by the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As social capital in the workplace, such as

trust in leaders, is important in practic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a

mentoring system and a communication enhancement program, establish and

operate an organizational system where performance, compensation and

punishment can be combined, In the public organizations, interpersonal deviant

behavior is one of important the factors, so it is required to implement a

prevention program. It also shows that an effort to strengthen trust should be

preceded because interpersonal deviant behavior is increased in the group with

low trust in leaders when organizational justice has been enhance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 number of survey targets of public

organizations was only 10 and tha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could not be

resolved through cross-sectional analysis.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and study these problems.

Keywords: Transactional leadership, Interpersonal deviant behavior,

organizational justice, Trust in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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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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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설문지는 관리자의 리더십유형과 조직유효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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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업무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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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19년 1월

연구자 :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송 웅 범 연구원

윤 동 열 교수

연락처 : 010-8731-1088 (이메일: hrdvalue7@hrdkorea.or.kr)



- 118 -

Ⅰ. 귀하의 경험이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직속상사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내
업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직속상사는 일이 잘못되기 전 까지는 기다리고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직속상사는 잘못된 것이 없다면 미리 고칠 필요가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직속상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문제가
만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직속상사는 부정 및 실수, 예외, 기준을 벗어나는
행동을 관리하는데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직속상사는 실수 및 불만, 실패를 예방하고
바로잡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직속상사는 모든 실수에 예의주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직속상사는 실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온 힘을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직속상사는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공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직속상사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힌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직속상사는 내가 성과를 달성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직속상사는 내가 기대에 부응하면 만족스러움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이 이야기 하는 것을 잘
경청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직속상사는 윤리 규범을 위반한 직원을 훈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직속상사는 사생활에서도 윤리적으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직속상사는 직원들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직속상사는 의사결정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직속상사는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지속상사는 우리 회사의 윤리나 가치관에 대해
부하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직속상사는 일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처리하는지
본보기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직속상사는 성공을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달성해낸 과정까지도 포함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직속상사는 의사결정을 할 때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를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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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윤리적, 종교적으로 동료를 비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동료를 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동료들과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상사에 대한 험담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동료에게 외설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른 동료 앞에서 특정 동료를 노골적으로 놀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Ⅱ. 귀하의 경험이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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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귀하의 경험이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할 때, 현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받은 교육훈련을 고려할 때, 현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쌓아온 경험을 고려할 때, 현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업무에 기울인 노력을 고려할 때, 현재 공정한 보상
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달성한 업무 성과를 고려할 때, 현재 공정한 보
상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받는 업무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현재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조직의 절차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정확한
정보로 설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조직의 절차는 의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조직의 절차는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
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조직의 절차는 일관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
록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조직의 절차는 구성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조직의 절차는 의사결정과 이행에 대해 피드백
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조직의 절차는 해설 또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
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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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상사가 자기 책임을 다 할 것으로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맡은 과업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 나의 상사에게
의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상사는 맡은 일을 끝까지 이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상사의 업적을 보면 그의 능력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상사는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간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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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상사에게 털어 놓으면 그는
관심을 가지고 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Ⅳ. 귀하의 경험이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일을 수행하면서 나는 나의 모든 잠재력을 깨닫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주어진 직무에 열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일과 내 자신을 동일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일은 공동의 선을 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업무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경력 경로를 설정하는데 있어 나를 인도하는 내면의
소명을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하는 일은 수행해야할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Ⅴ. 귀하의 경험이나 생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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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항 목 구 분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20세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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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10~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4. 담당 직무 ① 사무・관리직 ② 연구직 ③ 기술직 ④ 생산직 ⑤ 기타

5. 직장의 유형 ① 중앙정부 ② 지자체 ③ 공기업 ④ 준 정부기관 ⑤ 기타

8. 나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상사와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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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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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③ ④ ⑤

Ⅵ. 다음 문항은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

십시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23 -

변수별 설문지 문항 원본[출처]

1. Transactional Leadership

논문명/저자 구분 원문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5X; Bass &

Avolio, 2000)

Management by

Exception(Passive)

1. My manager fails to interfere until problems become serious.

2. Mymanagerwaitsforthingstogowrongbeforetakingaction.

3 .Mymanagershowsthathe/sheisafirmbelieverin“Ifitain’tbroke,don’tfixit”.

4. My manager demonstrates that problems must become chronic before taking action.

Management by

Exception(Active)

5. My manager focuses attention on irregularities, mistakes, exceptions, and

deviations from standards.

6. Mymanagerconcentrateshis/herfullattentionondealingwithmistakes,complaints,andfailures.

7. Mymanagerkeepstrackofallmistakes.

8. My manager directs my attention toward failures to meet standards.

Contingent Reward

9. Mymanagerprovidesmewithassistanceinexchangeformyefforts.

10. Mymanagerdiscussesinspecifictermswhoisresponsibleforachievingperformancetargets.

11. Mymanagermakesclearwhatonecanexpecttoreceivewhenperformancegoalsareachieved.

12. MymanagerexpressessatisfactionwhenImeetexpectations.

2. Deviant Behavior

논문명/저자 구분 원문

Justice Constructs,

Negative

Affectivity, and

Employee

Deviance: A

Proposed Model

and Empirical

Test

Karl Aquino;

Margaret U.

Lewis; Murray

Bradfield, 1999)

Individual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1. Made an ethnic, racial, or religious slu against a co-worer.

2. Swore at a co-workr.

3. Refusd to talk to a co-worer.

4. Gossiped abou my supervisor.

5. Made an obscene commen or gesture at a co-worker.

6. Teased a co-woker in front of other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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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 세부항목 원문

Examining the

Effects of Trust

in Leaders: A

Bases-and-Foci

Approach

Yang &

Mossholder(2010)

The Leadership

Quarterly 21(2010)

50–63

Cognitive trust in

supervisor

1. I can depend on my supervisor to meet his/her responsibilities.

2. I can rely on my supervisor to do what is best at work.

3. My supervisor follows through with commitments s(he) makes.

4. Given my supervisor's track record, I see no reason to doubt his/her

competence.

5. I'm confident in my supervisor because (s)he approaches work with

professionalism.

Affective trust in

supervisor

6. I'm confident that my supervisor will always care about my personal needs

at work.

7. If I shared my problems with my supervisor, I know (s)he would respond

with care.

8. I'm confident that I could share my work difficulties with my supervisor.

9. I'm sure I could openly communicate my feelings to my supervisor.

10. I feel secure with my supervisor because of his/her sincerity.

3. Organizational Justice

논문명/저자 세부항목 원문

The Relationships

Between Justice

Perceptions, Trust,

and Employee

Attitudesina

Downsized

Organization

SHARONM.

HOPKINSBARTL.

WEATHINGTON

University of

Tennesseeat

Chattanooga

The Journul of

Psychohsy. 2006.

140(5), 477-498

Adapted from

"Distribuiive Justice

Index." by J. L.

Price & C. W.

Mueller, 1986.

Handbook of

organizational

measurement. pp.

95-109

1.Towhatextentareyoufairlyrewardedconsideringtheresponsibilitiesthatyouhave?

2. To what extent are you fairly rewarded taking into account the amount of

education and training that you have had?

3. To what extent are you fairly rewarded in view of the amount of experience

that you have?

4. To what extent are you fairly rewarded for the amount of effort that you

put forth?

5. To what extent are you fairly rewarded for work that you have done well?

6. To what extent are you fairly rewarded for the stresses and strains of your

job?

Adapted from

"Procedural Justice

Scale," by R.H

.Moorman. 1991.

Journalof Applied

Psychology. 76. pp.

845-855.

7. My department's formal procedures are designed to collect accurate

information necessary for making decisions.

8. My department's formal procedures are designed to provide opportunities to

appeal or challenge the decision.

9. My department's formal procedures are designed to have all sides affected

by the decisions represented.

10. My department's formal procedures are designed to generate standards so

that decisions can be made with consistency.

11. My department's formal procedures are designed to hear the concerns of all

those affected by the decision.

12. My department's formal procedures are designed to provide useful feedback

regarding the decision and its inipiementation.

13. My department's formal procedures are designed to allow for requests for

clarification or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decision.

4. Trust in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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