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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급변하고 있는 경영환경 속에서 윤리적 붕괴에 직면한 현대사회의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진 긍정적 형태의 리더십에 대한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명확한 신념과 윤리적 기준을 가진 리더가 공개된

정보를 공유하고 진실된 생각과 감정 표현을 통해 구성원과의 신뢰를 형성

하는 등 구성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진성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또한 새로워지는 환경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대 조직에서는 구

성원이 능동적, 주도적으로 현장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분권화

시키고 수평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진성 리더가 높은 도덕적 기

준을 갖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은 리더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자

기 효능감을 높여 조직과 동일시할 뿐 아니라, 성과에 대한 효과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사의 진성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정서

적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이 관계에서 심리

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얻은 273부에

대하여 AMOS와 SPSS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상사

의 진성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몰입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진성리더십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



- 2 -

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성리더십과 정서적 몰입,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유의한 관계에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을 이끌기 위하여

상사가 명확한 가치관과 윤리적 기준을 갖고 의사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부

하 직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등 진성리더십을 발휘하여 조

직 구성원에게 내적 직무동기를 부여하고 업무에 대한 구성원의 의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 진성리더십, 정서적 몰입, 심리적 임파워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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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급변하고 있는 경영환경 속에서 현대사회는 부패와 탐욕과 같은 윤리적

붕괴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문제 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목적과 가

치, 성실성 등 진정성을 가진 긍정적 형태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

(Avolio & Gardner, 2005). 공공부문에서도 공공부문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조직 부패에 직면해 있다(진윤희, 2016). 또한,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역시 경영환경 변화에 직

면하면서, 조직의 공공성을 보유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변화에 대

응하고 유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양연희·이상철, 2018). 새로운 기

술과 수요, 경쟁상황 등장에 대응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조직을 구축하고 고

객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리더가 가져야 할 기본적 소양 중

진정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토대로, 리더십 연구 분야 중 진성리더십(authentic

leadership)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조직에서 진성리더는 자신의 핵심

신념과 가치에 충실하고 진정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리더와 구성원의 긍

정적인 자기 인식과 통제된 긍정적 행동을 촉진하여 조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Gardner, Avolio, Luthans, May, & Walumbwa, 2005). 또한, 조직

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가치관과 동기를 드러내며 의사 결정

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명확하고 개방적 행

동을 보여줌으로써 구성원이 상사의 도덕성과 역량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 2 -

수 있도록 도와준다(Walumbwa, Wang, Wang, Schaubroeck, & Avolio, 2010).

한편, 나날이 새로워지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현대 조직에

서는 조직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현장의 변화에 대처하고, 주도적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조직을 분권화시키고 수평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

다. 특히 공익 증대를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은 현장에서 빠른 민원 응대, 업

무 조치 등을 요구받음에 따라 중간관리층이 줄어들고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주도적인 업무 수행을 필요로 한다. 이 때 조직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갖고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리더에게서 임파워먼트를 부여받는 것이 필요하다(Conger &

Kanungo, 1988).

진성리더는 명확한 가치관과 신념, 윤리적 기준을 갖고 부하직원을 대하

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고려하여 문제를 처리하고자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은 조직과 구성원을 동일시할 뿐 아니라 본인의 일

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더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Walumbwa et

al., 2010; George, 2003; Ilies et al., 2005). 또한, 진성 리더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개인의 본보기로 삼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구성원은 리더

의 가치와 관점을 내면화하여 조직 몰입을 높이고, 구성원이 노력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는 자각을 도와 성과에 대한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Walumbwa, Avolio, Gardner, Wernsing, & Peterson, 2008).

즉, 진성 리더에게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느낀 구성원은 업무에 대한 동

기부여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조직에 더 몰입하게 될 것이며(Thomas &

Velthous, 1990), 궁극적으로 구성원의 조직몰입이 높아지면 구성원과 조직

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Mowday, Steers, & Porter,

1979). 동기부여적 관점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경영의 효과성에 도움이

되는 높은 몰입, 도전적 상황, 높은 목표치 등에 대한 노력 및 혁신 행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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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Spreitzer, 1995).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성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나(Jensen & Luthans, 2006; Walumbwa et al., 2008; 김명수·장춘수, 2012),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있었다(Walumbwa et

al., 2010; 김예성·신제구, 2018; 박민영·장영철, 2016).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나기현, 2005; 전

태홍·정원호, 2015; 전정호·이현응, 2016). 또한 윤리적 리더십이 심리적 임

파워먼트를 매개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나(손은일·송정수,

2012), 변혁적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채순화·배성현·김정원,

2007; 이강옥·손태원, 2004). 그러나 공공조직에서 중요한 리더십으로 인식되

고 있는 진성리더십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정서

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했다.

이로 미루어볼 때, 경영혁신을 요구받는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진성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구성요소인 자기효능감, 과업수행자신감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구성원은 동기부여를 느끼게 되어 조직에

정서적으로 더 크게 몰입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정서적 몰입에 미치

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진성리더십과

정서적 몰입 간에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입증된다면, 향후 상대

적으로 고용안정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에서 조직성과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기 위해 정서적 몰입을 높이는 데 있어 상사의 진성리더십 발휘를 통한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구성원에게 주체적 결정을 요구하고, 급변하는 상황

에 대한 대응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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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진성리더십

진성리더십은 2010년대 이후 활발하게 다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탐욕과 부패에 기인한 다양한 사건들로 인한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반성이 사회지도층의 진정성 확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

졌고 이에 따라 진성리더십에 대한 관심도 증대됐을 것이라 볼 수 있다(최

우재·조윤형, 2013). 또한 진성리더십은 경제적 효율성과 리더십 스킬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기존 리더십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리더십 연

구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윤정구·김가진·홍지혜·아지예, 2011).

공공기관에서 조직의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조직구성원들의 역량을

이끌어내려면 조직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성과나 보상의 외적자극보다는 조직

구성원들의 내적 심리적 변화를 통하여 내재적 동기로 표현되는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진윤희, 2016).

진정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진성리더십은, 자신에 대한 진실한 태도

를 기반으로 자기 자신에게 성실해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진성리

더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충실하고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주며(Avolio

& Gardner, 2005), 자기인식과 통제된 행동을 통해 구성원과 조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을 발전시키고자 한다(Gardner et al., 2005). 진성리

더십 이론은 기존 리더십 이론에서 강조했던 기술이나 스타일보다는 자기이

해, 신뢰, 희망, 의미성과 같은 품성과 가치를 리더십의 핵심으로 강조한다

(양경흠・김정식・김정수, 2017; 박정원・손승연, 2016; 윤정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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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리더십은 긍정적인 심리적 능력과 윤리적 기후를 이끌어 내고 촉진시

켜 더 큰 자기 인식, 내면화된 도덕적 관점, 정보의 균형 잡힌 처리 및 관계

적 투명성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구성원에게 긍정

적인 자기 계발을 촉진할 수 있다(Walumbwa et al., 2008). 이에, 진성리더

십의 구성요소로 Avolio & Gardner(2005)는 긍정적 심리자본, 긍정적인 도

덕적 관점, 리더의 자기인식, 리더의 자기규제를 들었으며, Walumbwa et

al. (2008)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진성리더십의 구성요소로써 자아인식, 균형

잡힌 처리, 내면화된 도덕적 관점, 관계적 투명성을 들었다. 진성리더십의

구성 요소는 여러 학자들 간 근소한 차이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Walumbwa et al (2008)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4개의 구성요소로 정의되며,

진성리더십의 측정도구로 오늘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첫째, 자아인식(Self-awareness)이다. 자아인식은 리더 스스로 존재 이유

와 삶의 목적을 발견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정체성을 성찰하는 과정이다

(정예지, 2014; 윤정구, 2012; Luthans & Avolio, 2003). 또한, 가치관과 정체

성, 감정, 동기 및 목표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아인식이 진성리더십과 관계

를 띤다고 보았으며(Avolio & Gardner, 2005; Gardner et al, 2005), 자아가

어떻게 자신을 인식하고 규제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심리적 변화과정인 자

아인식은 진성 리더십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노태헌, 2015).

둘째, 관계적 투명성(Relational transparency)이다. 관계적 투명성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되거나 왜곡된 모습이 아닌 진정성 있는 자신을 보여주는 것

으로(Walumbwa et al., 2008), 리더가 자기 자신을 개방하고 드러내어 긴밀

한 관계에서 신뢰를 나타낸다(Gardner et al., 2005). 즉, 진정성 있는 자아를

다른 사람에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 부적절한 감정의 표현을 최소화하려 노

력할 뿐 아니라 정보 공유와 자신의 진실된 생각과 감정 표현을 통해 신뢰

를 촉진시키는 것이다(한봉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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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균형잡힌 정보처리(Balanced processing)이다. 리더는 결정을 내리

기 전에 관련된 데이터(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Walumbwa et

al., 2008). 또한, 그러한 리더들은 깊게 자리하고 있는 기존 입장에 도전하

는 견해를 얻으려고 한다(Walumbwa et al., 2008; Gardner et al., 2005)

넷째, 내재화된 도덕관점(Internalized moral perspective)이다. 내재화된

도덕관점은 자기 규제의 내면화되고 통합된 형태를 의미한다(Walumbwa et

al., 2008; Ryan & Deci, 2003). 이러한 자기규제 종류는 내부 도덕적 표준

과 가치 대 집단, 조직, 사회적 압력에 의해 유도되며, 이러한 내재된 가치

와 일치하는 의사결정 표현과 행동을 초래한다(Walumbwa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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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진성리더십의 결과요인으로는 조직몰입, 직무만족 등을 들 수 있다

(Jensen & Luthans, 2006; Walumbwa et al., 2008). 정예지·이수정·김문주

(2012)의 연구에 따르면, 진성리더십은 팀 성과, 팀 창의성, 조직몰입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리더십의 효과요인에 관해 개

인차원의 심리적, 관계적 요인과 조직 차원의 문화, 성과 요인으로 유형화하

여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이정환·박한규, 2013).

진성리더십을 독립변수로 하여, 주로 종속변수로 활용되었던 대표적 연구

로는 조직몰입(김명수·장춘수, 2012; 정예지·이수정·김문주, 2012; 김대영·배

을규·한미자, 2013;, 한봉주, 2013; 양경흠 등, 2017; 김동철, 2018), 적응적

수행성과(최우재・조윤형, 2013; 강호철·이도화, 2016) 등이 있으며, 진성리

더십을 독립변수로 하여, 주로 종속변수와의 매개적 역할 또는 조절 역할을

했던 변수로는 임파워먼트(김예성·신제구, 2018), 직무열의(이미현·정진철·오

민정, 2015), 동일시(박노윤·설현도·이준호, 2014; 박상길·장준호, 2015; 오현

아·정재삼, 2017), 긍정심리자본(김명수·장춘수, 2012; 한봉주, 2013; 이영수·

송영수, 2014; 이미현 등, 2015; 강호철·이도화, 2016; 오현아·정재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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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내용

Jensen & Luthans

(2006)

진성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Walumbwa et al.

(2010)

진성리더십은 상사동일시,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조직시민행

동과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Hannah et al.

(2011)

진성리더십과 팀워크와 팀 생산성의 관계에서 팀 진정성이

매개효과를 나타냄

김명수·장춘수

(2012)

진성리더십은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과정에서 긍정심리자본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냄

정예지 등

(2012)

진성리더십은 팀 성과, 팀 창의성,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침

김대영 등

(2013)

진성리더십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과

정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냄

정예지·김문주

(2013)

진성리더십은 팀 에너지를 완전 매개하여 심리적 웰빙과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침

최우재·조윤형

(2013)

진성리더십은 자기권능감을 매개로 심리적 웰빙과 적응적

수행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박노윤 등

(2014)

진성리더십은 사회정체성을 매개로 구성원의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교환관계인식은 진성

리더십과 사회정체성 간의 관계를 조절함

정예지

(2014)

진성리더십은 팀 에너지와 팀 효능감을 부분매개하여 팀 성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침

최우재·송하동

(2014)

진성리더십과 개인수준 효과성의 관계에서 부하의 자기효능

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이 과정에서 LMX는 진성리더

십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함

김동철, 2018; 이성호·최석봉, 2018)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위와 같이 진성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된 연구와 진성리더십과

일 몰입 및 조직시민행동 간 관계에서 동일시와 임파워먼트가 매개효과를

보였던 연구(Walumbwa et al., 2010)는 본 연구에서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가설을 뒷

받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 최근 국내외 진성리더십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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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o et al.

(2014)

진성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에 직접적인 정(+)의 영

향을 미쳤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의 희망은 매개효과

를 나타냄

김응조·홍아정

(2015)

진성리더십은 집단창의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과

정에서 개인-환경적합성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냄

박상길·장준호

(2015)

진성리더십은 상사동일시를 부분매개하여 자아개념과 내재

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윤인한·장영철

(2015)

진성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 종업원몰입을 부분매개하여 조

직후원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미현 등

(2015)

진성리더십과 변화지향조직시민행동의 유의한 관계에서 긍정심

리자본은 완전매개효과를, 직무열의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냄

임대성·정형일

(2015)

진성리더십은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과정에서 상사신뢰와 팀 에너지는 매개효과를 나타냄

강호철·이도화

(2016)

진성리더십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적응적 수행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침

박정원·손승연

(2016)

진성리더십은 향상초점으로 조절된 심리적 안전을 매개로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조윤형·최우재

(2016)

진성리더십과 변화지지행동의 유의한 관계에서 감정적 변화

몰입은 매개변수로, 조직공정성은 조절된 매개변수로 작용함

김영규·윤천성

(2017)

진성리더십은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창의적 행동과 혁신행

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양경흠 등

(2017)

진성리더십은 리더신뢰를 부분매개하여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침

오현아·정재삼

(2017)

진성리더십은 잡크래프팅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

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조직동일시는 정(+)적 매개효과를 보임

조윤희 등

(2017)

진성리더십은 팀 몰입과 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서 리더의 코칭행동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임

최우재

(2017)

진성리더십은 부하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발언행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부하

들의 조직냉소주의가 부(-)적 매개효과를 보임

김동철

(2018)

진성리더십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으며, 이 과정에서 심리적 자본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냄

김예성·신제구

(2018)

진성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계약위반을 순차

적으로 직렬매개하여 사회적 태만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 즉,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증가하고 심리적 계

약위반은 감소되어 사회적 태만은 낮아지게 됨

홍아정·조윤성

(2018)

진성리더십은 조직학습역량을 부분매개하여 일 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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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서적 몰입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으로써 조직의 성공을 돕기 위해 기꺼이 부가적인

업무를 하려는 의지 및 충성과 직장으로써 조직을 추천하고, 조직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의미한다(Porter, Crampon & Smith, 1976). Mowday

et al. (1979)는 조직몰입을 심리적 애착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시

하였다.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갖고 수용하며, 조직을

대신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를 보일 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으로

써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명확한 욕구를 가진다는 것이다.

Eisenberger & Huntington (1986)는 조직몰입에 대하여 조직을 떠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강조하는 관점과 조직에 대한 감정적 애착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감정적 애착 관점에서의 조직몰입은 조직과의 정

서적 유대를 중시하고 조직에 대한 직원의 동일시 및 관여를 뜻하는데, 이

는 생산성, 이직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직몰입

모델로는,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지속적 몰입

(continuance commitment) 및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으로 나

누어 제시한 3요인 모델이 대표적이다(Meyer & Allen, 1991). 그들은 공통

적으로 조직 몰입의 정의를 조직과 구성원간의 관계를 특징짓고, 조직 구성

원이 조직에 계속 남아있거나 떠나려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상태

라고 보았으나, 각 접근방식 별 심리적 상태의 본질의 차이를 언급하였다.

첫째, 정서적 몰입은 조직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emotional

attachment), 조직에 대한 관여(involvement), 동일시(identification)를 의미

한다. 강한 정서적 몰입을 지닌 구성원들은 그들이 계속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직에 머물러 있다.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감정적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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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과 자부심을 지니며 조직과 동일시하게 되고, 따라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원형, 2005). 특히 정서적 몰입은 조직몰입

의 3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조직몰입으로 인정되어 왔으며(박병준·손승연,

2017; Hunter & Thatcher, 2007), 정서적 몰입이 강한 구성원은 조직의 가

치관을 받아들이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이에

계속해서 조직에 남아 있으려 하며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

다(조준·윤동열·한승현, 2018). 둘째, 지속적 몰입은 조직을 떠나는 것과 관

련된 비용을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몰입을 의미한다. 조직에 머물러야

할 의무를 느끼는 것이 반영되어, 조직에 계속 남아있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수준의 규범적 몰입을 지닌 구성원들은 그들이 조

직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감정에서 발생하는 몰입을 의미한다.

한편, 이목화·문형구(2014)는 국내 조직몰입 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Allen & Meyer의 3요인 모델을 활용한 72개 연구 중 정서적 몰입만이 전

부 포함되어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Allen & Meyer (1990)의 3요인 모

델 안에 포함된 규범적 몰입과 지속적 몰입에 대한 타당도 문제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조직몰입의 3요소 중 정서적 몰입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충분히 입증된 안정적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는 반면, 지속적 몰입

과 규범적 몰입은 개념 타당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모두 혼재되

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문제로 인해 지속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의 사용

빈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에 정서적 몰입을 두어 분석한

연구로는 조직이 구성원들의 기여에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지각하는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감정적으로 애착을

느낄 것이라고 보았던 연구결과나(이종찬, 2010), 상사의 진성리더십이 긍정

심리자본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

낸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김명수·장춘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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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근 국내외 정서적 몰입 관련 연구

연구자 연구 내용

Brammer et al.

(2007)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정서적 몰입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

차동옥·김정식

(2011)

임파워링 리더십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직무몰입, 조직몰

입, 조직시민행동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이규만·최준희

(2012)

리더-구성원 교환관계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몰입

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짐

이철기·이동진

(2012)

조직공정성 인식은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정서적 몰입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소진 중 성취감감소가 높을수록

상호작용공정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서적 몰입이 크게 증가함

홍권표·윤동열

(2013)

서번트 리더십은 희망을 매개로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Wayne et al.

(2013)

근로자의 FSOP(family-supportive organizational perceptions)는

일-가정 비옥화와 정서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일-가정

비옥화는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이용탁·주규하

(2014)

사회적기업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자본은 직무만족을 부분매

개하여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백유성

(2015)

정서 노동(표면행동, 내면행동)은 직무만족을 매개로 하여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이현응·전정호

(2016)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권력거리성향은 조절효과를 나타냄

임현명·정원호

(2016)

포용적 리더십과 핵심자기평가, 정서적 몰입간의 정(+)의 관

계에서 상태적 핵심자기평가의 부분매개, 특성적 핵심자기평

가의 조절효과를 확인함.

전정호·설현도

(2016)

절차적 공정성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절차적 공정성과 조직몰입 간 관계에서 권력거리 성

향이 부(-)의 조절효과를 미치며, 절차적 공정성과 조직시민

행동 간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이 부(-)의 조절효과를 미침

Vandenberghe et al.

(2017)

역할 이론과 구조 기능주의 관점에서, 조직에 대한 정서적

몰입이 상사에 대한 정서적 몰입에 우선하며, 이러한 몰입이

이직률에 영향을 미치며, 이 관계에서 상사-조직 가치 일치

의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함

가성민 등

(2017)

일학습병행제 참여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들의 심리적 자본은

LMX를 매개로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조준 등

(2018)

무형식학습의 하위요인 중 외부탐색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은 외부탐색과 조직

몰입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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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심리적 임파워먼트

부하 직원에게 권한 부여를 하면, 조직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조직 내 권

력을 상사가 부하들과 공유하고 통제함으로써 조직의 권력과 효과성 등 총

생산형태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Spreitzer, Kizilos & Nason, 1997).

Conger & Kanungo(1988)는 임파워먼트가 단순히 위임하는 것이 아닌 동

기 부여적이며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관리자는 하위 계

층 간 무력감을 조성하는 조직 내 조건을 확인, 권한 부여 전략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부하직원들에게 자기 효용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하직원은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따라

서 임파워먼트는 조직변화를 유도, 관리하려고 시도하는 지도자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Thomas & Velthouse(1990)는 Conger & Kanungo의 연구를 더욱 확장시

켜, 임파워먼트를 내재적 업무 동기부여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았고, 임파워

먼트가 다각적이며, 단일 개념으로만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부하직

원의 권한 부여를 위한 기반으로서 영향력(Impact), 자신감(Competence), 의

미성(Meaningfulness), 선택(Choice) 등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Spreitzer(1995)는 네 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 의미성(Meaning)이다. 두 번째, 과업수행 자

신감(Comptence or Self-efficacy)이다. 세 번째, 자율성(Self-determination)

이다. 마지막으로, 영향력(Impact)이다.

첫째, 의미성이란 개인의 이상이나 기준과 관련하여 판단되는 업무 목표

또는 목적의 가치를 의미한다(Thomas & Velthouse, 1990). 또한, 업무 역할

의 요구 사항과 개인의 신념, 가치 및 행동 사이의 적합성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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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preitzer, 1996; Brief & Nord, 1990; Hackman & Oldham, 1980). 둘째,

과업수행자신감(Comptence)은 Conger & Kanungo 가 제시한 자기효능감

(self-efficacy)과 동일한 개념으로, 숙련된 업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Spreitzer, 1996; Gist, 1987). 셋째, 자기결정력은 행동

을 시작하고 규제하는 데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감각이다(Spreitzer,

1995; Deci, Connell & Ryan, 1989). 자기 결정력은 업무 행동과 프로세스의

시작과 지속에 대한 자율성이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영향력은 개인이 직장

에서 전략, 관리 또는 운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이다(Spreitzer,

1995; Ashforth, 1989).

한편, 급변하고 있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 혁신, 변화

등을 꾀하고 있으며 기업 구성원의 변화를 위해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로 ‘임파워먼트’

를 제시하였으며(허갑수·변상우, 2007), 역할의 모호성이 임파워먼트에 가장

큰 부적 상관관계를, 이 외 권한의 확장과 정보의 접근성, 사회정치적 지원,

업무환경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preitzer, 1996).

Spreitzer(1995)에 의하면 의미성은 자신의 일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평

가, 효능감은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신념, 자기결정은 특정 활동의

시작 및 통제에 대한 선택, 영향력은 업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

미하며, 이 네 가지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통제소재와 자존감, 정

보에 대한 접근, 보상을 들었고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주요 결과로는 유효성

과 혁신을 들었다(이현응·전정호, 2016). 또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이들 네

가지 차원이 증대되면 집단의 경영성과가 나타나고 혁신을 위한 만족감과

조직몰입이 증대된다고 주장하였다(채순화 등, 2007).

또한, 임파워먼트는 조직몰입, 직무만족, 스트레스, 역할행동, 조직시민행

동,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제시되어 왔다(유영식·심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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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내용

남정민·전병준

(2010)

공공기관에서 근로자경영참여는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고 이 과정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경영자신뢰는

근로자경영참여와 조직몰입 간 관계를 매개함

오종철·양태식

(2010)

창의적 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과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

김성남·이규만

(2011)

정보접근성, LMX 및 참여적 분위기와 같은 조직상황 특성

요인은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몰입, 혁신행동과 같은 구

성원의 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

조철호

(2011)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임파워먼트와 직무만

족은 고객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조직지

원 인식은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 임파워먼트와 고객지향성

간에 조절효과를 나타냄

김동산·정종태

(2012)

팀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상사의 리더십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조직후원인식은 매개효과를 나타냄

손은일·송정수

(2012)

윤리적 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부분 매개하여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침

구정모

(2014)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구성요소는 창의적 기업문화와 선제적

행동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 때 학습전이는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선제적 행동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짐

전정호·이현응

(2016)

LMX는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침

Avolio et al.

(2004)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매개효과를, 리더와 구성

원 간구조적 거리는 조절효과를 보임

남기섭

(2017)

중소기업 근로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몰입과 자기효

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자기효

능감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냄

권혜자 등

(2018)

감성리더십과 임파워먼트는 교사효능감 및 조직몰입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사효능감 또한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침

양동민·허영호·박성수, 2009; Bisop & Scott, 2000; Spreitzer, Kizilos &

Nason, 1997).

<표 3> 최근 국내외 심리적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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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가설설정

1.1 진성리더십과 정서적 몰입 및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등 조직과 관계된 다양한 변수와 유의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진성리더십은(Walumbwa et al., 2008), 관계적 투명성

을 통해 자신의 진정성 있는 자아를 다른 사람에 보여주고 부적절한 감정

표현을 최소화하고, 공개된 정보 공유와 자신의 진실된 생각과 감정을 표현

하고자 하며 이는 조직 구성원에게 신뢰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충

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한봉주, 2013). 또한 진성리더가 누구나 의견을 말

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고 다른 관점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는다는 점에서,

구성원은 리더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통

해 조직과 본인을 동일시하게 되고 조직에 감정적인 애착을 보이게 될 것이

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진성리더는 부하의 자기 계발을 통해 조직의 성

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인의 자발적 동기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부하는 리더에 대한 보답이 조직에 투영되어 조직 몰입이 향상된다고

보았다(양경흠 등, 2017; Luthans & Avolio, 2003). 또한 진성 리더는 의사

결정할 때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구성원을 참

여시켜 구성원이 속한 조직의 목표에 대해 일체감을 갖게 하는 등 조직 몰

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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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봉주, 2015), 리더가 진정성을 가질수록 구성원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업무 행복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Jensen & Luthans, 2006)

다른 연구에서도 변화몰입을 포함하여 조직몰입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결

과를 도출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조윤희 등, 2017; 정예지 등, 2012; 이성

호·최석봉, 2018; 김대영 등, 2013; 김동철, 2018; 한봉주, 2013; Walumbwa

et al.. 2008), 조직몰입 변수는 진성리더십과의 상관관계에서 대부분 종속변

인으로 연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직몰입을 3개 하위요인별 별도로 두어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진성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했던 연구에서는, 진성리더십이 정서적

몰입에서만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양경흠

등, 2017), Dunham et al.(1994)의 연구에서 정서적 몰입이 과업 특성에 대

한 인식, 이직의도, 경력만족 등과 같은 결과변수들과 72%의 강한 상관관계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조직몰입은 정서적 몰입을 중심

으로 측정되는 것이 추세라는 결과를 도출, 조직몰입 3개 하위요인 중 정서

적 몰입만을 효과변인으로 적용하여 진성리더십의 효과성을 증명하기도 했

다(김명수·장춘수, 2012).

한편 진성리더는 높은 윤리적 기준 설정을 통해 구성원들 사이에 더 깊은

개인적 몰입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

는 구성원들의 자아인식을 높일 것으로 보았다(Walumbwa et al., 2008). 구

성원들은 성취할 수 있다는 자아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았다

고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진성리더가 진정성을 바탕으로 구성원 간 신뢰

를 증진시키고 균형 잡힌 정보처리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

하여, 참여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김응조·홍아정, 2015). 진성리더는

부하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업무역할

과 자신의 목적과 적합성을 이룰 수 있게 도움으로써, 부하의 자아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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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역량, 직무에 대한 열의 등을 촉진시킬 수 있다(문혜강·서인덕·배성

현·안성익, 2015; May, Gilson, & Harter,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를 토대로, 진성리더십이 정서적 몰입과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상사의 진성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상사의 진성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정서적 몰입의 관계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내적 직무동기(intrinsic work motivation)를 조직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과정이 강화되고, 개인은 업무에 대한 자신의 의미성

이 높아지고 조직에 대해 몰입하게 한다(Thomas & Velthous, 1990). 또한,

임파워된 개인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고 도전적인 상황에서 좌

절하지 않고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려는 등 자신을 조직과 동일시하게 되

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도적 역할은 조직몰입을 높이게 한다(채순화

등, 2007; Kizilos, 1990). 또한 조직몰입은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작업조건이

나 상황 등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이러한 다양한 작

업맥락에 대한 인지로부터 발생하여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임규

혁·이혜영·한주희, 2012; Robbins et al., 2003).

임파워된 구성원은 자신감을 높이고 무기력 감소를 동반하여 내적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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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고, 이로 인해 개인의 업무나 조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몰입할

것이다(정진철·최태희, 2010). 특히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는 권위적이고 경직

된 관료제적 특성으로 인해 구성원들 스스로 도전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운데(진윤희, 2015), 공공기관에서 조직 구성원에게 임파워먼

트를 부여하였을 때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더불

어, 조직에 몰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임파워된 개인은 업무에 대한 자신의 의미성이 높아

지고 정도가 높아진다(남기섭, 2017; Kanter, 1983). 그러므로 임파워된 개인

은 자신의 조직에 헌신하고 자신을 조직과 동일시하는 성향이 강하며, 이는

업무에 대한 집중력과 탄력성을 증대시키고 업무처리의 주도성이 증대되어

높은 조직몰입을 하게 된다(손은일·송정수, 2012; 황지연, 2008; 김기용,

2011; Thomas and Velthouse, 1990; Spreitzer et al., 1997). 또한 허갑수·변

상우(2007)에 따르면 심리적 임파워먼트 구성요소 중 자기결정감이 정서적

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심

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 중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진성리더십과 정서적 몰입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

개효과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진성리더십은 구성원의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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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진성리더십이 정서적 몰입에도 직접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진성리더십이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한 국내 선행연구

는 아직 없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진성리더는 공개된 정보 공유와 자기

생각, 감정 표현을 통해 구성원의 신뢰를 촉진시키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해 균형잡힌 정보처리를 하고자 함으로써 구성원이

자기주도적으로 조직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것이다(한봉주, 2015).

또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변인으로써, 진성리더십과 종속변수 간

매개 역할을 확인한 김예성·신제구(2018)는 리더가 구성원에게 의사결정권

한 위임 혹은 참여적 의사결정방식을 통해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공유하

는 과정으로 구성원들에게 권한 위임(Bowen & Lawler, 1992; Hartline &

Ferrell, 1996; Yoon, 2001)함으로써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자극한다고 보았

다. 이 때, 내적 동기부여를 통한 임파워먼트는 구성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조직몰입을 위해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채순화 등, 2007).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개인-직무 적합성과 정서적 몰입 사이에서 완전 매개

효과를 보인 연구결과도 있다(임규혁 등, 2012). 이처럼 리더십과 같은 선행

변인이 구성원의 내적 동기를 자극하여 자신감, 의미성, 자기결정력 등과 같

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작용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손은일·송

정수, 2012), 또한,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서 모든 임파워먼

트 유형이 부분매개 또는 완전매개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증명하였다(채

순화 등, 2007). 특히 심리적 임파워먼트 구성요소 중 자기결정감이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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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미루어 보아(허갑수·변상우, 2007),

이 역시 진성리더가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균형 잡힌 정보처리를 하려

는 과정에서 구성원은 의견 제시를 위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정서

적 몰입을 하게 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설정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가 될 수 있다. 이상의 조직몰입에 대한 리더십의 영향력과, 그 관계에서 심

리적 임파워먼트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상사의 진성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하여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2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A 공공기관의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상사의 진성리더

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규명하는데 있다. 이에 A공공기관 상사의 진성리더십을 독립변

수로 설정하였으며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에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매개

변수로 작용하는지 밝히고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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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는 진성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변수

로, 정서적 몰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모든 변수들은 Likert 5점 척

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설문을 통해 측정하

였다.

3.1 진성리더십

진성리더십은 긍정적인 심리적 능력과 긍정적인 윤리적 환경을 이끌어내

고 더 큰 자기인식, 내면화된 도덕관점, 균형 잡힌 정보처리, 그리고 관계적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리더 행동의 패턴으로 정의할 수 있다(Walumbwa at

al., 200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아인식(self Awareness), 균형 잡힌

정보처리(balanced processing), 관계적 투명성(relational Transparency),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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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변수 질 문 내 용

관계적

투명성

1. 나의 직속상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명확히 전달한다.

2. 나의 직속상사는 자기 실수를 인정한다.

3. 나의 직속상사는 관련 당사자 모두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4. 나의 직속상사는 말하기 불편한 진실도 나에게 솔직히 말해 준

다.

5. 나의 직속상사는 그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내재화된

도덕관점

6. 나의 직속상사는 신념과 행동이 일치한다.

7. 나의 직속상사는 자신의 핵심 가치관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린

다.

8. 나의 직속상사는 나의 핵심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는 입장을

선택하도록 한다.

9. 나의 직속상사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

로 판단한다.

<표 4> 진성리더십 측정 설문항목

재화된 도덕관점(internalized moral perspective)을 구성요소로 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진성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Walumbwa et al(2008)이 개발한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표와 같이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며, 설문지

는 관계적 투명성 5문항, 내재화된 도덕관점 4문항, 균형 잡힌 정보처리 4문

항, 자아인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진성리더십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하위변수별 측정항

목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CF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5번 문항

의 표준화된 요인적재치 값이 .388( < 0.5)로 나타나 해당 문항을 삭제한 15

개 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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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변수 질 문 내 용

균형잡힌

정보처리

10. 나의 직속상사는 자신과 다른 의견도 융통성 있게 받아들인다.

11. 나의 직속상사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

에 분석한다.

12. 나의 직속상사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본다.

13. 나의 직속상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요청한다.

자아인식

14. 나의 직속상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

는지 잘 알고 있다.

15. 나의 직속상사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재고해

야 할 시점을 알고 있다.

16. 나의 직속상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3.2 심리적 임파워먼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권한 부여를 통해 내재적 업무 동기를 증가하는 것

으로(Thomas & Velthouse, 1990), 조직 구성원이 자기 효능감을 강화해 업

무 성취를 위해 높은 동기부여 조건을 조성하고자 한다(Conger &

Kanungo, 1988). 또한,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의미성(meaning), 확신성

(competence), 자율성(self-determination), 영향력(impact) 등 4가지를 구성

요소로 들었다(Spreitzer, 1995).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해

Spreitzer (1995)가 제시한 측정 문항을 표와 같이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하

위변수는 의미성, 확신성, 자율성, 영향력으로 구분되어 각 3개 문항씩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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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변수 질 문 내 용

의미성

1. 내가 하는 업무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나의 직무활동들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3. 내가 하는 업무는 나에게 의미가 있다.

확신성

4. 나는 나의 직무수행 능력에 자신이 있다.

5. 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 업무능력에 자신감이 있다.

6. 나는 직무에서 필요한 기술에 숙련되어 있다.

자율성

7. 나는 나의 직무수행 능력을 결정하는데 자율성을 갖고 있다.

8. 나는 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9. 나는 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다.

영향력

10. 내가 우리부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크다.

11. 나는 나의 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통제권이 많다.

12. 나는 우리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표 5> 심리적 임파워먼트 측정 설문항목

3.3 정서적 몰입

조직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돕고자 하며 조직

에 충성하고, 애착을 갖고 남아 있으려 하는 것을 의미한다(Porter et al.,

1976). 정서적 몰입은 조직몰입의 3개 하위요인 중 하나로, 조직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emotional attachment), 조직에 대한 관여

(involvement), 동일시(identification)로 정의할 수 있다(Allen & Meyer,

1990). 정서적 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Meyer & Allen(1997)이 조직몰입에

대해 제시한 18개 문항 중 정서적 몰입을 측정하는 6개 문항을 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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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변수 질 문 내 용

정서적

몰입

1. 나는 은퇴할 때까지 현재의 조직에서 근무한다면 행복할 것이다.

2. 나는 나의 조직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느낀다.

3. 나는 나의 조직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가진다.

4. 나는 나의 조직에 대해 감정적인 애착을 가진다.

5. 나는 나의 조직에서 구성원의 일부로 느낀다.

6. 나의 조직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표 6> 정서적 몰입 측정 설문항목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구 분 문항수 출 처

진성리더십

관계적 투명성 5

Walumbwa et

al.,(2008)

내재화된 도덕성 4

균형잡힌 정보처리 4

자아인식 3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미성 3

Spreitzer(1995)
확신성 3

자율성 3

영향력 3

조직몰입 정서적 몰입 6
Meyer &

Allen(1997)

<표 7>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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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

되는 요인을 선정하여 성별, 연령, 학력, 직위(직급)과 직렬, 근속연수를 통

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중 성별과 직렬은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성별은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하였고, 직렬은 일반직 1, 일반직 아님

(능력개발직, 기술직/전문직, (출제)연구직) 0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령은

1=만 20∼29세, 2=만 30∼39세, 3=만 40∼49세, 4=만 50세 이상으로 설정하

였으며, 학력은 1=고졸, 2=전문대졸, 3=대졸, 4=대학원졸 이상으로 설정하였

다. 직급(직위)는 1=주임급(6급), 2=대리급(5급), 3=과장급(4급), 4=차장급(3

급), 5=부장급(2급), 6=실․국장급(1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근속연수

는 1=1년 미만, 2=1년 이상 3년 미만, 3=3년 이상 5년 미만, 4=5년 이상 10

년 미만, 5=10년 이상 20년 미만, 6=20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통제변수를 구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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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설문조사 기

간은 2018년 10월 8일부터 22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울산지역에 위치한

A공공기관의 본부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279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79.7%로 나타났으며, 이 중 불성실

응답 6건을 제외한 273부에 대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참여한 성별은 남성이 63.0%, 여성이 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는 만 30∼39세가 3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40∼

49세가 28.6%, 만 20∼29세가 26.7%, 만 50세 이상이 9.2% 순으로 나타났

다. 학력은 대졸이 6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원졸 이상이 33.7%,

고졸이 2.6%, 전문대졸이 0.7% 순이었다. 직위는 과장급(4급)이 30.8%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리급(5급)이 29.3%, 차장급(3급)이 23.8%, 부장급(2

급)이 11.7%, 주임급(6급)이 3.3%, 실국장급(1급)이 1.1% 순이었다. 한편, 직

렬은 일반(행정)직이 70.0%, 기타(그 외 직렬)가 30.0%로 나타났는데, 기타

직렬은 능력개발직(14.7%), (출제)연구직(12.8%), 기타(1.8%), 기술직/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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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72 63.0

여성 101 37.0

나이

만 20～29세 73 26.7

만 30~39세 97 35.5

만 40~49세 78 28.6

만 50세 이상 25 9.2

학력

고졸 7 2.6

전문대졸 2 0.7

대졸 172 63.0

대학원졸 이상 92 33.7

직위(직급)

주임금(6급) 9 3.3

대리급(5급) 80 29.3

과장급(4급) 84 30.8

차장급(3급) 65 23.8

부장급(2급) 32 11.7

실국장급(1급) 3 1.1

직렬
일반(행정)직 191 70.0

기타 82 30.0

근속연수

1년 미만 22 8.1

1년 이상 3년 미만 41 15.0

3년 이상 5년 미만 69 25.3

5년 이상 10년 미만 41 15.0

10년 이상 20년 미만 70 25.6

20년 이상 30 11.0

<표 8>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N=273)

(0.7%) 순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근속연수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이 25.3%,

5년 이상 10년 미만과 1년 이상 3년 미만이 15.0%, 20년 이상이 11.0%, 1년

미만이 8.1% 순이었다. 상세한 내용은 <표5>에 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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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설문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척도의 하위 영역

별 cronbach's alpah 계수를 산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진성리더십, 정서적 몰입, 심리적 임

파워먼트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별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셋째, 진성리더십, 정서적 몰입, 심리적 임파워먼트 변인들 간의 영향

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1 신뢰도 검증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내적일관

성을 이용한 신뢰성 측정 계수인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

인 진성리더십의 cronbach's α 값은 .948이며,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

트는 .925, 종속변수인 정서적 몰입은 .926으로, 모든 변수의 신뢰성 계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인 0.6∼0.7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9> 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

변 수 설문문항 cronbach's α 값

진성리더십 15개 .948

심리적 임파워먼트 12개 .925

정서적 몰입 6개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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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고려된 변수들의 개념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AMOS

18.0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10>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개념
표준요인

적재치
S.E. t값 CR AVE

진성

리더십

관계적 투명성(1∼4) .833 - -

.984 .912
내재화된 도덕관점(6∼9) .885 .064 18.095

균형잡힌 정보처리(10∼13) .874 .065 17.747

자아인식(14∼16) .858 .067 17.259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미성(1∼3) .782 - -

.976 .911
확신성(4∼6) .766 .072 12.640

자율성(7∼9) .790 .077 13.060

영향력(10∼12) .776 .087 12.811

정서적

몰입

정서적 몰입(1) .708 - -

.984 .938

정서적 몰입(2) .725 .082 11.621

정서적 몰입(3) .909 .079 14.526

정서적 몰입(4) .923 .081 14.730

정서적 몰입(5) .826 .073 13.229

정서적 몰입(6) .857 .082 13.721

주1) 모든 경로계수의 유의도는 p<0.001

주2) =194.787, 자유도=74, RMR=.041, RMSEA=.077, GFI=.909, TLI=.947, CFI=.957

권장 수준 모형 적합지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RMR .10 미만, RMSEA

.08 이하, GFI, TLI, CFI .90 이상으로 설정하였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분석결과, 표준화된 요인 적재치는 모두 .70 이상, 평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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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출(AVE) 값은 .50이상, 개념 신뢰도(CR) 값은 .70 이상, χ²값을 자유도

로 나눈 비율은 3.0이하로 나타났으며 모형 적합도는 χ²=194.787, 자유도=74,

RMR=.041, RMSEA=.077, GFI=.909, TLI=.947, CFI=0.957 등으로 나타났으므

로, 종합적으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대로 변수들을 구성하여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

았다.

3.3 상관관계 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변수 간의 관련성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고자 연구에 포

함된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에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포함한 각 변수

들의 평균, 표준편차,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된 변수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변수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진성리더십(3.799)이 측정된 변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값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임파워먼트(3.495), 정서적 몰입(3.466)

순으로 나타났다 진성리더십은 정서적 몰입(r=.392, p<0.01) 및 심리적 임파

워먼트(r=.361, p<0.01)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몰입은 심리적 임파워먼트(r=.504, p<0.01)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설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진성 리더십

은 종속변수인 정서적 몰입과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 간 유의한 상

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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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구분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 성별 .630 .484 1 　 　 　 　 　 　 　 　

2. 나이 2.201 .939 .383** 1 　 　 　 　 　 　 　

3. 학력 3.278 .609 .101 .397** 1 　 　 　 　 　 　

4. 직위(직급) 3.147 1.102 .302** .838** .443** 1 　 　 　 　 　

5. 직렬 .700 .459 -.088 -.166** -.436** -.167** 1 　 　 　 　

6. 근속연수 3.681 1.477 .262** .812** .254** .842** -.001 1 　 　 　

7. 진성리더십 3.799 .657 .105 .146* .012 .134* .090 .162** 1 　 　

8. 정서적몰입 3.466 .839 .159** .362** .167** .338** .059 .364** .392** 1 　

9. 심리적

임파워먼트
3.495 .615 .280** .404** .266** .433** -.096 .396** .361** .504** 1

주1) **: p<0.01, *: p<0.05

주2) 1.성별 :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 나이 : 만 20∼29세(1), 만 30∼39세(2), 만 40∼49세(3), 만 50세 이상(4), 3. 학력 : 고졸(1), 전문대
졸(2), 대졸(3), 대학원졸(4), 4. 직위(직급) : 주임급(6급)(1), 대리급(5급)(2), 과장급(4급)(3), 차장급(3급)(4), 부장급(2급)(5), 실·국장급(1
급)(6), 5. 직렬 : 더미변수 일반직(1), 기타(2) 6. 근속연수 : 1년 미만(1), 1년 이상 3년 미만(2), 3년 이상 5년 미만(3), 5년 이상 10년 미
만(4), 10년 이상 20년 미만(5), 20년 이상(6)



- 33 -

제4절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 1, 2, 3, 4는 공공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상사의 진성 리

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함께 매개변수의 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별과 나이, 학력, 직위(직급), 직렬과 근속연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각 가설에 따른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위계적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검증

하였다. 또한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4가지 조건에 대하여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고, 매개

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종속변수인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는 분석단계를 추가여 총 4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설 검

증을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9>와 같다.

4.1 진성리더십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먼저 통제변수의 효과를 보면, 직렬(=.139, p<.05)이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행정)직이 기타 직렬보다 정서적

몰입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별과 나이, 학렬, 직위(직급)과 근속

연수는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석 제1단계(모델2)에서 독립변수인 진성 리더십이 종속변수인

정서적 몰입(β=.332, p<.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매개 효과 분석의 제2단계(모델3)에서는 심리적 임

파워먼트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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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β

=.302,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제3단계(모델4)에서는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독립변수로 설정

하여,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종속변수인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종속변

수인 정서적 몰입(β=.431, p<.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 역시 지지되었다.

<표 12> 계층적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요인명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종속변수
(정서적 몰입)

종속변수
(정서적 몰입)

종속변수
(심리적임파워먼트)

종속변수
(정서적 몰입)

종속변수
(정서적 몰입)

통제변수

(상수) (.333) (.388) (.276) (.357) (.342)

성별 .044(.106) .022(.100) .148(.071)** -.028(.098) -.024(.087)

나이 .184(.104) .164(.098) -.019(.069) .184(.095) .189(.085)*

학력 .108(.097) .106(.090) .124(.064) .054(.089) .023(.079)

직위(직급) -.009(.097) -.010(.091) .203(.064) -.097(.089) -.086(.079)

직렬 .139(.117)* .103(.110)ϯ -.025(.078) .136(.106)* .058(.096)

근속연수 .184(.068) .153(.064) .121(.045) .120(.062) .102(.055)

독립변수

진성리더십 .332(.068)*** .302(.049)*** .180(.063)***

매개변수

심리적임파워먼트 .431(.079)*** .489(.060)***

R² .164 .269 .314 .307 .451

Adj, R² .145 .250 .296 .289 .435

F 8.680 13.954 17.299 16.805 27.158

p .000 .000 .000 .000 .000

주1) ϯp< .10, *p<.05, **p<.01, ***p<.001

주2) 제시된 값: 표준화된 회귀계수(표준오차)

주3) 1.성별 : 더미변수 여성(0), 남성(1), 2. 나이 : 만 20∼29세(1), 만 30∼39세(2),
만 40∼49세(3), 만 50세 이상(4), 3. 학력 : 고졸(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
원졸(4), 4. 직위(직급) : 주임급(6급)(1), 대리급(5급)(2), 과장급(4급)(3), 차장급
(3급)(4), 부장급(2급)(5), 실·국장급(1급)(6), 5. 직렬 : 더미변수 일반직(1), 기타
(2) 6. 근속연수 : 1년 미만(1), 1년 이상 3년 미만(2), 3년 이상 5년 미만(3), 5
년 이상 10년 미만(4), 10년 이상 20년 미만(5), 20년 이상(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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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제4단계(모델5)에서는 진성 리더십과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동

시에 투입하여 나타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매개변수인 심리적 임파워먼

트가 종속변수인 정서적 몰입에 미친 표준 회귀계수(β=.489, p<.001)는 유의

하였고,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β=.180, p<.001)은

1단계(모델2)의 진성리더십(β=.332)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

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진성리더십이 정서적 몰입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β=.180,

p<.000)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가설 4는 지지되었다.

따라서 매개변수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대하여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검증을 통하여 매개효과 분석

을 실시하였다.

4.3 매개효과 추가 검증

본 연구에서는 진성리더십과 정서적 몰입 간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

가 보여준 매개효과 크기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방법’을 이

용하였다. 이 방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매개변수의 관계에서, 독

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이 유의할 때, 그 결과치인 독립변수의 매개변수에 대한 비표준화

지수 B와 표준오차, 매개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비표준화 지수 B와 표준

오차를 사용하여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지를 검증하는 것이다(Baron &

Kenny,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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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el 검증을 통해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그림 2] 및 <표 10>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심리적

임파워먼트

진성

리더십
정서적 몰입

.282(.049) .562(.060)

[그림 2] Sobel 검증 모형 및 분석결과

<표 13>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 결과

경로 Z통계량 유의성

진성리더십→심리적임파워먼트→정서적몰입 4.903*** .000

제시된 표 10을 살펴보면, Sobel Test의 결과 값이 4.903으로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aron & Kenny (1986)에 따르면 Sobel Test의 결과 값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고 판정하기 때

문에,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진성리더십과 정서적 몰입 간의 관계를 유의하

게 매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가설 4

를 지지한다. 따라서 상사의 진성리더십은 정서적 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도 정서적 몰입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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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가설 검증 결과 요약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구분 가설의 내용 결과

가설1
상사의 진성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상사의 진성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

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상사의 진성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하

여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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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상사의 진성리더십이 공공기관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이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매개변수로

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발된 측정

도구들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보된 자료를

실증분석 하였다. 설문조사는 A공공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배포·회수하였

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총 350부의 설문지 배부하여 279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 응답 6건을

제외한 273부를 통계프로그램 SPSS 18.0 및 AMOS 18.0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검증 과정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된 학력, 직위, 근속연수는 진성

리더십과, 정서적 몰입,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진성리더십과 정서적 몰입 및 심리적 임파워

먼트와 정서적 몰입의 관계에서 통제변수 중 일반직일 때 더 유의미한 결과

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진성리더십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사의 진

성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더가 관계적 투명성, 내재화된 도덕성, 균형잡힌 정

보처리, 자아인식 등의 진성리더십을 발휘하였을 때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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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상사의 진성리더십을 통해 리더의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을 내면화하면

서 정서적 몰입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Walumbwa et al., 2008). 이는 진

성리더십이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던 김명수·장춘

수(2012), 양경흠 등(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Jensen & Luthans(2006)

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 조직 하에서 상사가 진성

리더십을 발휘할 때,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

사의 진성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사의 진성리더십을 통해 조직 구성원

을 대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은 조직과 구성원을 동일시할 뿐 아니라 일

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느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Walumbwa et

al., 2010). 연구 결과는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여(김예성·신제구, 2018; 박민영·장

영철, 2016), 상사의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성리더에게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느낀

구성원은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화되고 이를 통해 정서적 몰입 역시 높

아질 것이다(Thomas & Velthous, 1990). 또한, 임파워된 구성원은 업무에

대한 의미성이 높아져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업

무에 대한 집중력과 업무처리의 주도성이 증대되어 높은 조직몰입을 하게

된다는 선행 연구결과 역시 지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손은일·송정수,

2012).

다섯째, 진성리더십과 정서적 몰입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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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진성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지만,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도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인

진성리더십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기존의 연구결과

를 뒷받침한다. 특히 공공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였고,

기존의 연구가 공공기관에도 확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

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선행변수와 정서적 몰입의 선행변수를 확인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치관과 정체성, 동기 및 목표 등에 대한 자아인

식과 객관적 데이터 분석 및 견해 요구, 진정성 있는 태도와 표현, 내재화된

도덕적 행동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로

부터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선행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

사가 발휘하는 진성리더십이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로부터 진성리더십이 정서적 몰입의 선행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진성리더십과 정서적 몰입간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메커니즘

을 확인함으로서 그동안 충분하게 연구되지 못한 진성리더십의 선행변수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규명이 이루

어졌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들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진성리더십을 통

해 조직 구성원이 동기 부여적 차원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부여받음으로

써 발생할 수 있는 효과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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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을 높이기 위한 조직의 역할에 대하여 규

명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정서적 몰입을 높이는 변수로서 심리적 자본과 같

은 차원에서 긍정적 차원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임파워먼

트를 통해 직무 수행에 있어 그들의 내적 동기 부여 차원에서 정서적 몰입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조직에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서적 몰입을 높이게 하려면, 기존의 긍정적 심리 차원에서 나아가 구성원

들에게 조직 또는 상사로부터 의사결정 권한의 위임을 받았다고 느껴, 조직

과 구성원을 동일시하도록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따라서 리더십을 통한 동

기 부여적 차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부여는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조직 구성원은 좀 더 본인의 직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보다 높은 업무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공공기관에서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하여 정서

적 몰입에 유의한 효과를 주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공공조직 내 교육, 제

도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 최근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고자 하며, 즉각적인 고객의 문제 처리를 위해 구성원에게 능

동성과 자기주도 결정력을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 조직에서는 리더에게 진

성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리더가 진성리더십을 발

휘했을 때 구성원이 임파워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진성리더가 되기 위한 함양 프로그램을 수행한 리더가 리더십

을 통해 조직 구성원이 조직과 업무 수행을 위해 임파워될 수 있도록 권한

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조직 구성원은 조직에 정서적으로 더 강하게 몰입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공공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상사의 진성 리더십과 조직 구성

원의 정서적 몰입 간의 관계와 더불어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연

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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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대상기관 선정에서 충분한 수

의 표본을 확보하지 못해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연구

과를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향후 다

양한 영역의 조직을 대상으로 많은 수의 표본을 확보하여 연구 모형의 일반

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시점에 단 한차

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횡단적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되었다. 따라

서 조사 시점에서의 설문대상인 공공기관의 환경적 요인, 개인별 특성 등의

인과관계 모델을 완벽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

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향후 종단적 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단일구성원을 대상으로 원인과 결과변수들에 대한 모

든 설문을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면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asi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응답원천을 분리하거나 응답시점

을 분리하여 동일방법편의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을 공공기관 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으

로 확대한 연구를 통하여 보다 일반화된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간의 매개요인으로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들었으나 향

후에는 더 다양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진성리더십과 정서적 몰입 간의 관계

를 매개하고 조절하는 요인을 확인하여 이와 같은 변수들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기관 재직자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매개

로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고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 선행요인 간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심리적 임파워먼트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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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uthentic Leadership on

Affective Commitment :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Gil-Jeong, Nam

Abstract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of modern society faced with

ethical collapse in a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it requires a

positive form of leadership with authenticity. In addition, leaders with

clear beliefs and ethical standards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genuine

leadership that positively affects their members by sharing open

information and forming trust with members through expressing true

thoughts and emotion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how authentic

leadership of supervisor affects the affective commitment of

organizational members, an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this relationship.

For this purpos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MOS and

SPSS for 273 copies obtained by distributing questionnaires to public

official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authentic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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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upervisor had a positive (+) influence on the affective

commitment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of the organizational

members. In addition, psychological empowerment had a positive (+)

effect on affective commitment,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had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entic leadership and

affective commitment.

In order to lead the affective commitment of organizational members,

superiors have clear values and ethical standards and handle the

problems by considering the subordinates' opinion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t means that it is effective to exercise intrinsic job

motivation and to help members' sense of work to be enhanced by using

authentic leadership.

Keywords : Authentic Leadership, Psychological Empowerment,

Affirmative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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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설문지는 진성리더십과 정서적 몰

입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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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작성 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특

정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

됨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각 질문들은 정답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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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구는 둥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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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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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길 정 연구원

                             윤 동 열 교수

                 E-mail : giljeong@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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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 문항은 귀하의 직속상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귀하의 생

각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

호
질 문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직속상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명

확히 전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직속상사는 자기 실수를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직속상사는 관련 당사자 모두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직속상사는 말하기 불편한 진실도 나에

게 솔직히 말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직속상사는 그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직속상사는 신념과 행동이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직속상사는 자신의 핵심 가치관을 기반

으로 결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직속상사는 나의 핵심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는 입장을 선택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직속상사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엄

격한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직속상사는 자신과 다른 의견도 융통성 

있게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직속상사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

련된 정보를 사전에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직속상사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직속상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

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직속상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직속상사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자신

의 입장을 재고해야 할 시점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직속상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

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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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래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나 가장 가까운 것

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질 문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은퇴할 때까지 현재의 조직에서 근무한

다면 행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조직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느낀

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조직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가진

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조직에 대해 감정적인 애착을 가

진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의 조직에서 구성원의 일부로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조직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커다란 의미

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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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래 문항을 보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나 가장 가까운 것

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질 문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하는 업무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직무수행 능력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직무수행 능력을 결정하는데 자율

성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우리부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크

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직무활동들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큰 의

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 업무능력에 자신

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결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의 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통

제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하는 업무는 나에게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직무에서 필요한 기술에 숙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우리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영향

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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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 문항은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번

호
질문내용 응 답 내 용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 령
① 만 20∼29세     ② 만 30∼39세     ③ 만 40∼49세

④ 만 50세 이상

3 학 력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4 직위(직급)

① 주임급(6급)      ② 대리급(5급)      ③ 과장급(4급)

④ 차장급(3급)      ⑤ 부장급(2급)      ⑥ 실・국장급(1급)

※ 기관별 직렬이 상이하나, 유사 항목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5 직 렬
① 일반(행정)직     ② 능력개발직     ③ 기술직/전문직

④ (출제)연구직     ⑤ 기타

6 근속연수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 5년 

미만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귀한 시간 내시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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