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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상급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탐색활동의 매개효과와 학습지향성의 조절효과를 살

펴보았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로 이어지는 과

정과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

하여 변혁적 리더십과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경로를 통하여 직무성과를

상승시키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상사의 개별적 배려, 카리스마, 지적

자극 등을 하위요소로 구성하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직

무성과를 끌어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하급자의

과업을 대하는 태도를 비롯하여 탐색활동에 영향을 주고, 학습에 있어

긍정적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는 A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조사는 2019년 9

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스마트폰을 통한 구글 설문조사 496건, 설문지

119건으로 총 614건을 배부하였다. 스마트폰 구글 설문조사는 157건, 설

문지는 93건으로 총 250건이 회수되어 불성실 응답 33건을 제외한 217건

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추론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때, 탐색활동이 매

개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탐색활동을 높이고 다시 직무성

과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조직구성원 탐색활동을 높임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직무성과 또한 높아지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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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이 업무를 위한 과업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탐색활동은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직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조직구성원의 탐색활

동이 직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때 학습지향성의 조절효과가 검증되

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하였다.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 각자의 직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를 제시하

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직무성과를 이끌어내는 탐

색활동이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앞으로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성과에 대하여 리더는 직무성과를 하급자는 상사의 리더십을 평가하

는 설문지를 다르게 작성하여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고, 근로자의 탐색활

동의 관점뿐만 아니라, 자원의 활용관점에서의 연구를 통해 외부환경의

양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변혁적 리더십, 직무성과, 탐색활동, 학습지향성, 조절된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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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공공기관은 공공성(public)과 기관(institution)이라는 개념의 결합으로

공익을 위해 정부가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빠르게 움직이는 경영환경에 바로 대응하고 계

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하자면 성과 창출을 도모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정

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공공기관 자체의 혁신을

요구해 왔다. 외부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 내 변화가 조직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그 노력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고, 인적자원과 관련된

역량이 조직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면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홍권표·윤동열, 2013; 강정애 외, 2015).

급격한 환경변화는 리더십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

한 변화의 대상에서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며 공공기관의 특성상 의사

결정의 자율성 부족 및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직무 전문성 부족

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김주하 외, 2019).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기업의 목적은 최소자원의 투입에 따른 최대의 조직

성과이고, 이를 위해서는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

에 조직을 구성하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직무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선

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최소의 자원으로 자원의 변화를

탐색하는 벤치마킹 등으로 이를 활용해야 하고, 기업은 새로운 것에 대

한 구성원들의 학습을 지향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적응해야 할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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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Allworth & Hesketh, 1999; Pulakos et al., 2000; Griffin &

Hesketh, 2003; Shoss et al., 2012; 김병호·신호철, 2018). 한편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에게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수준을 뛰어 넘어 상급

자가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상향된 수준의 욕구를 충

족시키며, 업무에 있어 그 성과의 가치와 중요성을 상기시킴으로써 하급

자에게 동기부여 시키는 리더십이라고 정의하였다(Bass, 1985; 이문선·강

영순, 2000). Baron(2008)은 긍정적인 정서는 종업원들이 자신의 성과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에게 긍정적 정서를 형성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조직 구성원의 직무태도 및 조직몰입 등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성과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선행연구에서도 증

명하고 있다(Dvir et al,, 2002; 김진희, 2013). 또한 이러한 리더십을 통

해 하급자의 일향유감을 자극하고, 이에 하급자는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

고 수용하도록 이끌어 복잡한 상황에 대한 지식을 증대시킬 수 있고, 종

업원이 직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 직무성과를

높이고 직무와 관련된 소진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양동민·

심덕섭, 2018).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만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연구결과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Wolfram &

Mohr, 2009).

사전적 의미로 탐색의 개념은 탐사, 발견의 협의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본 연구에서의 탐색활동은 더 나아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실험과 변화

에 대응하는 혁신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도 탐색은

자율성이 높고 평등한 유기적 조직에서 도전, 열정, 창의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시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였다(He & Wong,

2004; Andriopoulos & Lewis, 2009). 또한 학습지향성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획득하며 함께 공유하는 활동참여에 관한 고유 성향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이론적 근거를 조직의 직무동기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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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Slater & Narver, 1995; 진윤희, 2018). 직무동기이론은 목표와 의

도를 조직행동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동기의 차이를 통해 행동과 태도

의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진윤희, 2018).

본 연구에서는 그간 이뤄져 오지 않던 공공기관 종사자의 변혁적 리더

십과 성과 사이의 구체적 연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과의 요인으로

성과를 아우르는 구성원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경영에 있어

혁신적 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성과

의 관계에서 조직 구성원 탐색활동의 매개효과를 실증 분석하고, 학습지

향성을 조절변수로 두어 그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이고 통제가 잘되는 조직으로 평가받는 활용능

력을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로 사용하지 않았고, 공공기관 구성원의 혁신

적 탐색활동이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간의 변수

관계에서 매개함을 확인함으로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성과에 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연

구의 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선행연구에서 개발되어 사용된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는 조직구성원이 가진 상사의 리더십이나, 본인의 직무

성과에 관한 자기 판단을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구체

적으로 지각된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탐색활동을 통해 직무성과에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학습지향성에 따른 그 영향

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검증함으로써, 변혁적 리더십 연구의 이론적 확장

과 향후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리더십 교육에 관한 관점에서 상급자의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하여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에 대

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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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변혁적 리더십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경제 환경, 조직 환경, 그리고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라서 리더십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변혁적 리더십이 탄생하게 되었다(김병호·신호철, 2018). 아

울러 조직과 구성원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지속 가

능한 조직역량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시스템 등 물리적인

환경조성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구성원을 동기부여하고, 지식 확장과

소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며,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혁신 추구 분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기해란 외, 2018). Burns(1978)

와 Bass(1985)에 의해 정의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이전 리더십의 개념에서 중요한 요소가 추가되어 정의되었다.

Burns(1978)는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과정을 변혁적과 거래적으로 구분

하여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개념화로 발전시켰고, 두

리더십은 모두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그에 영향

을 미치는 동기와 힘은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이란 조직

구성원들에게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상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결과 즉 성과를 달성하도록 상사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키며, 업무성과의

중요성 및 가치를 인식시킴으로써 하급자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라 정의하였다(Bass 1985; 이문선·강영순, 2000). 또한 변

혁적 리더십은 다차원적이라고 전제하고 구성요소를 비전의 설정 및 정

교화, 솔선수범, 조직목표의 공유, 높은 성과기대, 인간적 자원, 지적자극

으로 제시하였다(Podsakoff et al.,1990 ; 권도희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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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리더십 스타일의 리더는 기존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생

각하도록 구성원에게 자신의 가치, 신념에 대한 변화를 독려하고 개인적

이해보다는 조직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조직문화, 분위기 혁신을 주도해

야 한다(Bass & Avolio, 1990). 이렇게 될 때, 부하는 조직에 대한 몰입

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보통 이상의 노력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김봉환,

2011). 또한 변혁적 리더십은 상사의 비전을 통하여 제시된 조직이 추구

하는 목표를 영감적 동기부여를 통해 부하들이 스스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종업원의 새로운 사고 및 아이디

어의 발굴 능력이 리더의 지적 자극에 의해 향상되며, 구성원 각자가 맞

이하게 되는 문제는 리더의 개별적 배려를 통하여 해결하게 되어 변혁적

리더십 효과가 발현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조봉순·김선호, 2019).

아울러 구성원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미래에 대한 비전

을 제시하고, 영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여 비전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조

직의 성과를 제고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김수겸·홍남선, 2015).

Bass(1985)는 변혁적 리더십은 성과의 측면에서 거래적 리더십과는 비교

된다고 정의하였으며, 기존의 리더십 이론들이 관리자와 종업원 간의 거

래적 교환관계에 기초하여 종업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사고 및 행동

을 하도록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변혁적 리더십과 구분된다고 하였다.

거래적 리더십을 통제하고 조직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변혁적 리더

십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적 리더십

에 대하여 변혁적 리더십의 증가하는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그 반대의

효과는 없음을 밝혔다(Waldman et al., 1990; Bycio et al., 1995).

아울러, Bass(1985)는 상급자의 거래적 리더십을 통해 발생되는 요인,

상황적 보상과 예외적 관리 두 부분을 제시하였다. 상황적 보상은 긍정

적인 보상과 부정적인 보상 등 두 가지 분류하여, 상급자의 요구에 부흥

한 긍정적인 보상의 경우 칭찬, 물질적이고 금전적 보상, 승진에 있어 가

점요소 등을 의미하고, 성과 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정적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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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즉 처벌을 제시하였다(Bass, 1985). 예외적 상황에 대한 상급자의 관

리방식에서 조직구성원이 기준이 되는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을 동

기 부여 부족으로 판단할 경우 지속적인 처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

한 관리방식을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Bass, 1985).

본 연구에서는 Burns(1978)의 리더십 개념을 바탕으로 Bass(1985)의 3

가지 행동적 차원의 변혁적 리더십을 의 행동적 차원을 3가지로 정리하

고 있다. 첫째, 개별적 배려란 상급자가 조직구성원들을 대할 때 특정한

요구를 이해하고 관심을 표명하여 하급자들을 개인적으로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이창원 외, 2003; 채주석 외, 2011). 조직 구성원들을 상급자의 위

치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시나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

직구성원 각자에게 과업을 지시할 때 그들의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욕구

를 개별적으로 존중하며, 동기유발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리더의 개별적 배려는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그렇게

행동하여 조직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책임의식을 갖도록 만들어

기업의 조직성과를 가져오게 한다. 둘째, 카리스마는 전문성을 가진 리더

가 문제의 난관을 극복하고 변혁을 추구함으로써 부하에게 자긍심과 신

념을 심어주는 것을 말한다(Bass & Avolio, 1990; 채주석 외, 2011). 즉

부하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을 수반하며, 리더는 과업을 이해하

는 능력, 기업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센스와 하급자에게

제시할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Bass &Avolio, 1987).

카리스마적 리더는 급변하는 외부환경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

해 규칙이나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혁신을 통해 과

업을 달성한다. 마지막으로 지적자극은 조직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에 대

한 문제인식을 증가시켜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새로운 방식

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지적 자극을 요구하는 리더는 단기적 목

표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추구한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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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는 하급자의 지적자극을 위해서는 본인이 지적으로 풍부해야 하는

것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에 와서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차원은 다음과 같은 4I’s 차원을 포

함하는 리더십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Bass et al., 1996; Bass &

Avolio 1996; 유승동 2001) 첫째, 상급자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신뢰 및

정서적 동질화를 위한 이상적 영향 또는 카리스마(idealized influence or

Charisma)이고, 이는 이상적 특성과 이상적 행동의 차원으로 다시 나누

어진다. 두 번째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상징성 부여와 정감적 호소로서

의 영감적 동기유발(inspirational motivation)이다. 셋째, 부하에 대한 인

간적 대우 및 성장을 위한 학습기회 제공 등의 개별적 배려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마지막으로 기존에 판단하는 고정관념과

관행에 대한 의문제기와 변혁을 권장하는 지적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등의 차원이 제시되고 있다.

이상의 네 차원을 종합하여 설명하면, 비전을 통하여 제시된 조직의

목표를 영감적 동기부여를 통해 부하들이 스스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가지게 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종업원의 새로운 사고 및 아이디어

의 발굴 능력이 상사의 지적 자극에 의해 향상되며, 구성원 각자가 맞이

하게 되는 문제는 상사의 개별적 배려를 통하여 해결하게 되어 변혁적

리더십 효과가 발현되는 것이다(조봉순·김선호, 2019). 본 연구에서

Avolio & Bass(1997)의 Mu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MLQ)에서

제시된 변혁적 리더십 중 개별적 배려, 카리스마, 지적자극의 세 가지 하

위 차원으로 사용된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인으로 구분된 이러한 개념

을 사용하여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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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매개, 조절변수 논문명

Cornelia
Niessena et al.

(2017)

perceive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riving
Emotional exhaustion

Thriving when exhausted:
The role of perceive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i-JiangWang
et al.
(2017)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daptability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Proactive Personality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daptability, and job

crafting: The moderating role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riadna Monje
Amor et al.

(2019)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tructural empowerment
ag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work engagement:

Exploring the mediating role
of structural empowerment

Jennifer L.
Robertson
(2018)

Emotional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 Nature, Measurement
and Nomological Network of

Environmentally Specific
Transformational Leadership

Marion B.
Eberlya et al.

(2017)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the-Job
Embeddedness

Extreme Context
Exposure

Staying after the storm:
How transformational

leadership relates to follower
turnover intentions in

extreme contexts

Xiang Ding et
al.

(2017)

transformational
leadership

Project idntification

Linking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work

outcomes in temporary
organizations: A social

identity approach

Divesh Ojha et
al.

(2018)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xploration
Exploitation
Industry

Manufacrueing Indicator
Company Siz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supply chain

ambidexterity: Mediating role
of supply chain

organizational learning and
moderating role of

uncertainty

Julie-Élaine
Phaneuf et al.

(2016)

supporting
creating

interacting
presenting

leading deciding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consideration

the perception of an
innovative climate.

the perception of clarity
of organizational

objectives.
the perception of

decision-making latitude.

Personality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ontext

JINYUN DUAN1
et al.
(2017)

transformational
leadership

Leader voice expectation
Voice role perception
Personal identification

with leade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employee voice

behavior: A Pygmalion
mechanism

<표 1> 변혁적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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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매개, 조절변수 논문명

김병직 외
(2018)

transformational
leadership

Forgiveness

How to Enhance
Sustainability through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 Important

Role of Employees’
Forgiveness

Susanne Braun
et al.
(2013)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ust in the team
Trust in the superviso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job satisfaction, and team
performance: A multilevel
mediation model of trust

Kaveh
Teymournejad et

al.
(2017)

Idealized
Influence

Intellectural
Simulation
Inspirational
Motivation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the Creativity
of Employe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YoungHee Hur
et al.
(2011)

Emotional
Intellitgenc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s a mediator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team outcomes

Fehmidah Munir
et al.
(2010)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mployees working
within healthcar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depressive symptoms: A

prospective study

Herman H.M.
Tse et al.
(2014)

Group-Focuse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dividaul-focuse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Group Identification
Individual Differentiati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job performance: A
social identity perspective

배채윤, 신제구
(2016)

변혁적 리더십
조직 동일시
조직공정성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job crafting

김병호, 신호철
(2018)

변혁적 리더십

부하직원의
개인-조직 적합성
개인-직무 적합성
개인-상사 적합성

변혁적 리더십이 개인-환경
적합성을 매개로 적응성과에

미치는 영향

채주석, 이길환,
김찬중
(2011)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

자기효능감(0)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유승동
(2001)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별고려

신뢰
변혁적 리더십과 임파워먼트의

관계 : 신뢰의 매개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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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독립변수 매개, 조절변수 논문명

김봉환
(2011)

하급자가 인지하는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하급자가 인지하는
상사의 거래적

리더십

자기권능감,인지된조직지
원,구성원 지원수준(+)
자기권능감,인지된조직지
원,구성원 지원수준(-)

변혁적-거래적 리더십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 대한

매개효과 연구

최범호, 정현우,
류태모
(2015)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셀프리더십

부하의 셀프리더십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부하의 셀프리더십과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진희
(2013)

변혁적리더십 TMX,조직몰입
변혁적 리더십이 TMX와

조직몰입을 통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효과

최보인, 권석균
(2014)

-팀 구성원간 big5
성격 다양성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카리스마,개별적

배려) (-)

변혁적
리더십(카리스마,개별적

배려) (-)

구성원 성격 다양성이 팀
성과와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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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직무성과

직무성과의 직무란 조직구성원에게 주어진 과업으로 조직구성원이 조

직의 생산성에 기여하는 방법 또는 조직구성원에 의해 수행되는 유의미

하거나 중요한 과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성과의 사전적 의미는 이루어

낸 결실을 뜻하며, 어떤 일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 혹은 작업으로 결과를

성취하려는 태도 혹은 행위를 말한다. 성과(performance)는 과업이 이루

어진 과정(process)이나 결과(result) 등을 성취하는데 있어서의 행위 혹

은 태도로 개인과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며 생물학적이고 기계적 체

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Nunan & David, 1988).

성과는 결과로 주어지는 승진, 보상과 같이 상위직급자의 평가와 관계

없이 평가결과가 동일한 객관적인 성과와 본인평가, 상급자평가, 횡적인

동료평가와 같이 평가자에 따라 변동되는 주관적인 성과로 구분하기도

한다(김정식·차동옥, 2013; 박오원, 2013; 유이정·노현탁, 2016). 이러한

직무성과는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혹은 성공적

으로 수행했는가에 측정 가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이 맡은

책무를 어떻게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실무자

의 행동을 나타내는 역동적이고 단면적인 개념이며, 집단의 능력이나 개

인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실무자들의 직무를 판단하며 조직에서의 승진에

반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박성종 등, 2012)

Tett와 Meyer(1993)는 직무성과를 조직몰입, 직무만족과 더불어 중요

한 조직유효성의 지표라고 정의하였다. 조직몰입이란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조직의 가치와 목표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조직과 자신의

성공을 동일시하게 하며, 이는 곧 조직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

다(최호진·김건위, 2007). 또한 조직몰입은 특정한 조직에 대한 개개인의

참여에 대한 상대적 강도라고 설명하였고, 피동적인 충성을 넘어선 소

속된 조직에 대한 정서적 대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Bakhshi et al.,2009).

직무만족은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와 관계된 조직 내의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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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업무의 자율성과 책임, 업무를 습득할 시간적 여유 등을 말하는데,

본인의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은 실제 구조와 신념, 그리고 결과적

으로 직무요구와 행동에 대한 반응에 깊은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김태은·김계하, 2009). 또한 Prince(1968)는 직무성과에 대해서 기업조

직의 효과성 혹은 조직자체의 목표 달성을 위한 그 상태라 하였으며,

Porter와 Lawler(1976)는 조직 구성원들의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

나 과업에 도달하기 위한 활동적인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Millar(1990)는

이러한 직무성과에 대해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 또는 그 주어진 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구성원들이 행한 노력의 결과이며, 조직의 비전에

있어서는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나타내는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개념이라

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자면, Borman과 Motowidlo(1993)는 직무성과의 개

념을 과업성과와 맥락성과로 구분하였다. 과업 성과는 원재료를 활용하

여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같

이 기업에서 인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주요한 기능에 도움

을 주는 활동들을 말하며, 맥락 성과는 기업 내에 조직적이며 사회적이

고 심리적인 맥락을 만들어 기업 효과성에 이바지하는 활동들을 의미한

다(Borman & Motowildo, 1993). 맥락 성과는 과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필요한 행동은 아니지만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돕는 등의 일을 스스로

도와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 성과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자발적인 역할 외 행동

(extra-role behavior)을 포함한다(김미희 외, 2012). 유사한 개념으로는

조직시민행동, 친사회적 행동 등이 있다(Van Dyne & LePine, 1998).

Van Scotter와 Motowidlo(1996)는 맥락성과가 직무기술서 범위 밖의 행

동으로 정의하였고, 그 구성요소로 대인적 퍼실리테이션과 직무헌신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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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주요변수 주요내용

Julia M.

Kensbock &

Stephan A.

Boehm

(2016)

- transformational leadership

- Organization-Based

Self-Esteem

- Emotional Exhaustion

- Job Performance

- 변혁적 리더십이 자존감 부족으로 정서적

피로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직무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침

Gong et al.

(2009)

- employee creativity

- employee learning orientation

- transformational leadership

- employee job performance

- 변혁적리더십과 직무성과는 정(+)의 관계

Maryam
Mahdinezhad et al.
(2013)

-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 Job performance

-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과 직무성과는

조직성과에 정(+)의 관계

기해란 외 (2018)

- 변혁적리더십

- 부하자기중심성

- 지식공유

- 집단성과

- 상사의 변혁적리더십이 부하의 지식공유를

통하여 그 부하의 집단성과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침

양동민 외 (2016)

- 변혁적리더십

- 개인의 집단주의와 권력격차

지향성

- 조직몰입

- 직무성과

- 조직시민행동

-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몰입, 직무성과 및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침

김지수 외 (2012)

- 변혁적 리더십

- 자기효능감

- 직무만족

- 조직몰입

- 직무성과

-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성과에 조직구성원들의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침

<표 2>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성과(job performance)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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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학습지향성

학습은 교육학에서 쓰이는 개념으로 지식의 획득 또는 인식의 발전,

습관의 형성 등을 목표로 하는 의식적 행동을 의미한다. 학습지향성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획득하며 함께 공유하는 활동참여에 관한 고유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론적 근거를 조직의 직무동기이론에서 찾

을 수 있다고 하였다(Slater & Narver, 1995; 진윤희, 2018). 직무동기이

론은 목표와 의도를 조직행동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동기의 차이를 통

해 행동과 태도의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진윤희,

2018).

직무동기와 관련해 볼 때 조직구성원의 목표란 구성원 각자의 의도된

행동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대상이며, 구성원의 이러한 의도는 목표

달성과 성취를 위해 시작하는 행위에 대한 개개인의 관계 및 그러한 행

위를 나타내는 표상이라고 정의하였다(Pinder, 2008). 또한

Dickson(1996)은 학습을 장기적으로 판단하자면 기업의 장기적 체질강화

에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편이

라고 정의하였다. Hurley와 Hult(1998)는 이러한 학습지향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 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지식창출과 활용의 조

직을 폭넓게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아울러, 학습지향성은 기업 간

의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식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를 활용하는 조직

활동(Calantone et al., 2002)라고도 하였다.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고객의 요구를 미리 조사하여 시장의 변화

와 경쟁사의 혁신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조직 내 공유하는 것 등

이 포함된다고 하였다(Hurley RF, 1998; Moorman, 1998; Mone Ma,

1998). 아울러, Slater와 Narver(1994)는 학습지향성에 대해 지식을 새롭

게 지어내고, 획득하며 이를 타 구성원과 공유하는 활동참여에 관한 성

향으로도 정의하였다. 한편, 학습지향성의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

데, 첫째는 조직의 상용이론(theory-in-use)이고, 두 번째는 정신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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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model), 마지막으로는 지배하는 논리(dominant logic) 등과 같은

조직성향에 학습의 가치를 주는 조직가치의 체계로 정의하였다(Sinkula

et al.,1997).

또한 Dickson(1996)은 학습을 지향하는 기업은 구성원 각자의 지식수

준이 높아 고객의 니즈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춰 그 우위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학습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는 기업의 경쟁우위 전략

중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학습지향성의 하위 구성

개념은 학습몰입, 비전공유, 개방성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Sinkula et

al., 1997). 학습몰입은 학습활동을 조직에서는 당연하고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차원이 아닌 조직차원에서 학습에 대한 문

화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핵심적 개념이다(진윤희,

2018).

비전공유는 조직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 상태에

대한 공감의 정도이며, 조직의 학습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요소로 작용하

며, 개방성은 학습에 대한 사고방식, 또는 행동방식과 관련되며 조직 학

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가치라고 정의하였다(진윤희, 2018). 선행

연구에서는 학습지향성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정의하고 있으

며, Huber(1991)가 언급한 학습을 통한 정보의 생성과 확산 개념과 학습

몰입, 비전공유, 개방성, 부서 간 지식공유로 구성된 개념으로(Day, 1994;

Calantone et al., 2002)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학습몰입은 조직이 지식의 필요성과 공유, 창출에 얼마나 노력을 하는

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비전공유란 조직구성원들 간에 중요한 기업의 정

보를 함께 나누는 문화를 말한다. Baker와 Sinkula(1999)는 개방성에

대하여 조직구성원들이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유연한 판단과 사고를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나 활용 가능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개방적이고 적극

적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아울러 Wang(2008)은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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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주요변수 주요내용

Yapiggo
ng et al.
(2009)

- employee creativity
- job performance
- employee
- learning orientation
- transformational leadership

- 조직구성원의 창조성은 근로자의 판매와
감독관과 관련된 근로자 직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학습지향성과
변혁적 리더십은 창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Taylor
&
Francis
(2017)

- learning orientation, reflection

- 관리자의 탐색 활동이 팀 구성원의 학습
방향에 영향을 미쳤으며, 팀 구성원의 학습
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시사

유봉호
(2012)

- 학습지향성
- 고객지향성
- 종업원성과
- 혁신성
- 경영성과

- 학습지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정(+)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

이 일 한

외

(2012)

- 혁신지향성
- 전략지향성
- 학습지향성
- 신제품 개발성과 및 기업성과

- 학습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혁신지향성이 전략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침

정대용 ,
박권홍
(2010)

- 변혁적 리더십

- 학습지향성

- 시장지향성

- 혁신성

- 기업성과

- 변혁적 리더십이 학습지향성과

시장지향성에 정(+)의 관계를 미치고, 이는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표 3> 학습지향성(learning orientation)의 선행연구

두 가지로 나뉘어 보이는 별도의 개념을 결국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학습 지향적 조직은 외부의 급변하는 환경변화

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빠른 대응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

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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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탐색활동

March(1991)는 반대적인 속성을 갖는 탐색(exploration)과 활용

(exploitation)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추구

에 있어 경영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그 사

고방식은 조직이 탐색과 활용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정의하였다(Gupta

et al., 2006; Kortmann, 2015). March(1991)에 따르면 탐색(exploration)

은 탐사(search), 변화(variation), 위험감수(risk taking), 실험

(experimentation), 놀이(play), 유연성(flexibility), 발견(discovery), 혁신

(innovation)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고, 활용은 개선

(refinement), 선택(choice), 생산(production), 효율성(efficiency), 선택

(selection), 실행(implementation), 수행(execution)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자면, 탐색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할 수 있으며, 활용을 통해서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

적 창출이며, 혁신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자면 탐색에서는 탐색적 혁신성

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Benner & Tushman, 2003; Ahn et al., 2006).

March(1991)는 활용에 보다 집중적으로 과도하게 기업운용에 활용하는

조직은 조직의 기존 관성과 특별하지 않은 성공의 함정(success trap)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탐색에 집중하여 활용을 중요 시 하지 않는 기업은

가치 없고 수익성 없는 이상적 사업을 추구하는 데에서 오는 실패의 함

정(failure trap)에 빠질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March(1991)는 조직

내부의 부족한 조직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눠 탐색과 활용을 같은 시

점에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균형적으로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고 하

였다.

또한 탐색활동은 시장에서 추구하는 방향성과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

는 반면, 활용은 현재의 시장의 요구를 빠르게 충족시키기 위해 팽팽하

게 연결되어 있다고 정의하였다(Andriopoulos & Lewis, 2009).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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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거나, 외부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활용적이고 탐색적

인 혁신 둘 모두에 탁월해야 한다(Tushman & O’Reilly 1996; Ahn, Lee

& Lee, 2006). 이러한 탐색행동은 혁신을 포함하는데, 혁신은 다양한 분

야에 오랫동안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의 단순하고 안정

적인 경영환경에서는 작업의 표준화를 통해서 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

는 기업 상부에서의 지시와 이 지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통제 중심

의 전통적 관리 방법이 주를 이루었지만,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동태적인

경영환경에서는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한 혁신중심의 현대적 관리가 요

구된다(정선화·탁진국, 2013).

혁신의 개념은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그 선행연

구자들의 논의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혁신은 변화를 수반하지만 모

든 변화가 다 혁신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이지우 외, 2003). 변화는 무

엇인가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만, 혁신은 개인이나 조직이 새로운 것으

로 지각하는 아이디어, 실행방법, 대상 등을 채택하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Rogers, 1995). 이런 탐색행동을 구성하는 혁신행동은 몇 가

지 특징은 가지는데 첫째, 혁신행동과 창의성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되

어 지기도 하지만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Rosenfeld & Servo, 1990). 혁

신행동의 시작은 새로운 아이디어이고 동일하게 생각 될 수 있는 개연성

이 있으나, 창의성은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등과 관련하여 새롭고 유용

한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것이라 하였다(Amabile, 1996). 또한 Jong과

Hartog(2010)은 혁신행동에 대하여 실체적 유익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디

어의 실행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고 하였다.

둘째, 혁신행동은 역할 외 행동(extra-role behavior)이다(Katz &

Kahn, 1978; 김종우 외, 2007). 혁신행동은 일상적인 업무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 아이디어를 확산하여 결과

물을 만들어 내는 일련의 과정이기에 역할 행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

이다. 혁신행동은 역할 행동이 아닌 역할 외 행동이기 때문에 혁신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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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여러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서재교·홍아

정, 2015).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탐색활동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기존에 축적한 자원이 아닌 탐사, 변화,

위험감수, 실험, 놀이, 유연성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와 보유하고 있는 지

식을 개선, 발견 또는 혁신하는 개념으로 공공조직의 현 상황을 반영하

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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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리더십 직무성과

탐색활동

학습지향성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기본적 목적은 A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 개개인의 직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규명하고 탐색활동이 어떻게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는데 있다.

또한 학습지향성이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성과에 관계에서 탐색활동을 매

개하여 조절하는 간접효과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변혁적 리더십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구성원의 직무성

과를 향상시키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변혁적 리더십을 독립변

수로 두었으며 종속변수를 직무성과로 두고 탐색활동이 매개변수로 작용

하는지 밝히고, 탐색활동과 직무성과 관계에서 학습지향성에 의한 조절

효과를 밝히고자 <그림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해 보았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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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설 설정

2.1.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성과

변혁적 리더십이란 조직구성원들에게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상

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결과 즉 성과를 달성하도록 상사의 기대 욕구

를 충족시키며, 업무성과의 중요성 및 가치를 인식시킴으로써 하급자에

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라 정의하였다(Bass 1985; 이

문선·강영순, 2000). Bass와 Avolio(1994)는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은 이

처럼 조직구성원에게 별도의 동기부여를 통해 부서의 개발과 조직의 의

사결정 및 개선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Price(1968)는 직

무성과에 대해서 조직의 효과성 내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

도라고 하였으며, Porter와 Lawler(1976)는 직무성과란 조직이 객관적으

로 측정 가능한 활동적인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Tett와 Meyer(1993)는 직무성과에 대하여 조직구성원들이 최종

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또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각자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직무성과의

결과를 가져오는 과업수행은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행동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고 하였는데 이는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변환과 유지활동에 기

여하는 행동이라고 하였다(Motowidlo & Scotter, 1994). 이러한 과업수

행능력은 성공적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요인이 있는데,

의사소통, 업무에 있어서의 노련함, 경영과 관리 및 규율성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변혁적 리더십은 하급자들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결과적으로는 최선의 조직성과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변혁적 리더십이 하급자의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Wang et al., 2005; 양봉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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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2010; 기해란 외, 2018). 또한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이 기

업의 변화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여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Nemanich & Keller, 2007),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서 직원들의 직무성과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변

혁적 리더십의 역할은 중요하다(이형룡 외, 2012).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변혁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와 선행연구들

의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리더는 부서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개별적으

로 배려하여 과업을 지시하며, 때로는 자기만의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과

업을 수행하여,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업무성과의 향상을 가져오게 한다

고 정의할 수 있다. 이상의 개념적 배경을 통해서 볼 때, 변혁적 리더십

은 직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

경로와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가설 1: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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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변혁적 리더십과 탐색활동과의 관계

탐색은 탐사, 변화, 위험감수, 실험, 놀이, 유연성, 발견, 혁신을 포괄하

는 개념이다(March, 1991). 직무에 적용한다면 탐색활동은 유연적 사고

를 통해 기존의 지식을 검색하는 개념뿐만 아니라, 지식의 활용을 위한

실험을 하고 과업에 있어 경직된 태도가 아닌 유연성을 통해 혁신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과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환경의 성과

와 장기적 비전을 고려한 새로운 환경에서의 성과로 양쪽측면을 함께 대

비하는 조직을 양면조직(ambidextrous organiz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Tushman & O‘Reilly, 1996).

Amabile et al.(1996)은 상급자의 창의적이고 조직구성원을 향한 격려

는 조직구성원에게 창의성을 발현하는 영향요인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러한 창의적 격려행동은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차원과 유사하기 때문에

변혁적 리더십은 이러한 탐색적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 변혁적 리더십이 혁신행

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혁신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적자극이라고 하였으며, 구성원들의 혁신성은 환경이 불확실한

지금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혁신행동

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유영식 외, 2009).

March(1991)는 이러한 양면조직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

력을 포괄하는 개념이 탐색이며 현재 환경에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

한 노력을 포괄하는 개념이 활용이라고 정의하였다. 급변하는 외부환경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본인에게서도 찾

을 수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으로 함께 과업을 수행하는 상사와의 관계

성, 즉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역량 또한 필요하다. 변혁적 리더십과 탐색

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로서의 혁신행동과 관계 또한 여러 분야에서 연구

되어 왔다(이도화 외, 2009; 고수일, 2011; 최석봉 외, 2010; 유영식 외,

2009; 정현우 외, 2006) 이상의 개념적 배경을 통해서 볼 때, 변혁적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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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은 부하의 혁신적 탐색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그 경로와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2: 변혁적 리더십은 탐색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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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탐색활동과 직무성과의 관계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달성하는 것을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위해서는 조직구성원 개

개인의 성과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구성원 각자의 능력과 이를

개발하려는 기업의 노력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직무 성과는 수

행하려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과 동기부여, 능력 사이의 관계로 결정된

다고 정의하였다(Heneman & Schwab, 1972). Tett와 Meyer(1993)는 조

직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상태로 이루고자 하는 일 또는 조직구성원 각자

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탐색활동을 바탕으로 창출된 성과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지식이

고 혁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탐색적이고 혁신적 성과이다(Ahn et al.,

2006; Benner & Tushman, 2003). 이러한 혁신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자면, 혁신행동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 인내가 높거나 위험을 회피하지 않는 성향이 강하거나(Howell &

Higgens, 1990), 자신감과 독립에 대한 부분이 높고, 아이큐가 높거나 창

조성이 높고(Farr & Ford, 1990), 관심을 갖는 부분이 다양하여 다면적

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도 혁신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정의하였다

(Kirton, 1988).

Staw(1990)은 혁신행동의 기초로 창의력, 문제점 발견, 문제해결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제시하였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조직구성원을

향한 능률적인 홍보와 그 아이디어의 채택과 실행에 따른 조직 내의 조

직의 구성과 자원 확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정의하

였다. Amabile(1988)은 개인 각각의 창조성과 혁신을 연계하여 실시한

연구에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동기의 유발, 업무에 대한 지식 , 창의적인

사고 등으로 측정한 창의성이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를 제시하였으며, Scott와 Bruce(1994)는 개인수준의 혁신을 일으키는 선

행요인으로는 개인의 특성, 지능, 창의성, 업무지식이나 기술적 능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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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분위기, 리더십 스타일, 역할 기대 등이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정의하였다.

탐색활동은 유기적이고,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대해 문제없이 적응하

여 기존에 축적되어 왔던 것들을 새로운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별도의

실험, 학습 및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Kahn(1990)은 육체적, 감정적, 인지적 자원의 보유는 더 큰 유능감과 더

높은 직무열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높은 직무열의를 끌어낼 탐

색활동과 같은 활동은 결과적으로 직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3: 탐색활동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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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탐색활동의 매개효과

김봉환(2011)은 변혁적 리더십의 개별적 고려는 조직구성원들을 획일

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구성원의 감정과 관심, 그리고

욕구에 대하여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하급자들로 하여금 동기유발 시키

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의 또 다른 하위요인으로서 카리

스마를 갖춘 상급자는 하급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합리적인 인

간관계, 종국적인 성공을 통해 결국에는 조직구성원들의 성취를 통한 욕

구를 채워주는 것과 경쟁할 수 없는 전문적인 능력과 실무적 지식 등을

통한 전문적인 권력에 기반을 두어 조직을 이끌어 나간다고 정의하였다

(Bryman, 1992; Conger, 1989; 김봉환, 2011).

이러한 카리스마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신념을 하급자들에게 스며들

게 하며 하급자들의 기대와 관련된 내재적 요인을 더 강조하게 된다

(Shamir, House & Arthur, 1993; 김봉환, 2011). 변혁적 리더십의 세 번

째 요소인 지적자극의 경우, 어려운 업무상의 문제 해결과정에서 하급자

들에게 자율적이도록 배려하여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문제해결 방

식을 허용하며, 과거의 경직되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과 업무 관습에서

벗어나 별도의 생각해 볼만한 것들을 제시한다(Bycio et al., 1995). 이러

한 혁신적 태도는 구성원 각자의 탐색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탐색

활동으로 자원 활용에 있어, 기존 자원의 개선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탐

색의 한 요소인 혁신을 가져오게 하여 이는 종국적으로 직무성과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해보면,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조직구성원의 자원 탐색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

로 긍정적 조직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탐색활동은 직무성과의 선행변수일 뿐만 아니라,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

과 직무성과의 서로간의 관계를 간의 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탐색활동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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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탐색활동은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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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학습지향성의 조절효과

학습지향성은 통찰력을 기르고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자

하는 조직문화이고, 타 경쟁사보다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식을 새

롭게 창조하며 활용하는 조직의 특성이라고 정의한다(Slater & Narver,

1995; Calantone et al., 2002; 유봉호, 2012). 조직의 학습지향성의 수준은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를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는 리더가 조직구성원들의 학습을 장려하고 이를 개발하는 활동의 수

준으로 정의한다(Baker & sinkula, 1999). 또한 Slater와 Narver(1995)는

경쟁자에 대한 대응 관점에서 학습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다른 개념에서의 학습지향성이란 새로운 자원 창출 활동

같은 신제품 개발 활동을 비롯해서 시장의 요구와 시장변화의 민감성,

경쟁자 행동 등에 관련된 사용가능한 정보들을 동종의 경쟁자보다 빠르

게 획득하고 공유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Moormanand & Miner. 1998).

이러한 학습지향성으로 조직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조직구성원

들의 지식의 탐색활동과 확충을 통한 성과의 극대화를 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aker와 Sinkula(1999)의 시장지향성과 학습지향성간의 시

너지 효과가 조직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시장점유

율의 변화, 성과, 신제품 성공률을 검증하여 학습지향성이 시장점유율의

변화, 성과, 신제품 성공률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탐색활동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학습지향성은 이를 조절한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5 : 학습지향성은 탐색활동과 직무성과를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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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학습지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설1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

였고, 가설2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들의 탐색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가설3을 통해 조직구성원 탐색활동은 조직성

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가설4에서 구성원들의 탐색활동이 탐색

활동과 직무성과를 매개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가설 5에서는 조직 구

성원들의 학습을 지향하는 성향이 구성원들의 탐색활동이 조직성과에 영

향을 미침에 있어 이를 조절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성과, 직무만족, 학습지향성 등에 대한 조절효과

를 살펴보거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각각의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는 많

았으나, 변혁적 리더십과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대하여 탐색활동과 학습

지향성에 대하여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함께 적용하여 살펴본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성과의 관계에

서 탐색활동이 매개하는 모형과 탐색활동과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학습지

향성이 조절하는 모형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각각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 학습지향성이 높을수록 변혁적 리더십과 탐색활동을 통해 직무성과

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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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을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하고

탐색을 매개변수(mediation variable)로 학습지향성을 조절변수

(moderated variable)로 직무성과를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설정

하였다. 모든 변수들은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

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설문을 통

해 측정하였다.

3.1.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란 조직구성원들에게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상

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결과 즉 성과를 달성하도록 상사의 기대 욕구

를 충족시키며, 업무성과의 중요성 및 가치를 인식시킴으로써 하급자에

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라 정의하였다(Bass 1985; 이

문선·강영순, 2000). 본 연구에서 변혁적 리더십 측정에 사용된 조사도구

는 Avolio와 Bass(1997)에 의한 수정된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MLQ) 중 변혁적 리더십에 해당하는 항목을 번역하여 사

용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는 개별적 배려 4문항, 카리스마 7문

항, 지적자극 8문항으로 3개의 하위요인별로 구분되어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이 설문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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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변수 질 문 내 용

개별적
배려

1. 나의 상사는 가르치고 코칭하는 시간을 할애한다.

2. 나의 상사는 나를 단지 부서의 구성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한 개인
으로써 인정해 준다.

3. 나의 상사는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욕구, 능력, 열망을 가지고 있
다고 인정해준다.

4. 나의 상사는 나의 강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카리스마

5. 나의 상사는 내가 상사와 같이 일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주려고
노력한다.

6. 나의 상사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신념에 대하여 말하곤 한다.

7. 나의 상사는 강한 목적의식을 갖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제
시한다.

8. 나의 상사는 부서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감내한다.

9. 나의 상사는 나의 존경심을 불러오도록 행동한다.

10. 나의 상사는 결정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과를 고려한다.

11. 나의 상사는 권력과 자신감을 표현한다.

지적자극

12. 나의 상사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 업무과정의 주요 가정을 재확인한다.

13. 나의 상사는 문제 해결 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다.

14. 나의 상사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한다.

15. 나의 상사는 목표달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이야기한다.

16. 나의 상사는 미래의 비젼에 대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전달한다.

17. 나의 상사는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도록 한다.

18. 나의 상사는 과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바라보도록 제
안한다.

19. 나의 상사는 목표달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표 4> 변혁적 리더십 측정 설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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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변수 질 문 내 용

탐색활동

1. 우리 조직은 업무수행 상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 우리 조직은 업무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험한다.

3. 우리 조직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

4. 우리 조직은 업무수행 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접근

법을 찾는다.

<표 5> 탐색활동 측정 설문항목

3.2. 탐색활동

March(1991)에 따르면 탐색(exploration)은 탐사(search), 변화

(variation), 위험감수(risk taking), 실험(experimentation), 놀이(play), 유

연성(flexibility), 발견(discovery), 혁신(innovation)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고 정의하였고, 활용은 개선(refinement), 선택(choice), 생산(production),

효율성(efficiency), 선택(selection), 실행(implementation), 수행

(execution)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자들의 주장을 참고하였으며, 탐색을 측정하

기 위해 Kristal et al. (2010)의 4개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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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변수 질 문 내 용

직무성과

1. 나는 우리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나는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나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할당된 업무를 완료한다.

4. 나의 업무성과는 항상 상사의 기대에 부응한다.

<표 7> 직무성과 측정 설문항목

하위변수 질 문 내 용

학습

지향성

1. 우리 조직은 학습은 투자이며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 우리 조직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기본 가치는 개선을 위한 학습이 포함

된다.

3. 우리 조직의 집단 지성은 업무와 관련된 학습을 그만둔다면, 우리의 미

래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한다.

4. 우리 조직은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이 업무 개선의 열쇠라는 데 동의한

다.

<표 6> 학습지향성 측정 설문항목

3.3. 학습지향성

Hurley와 Hult(1998)는 이러한 학습지향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

키고 그 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지식창출과 활용의 조직을 폭넓게 하

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조직의 학습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Hult(1998)의 4개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4. 직무성과

직무성과는 조직 구성원의 과업 성취 정도 혹은 구성원의 성취도를 의

미하며, Farh와 Cheng(1997)이 그의 동료가 개발하고 Gong(2009)의 연

구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4개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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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통제 변수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탐색활동의 매개효과와 학습지향

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 설정한 변수의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 구성원의 직무성과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는 통제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로 설정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구분하였고, 연령대

는 1= 20대, 2 = 30대, 3 = 40대, 4 = 50대, 5 = 60대로 설정하였다. 학

력은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까지 항목을 나누어 설정하였

다. 근속기간은 1 = 2년 미만, 2 = 2년 이상∼3년 미만, 3 = 3년 이상 ∼

5년 미만, 4 = 5년 이상 ∼ 10년 미만, 5 = 10년 이상 ∼ 20년 미만, 6 =

20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6. 설문지 구성

구 분 문항수 출 처

변혁적 리더십 19 Avolio & Bass(1997)

탐색활동 4 Kristal et al. (2010)

학습지향성 4 Hult(1998)

직무성과 4
Farh & Cheng(1997)
Gong(2009)

통제변수 4

합계 35

<표 8>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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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성 (N=217)

구분 내용 빈도 비율(%) 구분 내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20 55.3

근속

연수

2년 미만 18 8.3

여성 97 44.7

2년~3년 미만 19 8.8

연령

30세미만 41 18.9

3년~5년 미만 39 18.0
30세~40세 미만 84 38.7

5년~10년 미만 42 19.4
40세~~50세 미만 67 30.9

10년~20년 미만 74 34.150세~60세 미만 25 11.5

20년 이상 25 11.560세 이상 0 0.0

<표 9>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A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설문지를 배부하

는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2019년 9월 4일부터 9월 15

일까지 496건의 스마트폰 설문 응답조사를 통해 157건이 수거되었고,

119건의 설문지를 통해 93건이 수거되었다. 수집된 총 250건의 설문 답

변 중 답변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33건의 설문을 제외하고 217건을 분석

하였다. <표 9>에서 응답자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성 120명(55.3%), 여

성 97명(44.7%)이고, 연령대는 30대가 84명(38.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대졸이 144명(6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근속연수는 10년∼20년 미만이 74명(3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5년∼10년 미만(19.4%), 3년∼5년 미만(18.0%)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직급은 과장/연구원이 73명(33.6%), 대리 57명(26.3%) 순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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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특성 (N=217)

구분 내용 빈도 비율(%) 구분 내용 빈도 비율(%)

학력

고졸 16 7.4

직렬

일반직 207 95.4

출제연구직 7 3.2

전문대졸 11 5.1
기타 3 1.4

대졸 144 66.4

직급

사원/주임(6급) 13 6.0

대리(5급) 57 26.3

과장/연구원(4급) 73 33.6

대학원졸 이상 46 21.2 차장/선임연구원(3급) 53 24.4

부장/책임연구원(2급이상) 21 9.7

제2절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 분석에 앞서 SPSS 25.0

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구조방정

식모델링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2.1.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측정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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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10>와 같이 도출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0.954, 탐색활동은 0.912, 학습지향

성은 0.836, 직무성과는 0.825로 나타나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값이

0.7에 근접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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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χ2 df χ2/df IFI TLI CFI RMSEA

모형 706.961 421 1.679 .936 .929 .936 .056

<표 1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 수 항목 수 Cronbach’s α값

변혁적 리더십 19 0.954

탐색활동 4 0.912

학습지향성 4 0.836

직무성과 4 0.825

<표 10> 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요인별 적합도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표 11>와 같이 확인 되었다. 최종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χ2 = 706.961

( df = 421, p < 0.005), RMSEA = 0.0565, RMR = 0.033, IFI = 0.936,

TLI = 0.929, CFI = 0.936 이다. RMSEA 값은 0.08이하, RMR 값은 0.5

이하, IFI, TLI, CFI 값은 전반적으로 0.9에 근접하고 있어 모형이 적합

하다고 볼 수 있다(오계택·이명주, 2017). χ2와 자유도의 비는 3 이하일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받아들여진다. <표12>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 구조인 모형은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구성개념에 대한 표준요인 적재치가 0.5정도부터 그 이상

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중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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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변수 요인적재치
표준화된

요인적재치
표준오차 C.R. SMC

변혁적리더십

RE01 .989 .615 .109 9.058 .378

RE02 1 .754 - - .569

RE03 1.143 .825 .091 12.560 .680

RE04 1.189 .807 .097 12.265 .652

CA01 1 .852 - - .725

CA02 .918 .779 .065 14.110 .607

CA03 .919 .795 .063 14.587 .632

CA04 .642 .610 .064 9.965 .372

CA05 .949 .847 .058 16.234 .717

CA06 .697 .697 .058 11.941 .485

CA07 .389 .337 .077 5.022 .114

ST01 1 .698 - - .488

ST02 1.072 .804 .076 14.111 .646

ST03 .908 .615 .093 9.816 .378

ST04 1 .734 - - .538

ST05 1.267 .798 .091 13.966 .637

ST06 1.264 .837 .084 15.026 .701

ST07 1.279 .840 .085 15.105 .706

ST08 1.131 .796 .081 13.902 .633

탐색활동

EX01 1 .826 - - .682

EX02 1.043 .836 .072 14.483 .698

EX03 1.002 .87 .065 15.369 .758

EX04 .985 .867 .064 15.272 .751

학습지향성

LO01 1 .678 - - .459

LO02 1.095 .820 .107 10.189 .673

LO03 .957 .697 .107 8.953 .486

LO04 1.08 .805 .107 10.057 .648

직무성과

RS01 1 .828 - - .686

RS02 1.094 .823 .075 14.511 .678

RS03 .730 .537 .089 8.170 .288

RS04 1 .776 - - .603

<표 12> 확인적 요인분석 변수별 상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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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초통계와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표 13>에서와 같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응답자의 개인적

인 특성을 반영하여 통제변수 4개와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4개 변수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 중 성별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측정

하였으며, 독립변수인 변혁적 리더십과 매개변수인 탐색활동, 조절변수인

학습지향성, 종속변수인 직무성과 모두가 변수 간 상관관계가 정(+)의

관계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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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 SD 1.성별
2.연령 3.학력 4.근속연수 5.변혁적리더십 6.직무성과 7.탐색활동

8.학습지향성

1.성별 .55 .498 1

2.연령
2.35 .916

.233** 1

3.학력
3.01 .748

.079 .324*** 1

4.근속연수
3.97 1.445

.038 .739*** .185** 1

5.변혁적리더십
3.81 .617

.112
.080 .026 -.096 1

6.직무성과
3.46 .761

.105 .332***
.106

.202** .495***
1

7.탐색활동
3.60 .715

.126†
.059 -.025 .002

.515*** .424***
1

8.학습지향성
3.74 .615

.097
-.004 .086 -.084 .517*** .447*** .545***

1

주1) N=217, †p<0.1, *p<0.05, **p<0.01, ***p<0.001(양측)

주2) 1.성별 :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연령대 : 30대 미만(1), 30대(2), 40대(3), 50대(4), 60대 이상(5), 3..학력 : 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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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변수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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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주효과 가

설과 매개 효과 가설 검증이며 또 다른 하나는 조절효과 가설과 조절된

매개효과 가설 검증이다. 먼저 주효과와 매개효과의 가설검증을 위해 구

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 가설 채택 여

부를 확인하였다.

가설 1은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직무성과에 긍정적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가설 2는 변혁적 리더십이 매개변수인 탐색활동에

긍정적 관계를 예상하였고, 가설 3은 탐색활동은 구성원의 직무성과와

긍정적 관계를 예상하였다. 그리고 가설 4는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성과

의 관계에서 탐색활동의 매개효과를 예상하였다. 가설 1, 2, 3, 4의 검증

결과는 <표 14>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다음의 절차를 거쳐 확인을 한다. 우선, 가설

1과 같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리고 가설 2와

같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되어야 한다. 마지막

으로 가설 3, 4처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관계

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최우재, 2017). 이상의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구성원의 직무성과를 종속변수로 통제변수들을 투입하

고 1단계에서 주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변혁적 리더십을 투입하였다. 변

혁적 리더십을 투입한 1단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변혁적 리더십은(β

=.483, p<0.001)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하였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그리고 2단계에서 탐색활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변혁적 리더십과

탐색활동의 관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직무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



- 43 -

고 변혁적 리더십과 탐색활동을 함께 투입하였다. 2단계의 결과를 살펴

보면 변혁적 리더십(β=.523, p<0.001)은 탐색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변혁적 리더십이 탐색활동에 정(+)의 영

향을 미친다고 설정하였던 가설 2는 지지되었다.

3단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탐색활동(β=.224, p<0.001)은 직무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탐색활동이 직무성

과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하였던 가설 3도 지지되었다. 또

한 변혁적 리더십의 β값이 1단계에서 .483(p<0.001)이었던 것이 3단계에

서 탐색활동이 개입되면서 .366(p<0.001)로 작아지고 유의하게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탐색활동이 유의(β=.224, p<0.01)한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탐색활동은 변혁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부분적으

로 매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규명하였고, 이것으로 탐색활동이 변혁적

리더십과 구성원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

설 4는 지지되었다.

변수

1단계
(직무성과)

2단계
(탐색활동)

3단계
(직무성과)

β
t

β
t

β
t

성별 -.009 -.152 0.082 1.339 -0.027 -.474
연령

.245 2.638** -0.067 -.694 0.261 2.870*

학력
.002 .032 -0.044 -.706 0.012 .202

근속연수
.067 .759 0.107 1.173 0.043 .497

변혁적 리더십
.483 8.318*** 0.523 8.653*** 0.366 5.552***

탐색활동
0.224 3.478**

R2/R2
adj

.333/.318 .277/.260 .370/.352

F 통계량 21.102*** 16.195*** 20.526***

주1) N=217, †p<0.1, *p<0.05, **p<0.01, ***p<0.001(양측)

주2) 1.성별 :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연령대 : 30대 미만(1), 30대(2), 40대(3), 50대(4), 60

대 이상(5), 3..학력 : 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 재학 이상(4), 4.근속연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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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탐색활동의 매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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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와 6은 탐색활동의 조절효과 가설과 조절된 매개효과 가설 검증

부분이다. 가설 5는 학습지향성이 탐색활동과 직무성과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방법(Muller et al.,

2005)을 활용하였다. 가설 5의 검증결과는 <표 15>의 위계적 회귀분석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탐색활동과 학습지향성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

로 유의(β = .948, p<0.05)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탐색활동과 구성

원의 직무성과 사이에서 학습지향성 인식이 조절효과는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가설 5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β
t

β
t

β
t

β
t

성별 .016 .233 -.029 -0.464 -.036 -.615 -.043 -.730
연령

.400 3.813*** .359 3.774*** .359 3.967*** .366 4.072***

학력
-.008 -.112 .014 0.231 -.024 -.404 -.015 -.251

근속연수
-.093 -.946 -.066 -0.743 -.031 -.363** -.034 -.398

탐색활동
.407 6.885*** .229 3.416** -.336 -1.189

학습지향성
.326 4.838*** -.179 -.704

탐색활동x학습지향성
.948 2.060*

R2/R2
adj .115/.098 .277/.260 .350/.331 .363/.341

F 통계량 6.870*** 16.180*** 18.816*** 16.983***

주1) N=217, *p<0.05, **p<0.01, ***p<0.001(양측)

주2) 1.성별 :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연령대 : 30대 미만(1), 30대(2), 40대(3), 50대(4), 60대

이상(5), 3..학력 : 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 재학 이상(4), 4.근속연수 : 2년 미

만(1), 2∼3년미만(2), 3∼5년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표 15> 학습지향성 인식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탐색활동을 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이 있는 경우, 학습

지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직무성과가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지향성의 인식이 높은 집단의 경우 탐색활동이 높아짐에 따

라 직무성과가 더 높아짐을 볼 수 있었고, 학습지향성 인식이 낮은 집단

의 경우는 탐색활동이 높아짐에 따라 직무성과가 높아지기는 하나 그 영

향이 조직공정성 인식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

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식화 하면 [그림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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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습지향성의 조절효과

가설6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직원들의 직무성과 사이에 탐색활동과

학습지향성이 조절된 매개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표17>

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여 간접효과를 확

인하였다. 조절변수인 조직공정성의 평균을 중심으로 ±1 SD 값에서 집

단 내 하한 값(boot LLCI)과 상한 값(boot ULCI)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학습지향성 인식이 M±1 SD인 집단 중 높은

집단에서는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나, 평균 집단과 낮은 집단의 하한 값

(Boot LLCI)과 상한 값(Boot ULCI)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구행동이 높은 집단에서는 과업수행과 학습

을 향한 태도에도 적극적이고, 이는 종국적 직무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이 0을 포함하고 있어 해

당 가설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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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향성
직무성과

Boot indir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 SD (-0.7145) .0280 .0511 -.0688 .1334

M .0732 .0491 -0.144 .1784

+1 SD (0.7145) .1184 .0669 .0016 .2570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Index Boot SE Boot LLCI Boot ULCI

학습지향성 .0633 .0471 -.0253 .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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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 value, bootstrap sample size=10,000

<표 16> SPSS Process 조절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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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변혁적 리더십 하위변수와의 관계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를 종속변수로 통제변수들을 투입하고 Model 1

에서 주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을 투입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인을 투입한 Model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적자

극(β=.354, p<0.1)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리고 Model 2에서는 탐색활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상사의 변

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과 관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직무성과를 종

속변수로 설정하고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인과 탐색활동을 함께 투입하

였고 지적자극(β=.324, p<0.05)이 탐색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Model 3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적자극

(β=.282, p<0.05)이 직무성과에 여전히 유의하고, 매개변수인 탐색활동도

유의(β=.221, p<0.05)한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탐색활동은 변혁적 리

더십의 하위요인 중 지적자극이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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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단계
(직무성과)

2단계
(탐색활동)

3단계
(직무성과)

β
t

β
t

β
t

성별
-.015 -.258 .083 1.333* -.034 -.578

연령 .253 2.704** -.065 -.663 .267 2.926*

학력 -.002 -.031 -.048 -.771 .009 .150

근속연수 .065 .734 .109 1.190 .040 .470

개별적 배려 .082 .794 .036 .332 .074 .735*

카리스마 .071 .541 .186 1.368 .029 .230

지적자극 .354 2.814† .324 2.470* .282 2.268*

탐색활동 .221 3.421*

R2/R2
adj

.338/.315 .280/.256 .373/.349

F 통계량 15.217*** 11.637*** 15.460***

주1) N=217, †p<0.1, *p<0.05, **p<0.01, ***p<0.001(양측)

주2) 1.성별 :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연령대 : 30대 미만(1), 30대(2), 40대(3), 50대(4), 60

대 이상(5), 3..학력 : 고졸이하(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 재학 이상(4), 4.근속연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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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변혁적 리더십 하위요인과 탐색활동의 매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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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가설 검증결과 요약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 <표 18>과 같다.

구분 가설의 내용 결과

가설1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변혁적 리더십은 탐색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탐색활동은 직무성과에 탐색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탐색활동은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5 학습지향성은 탐색활동과 직무성과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가설6
학습지향성이 높을수록 변혁적 리더십과 탐색활동을 통해 직무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더 클 것이다.
기각

<표 18>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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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요약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잡크래프팅, 직무수행 영향력, 지식공유,

기업이미지, 창조성, 팀 수행력 등 긍정적인 영향을 증명하는 연구(오현

아·정재삼, 2017; 지성호, 2017; 기해란 외, 2018 ; Tse et al., 2018, han

et al., 2018)등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사의 변

혁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 각자의 과업을 대하는 행동 변화에 끼치는 영

향과 이로 인하여 직무성과의 선행변수로 볼 수 있는 구성원의 학습지향

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은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되어 왔

으나,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리더십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

나 실습 등의 방법을 사기업에 비해 빠르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 관계성을 살펴보

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이들 변수 간에 존재하는 영향

관계 등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탐

색활동과 학습지향성을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이

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개발된 측정문항들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A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9년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96건의 스마트폰 설문 응답조사를 통해 157건이 수거되었고,

119건의 설문지를 통해 93건이 수거되었다. 수집된 총 250건의 설문 답

변 중 답변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33건의 설문을 제외하고 217건을 분석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 25.0과 AMOS 22.0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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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변혁적 리더십은

하급자의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리더

의 변혁적 리더십은 기업의 성과의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인 혁신행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 중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의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와 과정 속에

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조직 내 구성원의 직무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과 함의를 같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ass 1985; Dvir et al., 2002; 노현재 외, 2011; 김지수 외, 2012).

또한,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자원의 탐색활동에 긍정적 영향

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탐색활동과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학습지향성이 조절되고, 구성원의 탐색활동이 높은 집단은 학

습지향성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개인적 직무성과가 높아지고, 학습지향성

이 낮은 집단에서는 구성원의 탐색 활동이 낮으면 근로자의 직무성과도

낮아진다고 예측하였다. 이런 결과는 조직구성원의 탐색활동이 높은 집

단은 직무성과를 낼 때 학습지향성에 의해 조절되는 경우가 높다는 것과

탐색활동이 낮은 집단은 직무성과를 낼 때 학습지향성에 의해 조절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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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혁적 리

더십의 연구가 점차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기존 연구에서는 결론적

의미로의 조직성과와의 관계만을 다뤘다면, 그 과정이 되는 탐색활동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연구를 통

해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는 외부환경에도 둔감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탐색활동이 이를 매개하고 있다는 점을 규명함으로써 공공기관도 변화에

적응하려는 혁신행동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조직 내에서의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소로서 측정한 개

별적 배려, 카리스마, 지적 자극은 학습지향성,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재확인한 측면에서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다수

의 실증연구에서는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하급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

침을 확인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의 학습의 지향성을 통한

직무성과로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탐색활동을 매개하여 조직성과를 달성

함에 학습지향성이 매개된 조절효과를 지니는 것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

지는 않았으나, 혁신에 기반한 탐색활동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줄 때, 학

습에의 욕구가 이를 조절함은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혁

신적 욕구가 학습지향성의 조절됨을 확인하여 학습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변혁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3개의 하위변인 각각을 독립변인

으로 투입하여 직무성과와의 관계성을 확인하였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지

적 자극이 직무성과에 강한 정(+)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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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상급자의 변혁적

리더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급자의 지적자극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업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법과

규정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사의 강한 카리

스마가 발휘되기 어렵고, 공공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어 조직구성원의 개

별적인 배려가 사실상 힘들다는 전제가 확인되었다. 지적 자극요인은 타

성과 관성에 의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문제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조직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자극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은 상사의 하급자에 대한 지적자극이 가장 큰

요소로 발휘됨을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을 통해 변혁적 리더십이 발휘된

다면 상사의 하급자에 대한 지적 자극에 대한 관심으로 하급자로 하여금

개별적인 배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연쇄적인 긍정적

리더십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직 구성원들의 탐색활동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혁신행동을 장

려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공공기관을 둘러싼 외부환경

에서는 계속적으로 혁신을 위한 규제를 철폐하자고 주장하면서 창의적

해법을 통해 공공기관을 유연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효율적 조직으로 변

화시키려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공기관은 법령과 규정, 규칙 등에 과업

이 수행되고 있어 혁신이 어렵다. 또한 그러한 혁신을 장려하는 문화나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에 변

화와 혁신을 위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경영진은

혁신을 체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화 시키는 데 노력을 해

야 할 것이다.

셋째, 조직 구성원의 학습에의 지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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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기관의 특수적인 부분을 고려하

지 않은 외부 용역업체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조직구성원들을 교육하

는 부분에 있어서 괴리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사내 강사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그 기관에 맞는 교육 프로그

램을 도입하여 학습지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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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실증적인 결과를 통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몇 가지 한

계점을 가지고 있어 다음의 한계점들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

첫째, 연구는 개인에서 조직으로 작은 범위에서 큰 범주로 확대가 되

어야 하므로, 개인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는 개인 수준에서 검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듯 향후 기업에

서 필요로 하는 성과의 결과를 확인하여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구 차

원이 아닌 조직 차원의 성과분석을 통해 좀 더 조직운영에 필요한 가시

적인 결과를 위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에 본인이 판단하는 자기보고식의 질문으

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 개인이 지각

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향후 이러한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조직구성원이 인지하는 변혁적 리더십과 리더가 인식하고 있

는 직무성과를 구분하여 변수별 측정대상을 달리하여 응답을 받아 분석

에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보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일 시점에서 획득된 설문이라는 것도 문제가 된다. 설문 답변

자의 심리상태는 조사 시점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설문당시의 심리상태를 측정하기 때

문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도 설문지 배부 외에도 모바일로 설문을 실시한 관계

로 환경적인 부분에 통제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 종단연구가 이

루어지면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넷째, 이번 연구에서는 한 개의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였기 때문에, 보편적인 연구결과를 위해서는 향후 사기업, 정부부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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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기관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구 대상을 확대할 필

요성이 있다. 비슷한 조건에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의 시도로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기관의 종류

와 규모,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리더십의 역량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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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Job

performance of South Korea :

Role of exploration and learning orientation

Kim, Ji hoon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seniors on job performance of organizational member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xplor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learning

orientation in this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were examined considering the process and

situation leading t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leading to job

performance of members. Through this, I tried to find out how to

increase job performance through the matters related t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hich

consists of subordinate factors such as individual consideration,

charisma, and intellectual stimulation of the superiors, can be found to

bring out the job performance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supervisor was expected to

influence the subordinates' attitudes toward the task, the search

ability, and the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learning.

This study was conducted on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 A.

The survey was distributed from September 4 to September 15, 2019,

with 496 Google surveys and 119 questionnaires on smartphones.

157 smartphone surveys and 93 surveys were collected, and a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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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50 were collected.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inferre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job performance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nd exploration

mediates when transformative leader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job

performanc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an be seen as enhancing

the exploration ability of organizational members and in turn

improving job performance. In other words, it can be judged that the

personal job performance of members is also increased by increasing

the ability to search for members. The exploratory skills used by

members in carrying out tasks for work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ir personal performance. When organizational explor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job performance, it is mediated and controlled by

learning orientation.

Some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search suggests that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supervisors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each member of the

organizat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exploratory ability

to derive the job performance of individual members of public

institutions is an important variable in positively affecting the job

performance of member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prepare a

different questionnaire for the transformation of leadership and job

performance, and for the subordinates to evaluate the leadership of

their supervisors. Further longitudinal studies are needed to confirm

the double-sidedness of the external environment through research in

terms of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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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상사는 가르치고 코칭하는 시간을 할애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상사는 나를 단지 부서의 구성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한 개인으로써 인정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상사는 내가 다른사람과 차별화된 욕구, 능력,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4페이지(44문항)로 구성되어 약 1~2분 소요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설문지는 변혁적리더십과 탐구, 직무성과 및 팔로워십 등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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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작성 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는 없을 것이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각 질문들은 정답

이 없으며,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협조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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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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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 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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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래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나 가장 가까운 것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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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나의 상사는 나의 강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상사는 내가 상사와 같이 일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상사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신념에 대하여 말

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상사는 강한 목적의식을 갖는 것에 대한 중요

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상사는 부서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감

내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상사는 나의 존경심을 불러오도록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상사는 결정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과를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상사는 권력과 자신감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상사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 업무과정의 주요

가정을 재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상사는 문제 해결 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상사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상사는 목표달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열정적으

로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상사는 미래의 비젼에 대해서 설득하기 위해

서 분명하게 전달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상사는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도록 한

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상사는 과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

으로 바라보도록 제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상사는 목표달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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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조직은 학습은 투자이며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조직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기본 가치는 개선을

위한 학습이 포함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조직의 집단 지성은 업무와 관련된 학습을 그

만둔다면, 우리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조직은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이 업무 개선의

열쇠라는 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조직에서는 업무상 발생하는 모든 활동이 명확

하게 정의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조직에서는 다양한 업무상 기여가 개인 업무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조직은 업무상 개선이 필요한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조직은 업무수행 상 모든 활동이 어디에 적합

한 지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조직은 업무수행 상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을 적

극적으로 추진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조직은 업무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새

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험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조직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

로운 기회를 모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조직은 업무수행 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

임없이 새로운 접근법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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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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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상급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잘 수행
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일에 대한 열의로 동료들을 활기 있게 일하도
록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의 능력을 적
극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상급자는 나를 믿고 일을 맡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최선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발휘하여 헌신적으
로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에 대
해서 직접 판단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갈등이 생기더라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나의
견해를 주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스로 고안해서 적극적으
로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의사결정하고 행동한
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우리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할당된 업무를 완료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업무성과는 항상 상사의 기대에 부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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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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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 문항은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문 항 목 구 분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 령

① 30세 미만 ② 30세 이상~40세 미만

③ 40세 이상~50세 미만 ④ 50세 이상~60세 미만

⑤ 60세 이상

3. 학 력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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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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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업무 유형
① 기획운영(감사포함) ② 능력개발(숙련기술포함)

③ 능력평가(NCS포함) ④ 국제인력 ⑤ 기 타

6. 직 렬 ① 일반직 ② 출제연구직 ③ 기타

7. 직 위
① 사원/주임(6급) ② 대리(5급) ③ 과장/연구원(4급)

④ 차장/선임연구원(3급) ⑤ 부장/책임연구원(2급 이상)

귀한 시간 내시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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