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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업들은 끊임없이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고도의 기술 발전과 함께 기업 내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적자원은 크게 리더와 팔로워로

나눠지는데, 과거에는 리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실제로 행동하는

팔로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리더

십과 팔로워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팔로워와의 상호작용이 중요시 되는 리더십 중 하나인 임파워링

리더십이 팔로워의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팔로워십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동시에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A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

으로 설문자료를 배포하여 이 중 회수된 255부의 자료에 대하여 SPSS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팔로

워십은 조직 구성원들의 정서적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파워링 리더십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에서 팔로워십의 매개

효과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의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분석되었는데, 이는

권한 위임을 이용한 임파워링 리더십이 리더 행동을 받아들이는 팔로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임파워링 리더십이 긍정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팔로워들과의 상

호작용에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임파워링 리더십, 정서적 몰입, 팔로워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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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글로벌 경제에서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김상수․방호진, 2014; 조윤형․상여, 2017;

Minyoung Cheong et al., 2016). 경쟁자가 누구인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치

열한 경쟁 상태를 다트머스대 리처드 다베니(Richard D’Aveni) 교수는 ‘초

경쟁(Hypercompetition)’이라고 정의하였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

에 휩쓸리지 않고 더 나아가 변화를 주도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주세영 외,

2015). 대부분의 기업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고 있

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변화를 이끄는 리더와 변화를 실행하는 주체로서

조직 구성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도화 외, 2009). 오래전부터 리

더와 팔로워는 조직의 구조와 행동을 연구하는 경영학 분야의 핵심 연구 대

상이었다. 특히 리더와 팔로워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관계이며(임유신

외, 2010), 누구나 리더나 팔로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최근 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리더십으로는 임파워링 리더십을

제시할 수 있다. 고객 접점을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임파워먼트 개

념이 각광받기 시작하였고, 임파워먼트 과정에서 리더 역할의 중요성이 부

각되면서 임파워링 리더십 역시 관심을 받게 되었다(Srivastava et al.,

2006). 그동안 임파워링 리더십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구성원의 혁신행

동, 직무열의, 조직몰입 등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입증하는 방향

으로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임파워링 리더십의 조직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차동옥․김정

식, 2011; 김성훈․지성호․강영순, 2014; 김종관․이영남, 2014; 김지민․윤

동열, 2014; 김혜선․탁진국, 2015; 이진규 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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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팔로워십에 대한 연구는 리더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는

팔로워를 리더십의 대상으로 국한하였기 때문이다(임유신 등, 2010). 기존에

있는 대부분의 리더십 연구에서는 조직을 이끄는 것은 리더이고, 팔로워는

단지 리더를 따른다는 것이 지배적인 사고였다(Densten & Gray, 2001). 하

지만 리더십 개념이 팔로워들의 경험을 통해 생겨나는 것으로 정의되면서

팔로워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권중생, 2013). 특히 Kelley(1988)는 조직의 성

공에 리더가 기여하는 정도는 20% 내외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팔로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고, 권형창과 김경석(2015)의 연구에서도 팔로워

가 리더의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리더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힌 바 있

다. 국내 팔로워십 관련 연구 역시 리더십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주

를 이루었으며, 주로 LMX를 통한 팔로워십의 효과성을 연구하고 있다(박종

훈․박경아, 2001; 임유신 외, 2010; 권중생, 2013; 권형창․김경석, 2015). 특

정 리더십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 중에서는 변혁적․거래적 리더십과 팔로워

십의 상호관계를 통한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는 있었으나(임유신 외, 2010;

권중생, 2013),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다른 리더십과 비교하여 임파워링 리더십은 구성원과의 권한 공유와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핵심 개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하직원과의 상

호관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리더십 중 하나이다. 또한 과거에는 임파워

링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주로 긍정적 역할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

다면 최근에는 임파워링 리더십을 통한 자율성 확대가 항상 바람직한 결과

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Lorinkova et

al., 2013). 이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리더십을 받아들이는 팔로워의 성향에

따라 긍정적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는 임파워

링 리더십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Minyoung Cheong et al.,

2016). 이러한 특성으로 임파워링 리더십 연구에 있어 팔로워십을 함께 고

려하여 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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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직 구성원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높이려면

그들의 자발적인 기여와 헌신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애착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오

아라 외, 2013).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대하여 갖는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정서적 몰입이 있는데(임현명․정원호, 2016), 정서적 몰입은 조직

몰입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 하나로써,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느끼는 심

리적 일체감의 정도를 의미한다(Allen & Meyer, 1990). 조직에 대해 정서적

으로 몰입한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강한 소속 의식과 조직과 자신을 동일

시함으로써 조직 활동에 전념하고 조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

지고 있으며, 조직에 남아 있으려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오아라 외, 2013).

이러한 정서적 몰입의 효과성과 직무 성과의 대표적인 선행변수가 정서적

몰입이라고 밝힌 기존 연구(이종찬, 2010; 차동옥․김정식, 2011; 오아라 외,

2013; 김지민․윤동열, 2014)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정서적 몰입에 대한 영향력을 고

려하였으며, 그 관계에서 팔로워십이 개입할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그간 임파워링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사기업 및 특정 단체(군인,

간호사 등)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예지은 외, 2013; 김종관․이영남, 2014;

김상수․방호진, 2014; 주세영 외, 2015; 김대영 외, 2016), 팔로워십에 대한

기존 연구들도 대부분 민간 조직을 대상으로 이루어고 있다(김덕수․최태

현, 2014). 공공기관은 다른 조직에 비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임파워링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연구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

으며, 특히 그간의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등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임유신 외, 2010; 권중생, 2013) 조

직성과에 있어 임파워링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영향력을 함께 연구하는 것

또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 4 -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임파워링 리더십(Empowering Leadership)

1.1 임파워먼트와 임파워링 리더십의 등장

리더십은 경영학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190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이상호, 2001). 초창기 연구에서는

리더에 초점을 두고 대부분 통제 중심의 조직 관리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었다(김지민․윤동열, 2014). 전통적 리더십 이론에서는 리더 중심적 관

점에서 부하에게 성공적 영향을 주는 리더의 특성, 행동, 상황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이상호, 2001; 황미영, 2009). 하지만 조직이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하면서(차동옥․김정식, 2011) 리더

십에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었고(Manz & Sims, 1980) 리더와 부하의 상호

작용 관점이 강조되면서(Burns, 1978; Hollander, 1978), 다양한 리더십 이론

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이상호, 2001). 그 중에서도 임파워먼트

(Bartunek & Spreitzer, 2006) 개념에서 비롯된 임파워링 리더십은 기존 지

시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그리고 거래적 리더십과는 차별화되는 형태의

리더십으로 제시되었다(Pearce et al., 2003).

임파워링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 직원들과 권한을 공유하고, 부하 직원들

의 내적 동기부여 수준을 높여주는 리더의 행위를 말한다(Srivastava,

Bartol & Locke, 2006). 이러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임파워링 리더십은

‘임파워먼트’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차동옥․김정식, 2011). 따라서

임파워링 리더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핵심 개념인 임파워먼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파워먼트는 1970년대 미국 사회운동 분야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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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였고(Kizilos, 1990), 1980년대에 종업원들의 몰입도를 높여 생산성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혁신과 도약 도모를 위한 조직적 차원의 필요에 의해 경

영학 분야에서 다루기 시작했다(김지윤․장영철, 2017; Bartunek &

Spreitzer, 2006). 임파워먼트라는 개념이 등장한 초기에는 부하직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권한위임의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으나

(Srivastava et al., 2006), Conger와 Kanungo(1988)의 연구로 임파워먼트의

개념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Conger와 Kanungo(1988)는 임파워먼트를 ‘조직 구성원을 무기력하게 만

드는 여건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시킴으로써 자기효능감을 고취시켜주는 과

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임파워먼트의 기존 관점이었던 권한위임의 측면

보다는 동기 부여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이후 이러한 접근을 통해 많은

연구에서 임파워링의 영향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는 임파워링에

대한 연구가 더욱 더 확장되는 발판이 되었다(Thomas & Velthouse, 1990).

Burke(1986) 역시 임파워먼트를 권한위임과 동기부여의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우선 첫 번째 관점은 관계적 측면에서 리더가 부하들과 권한을

나눔으로써 부하를 임파워먼트 시키는, 즉 ‘힘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의 임

파워(empower)이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동기부여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다’라는 의미의 인에이블(enable)이다. 이는 개인의 내면에 초점

을 맞춘 것으로, 임파워먼트가 내적 동기부여를 다루고, 자기효능감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권한위임보다는 임파워먼트의 내재적 과업동기부여(Intrinsic Task

Motivation)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연구도 진행되었는데(Thomas & Velth

ouse, 1990), 이들은 관리를 통한 압력(Push)보다는 업무를 이끌어내는(Pull)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Berlew, 1986), 임파워먼트를 동기부여적인 측면

을 이끌어 내는 개념으로 사용해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에 적용하였다. 또한

Thomas와 Velthouse(1990)는 Conger와 Kanungo(1988)의 연구에서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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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내재적 업무동기의 지각을 구성하는 4가지 차원을 제시하였다. 4

가지 차원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행동의 정도를 의미하

는 영향력(impact), 주어진 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competen

ce), 개인의 기준에 기반하여 업무 목표의 가치를 고려하는 의미성(meaning

fulness),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자기결정권을 의미

하는 선택(choice)이다(Thomas & Velthouse, 1990). 이들의 연구에 이어 Sp

reitzer(1995)는 의미(meaning), 역량(competence), 자기결정성(self-determi

nation), 영향력(impact)의 네 가지 요소를 ‘심리적 임파워먼트’라는 개념으

로 정리하였다(예지은 외, 2013).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 구성원들이 업

무에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결정하여 수행하고,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Yukl & Be

cker, 2006).

임파워먼트의 동기부여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임파

워먼트와 성과를 연계한 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이현응․전정호,

2016). 이러한 과정에서 임파워먼트가 단순한 권한위임을 넘어 조직 구성원

에게 자기 스스로 방향을 결정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주

고, 조직 구성원들의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반으로 지난 몇 십

년 동안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Lawler, Mohrman,

& Benson, 2001). 특히 임파워먼트 중 임파워의 개념은 권한 공유의 관점에

서 부하직원들에게 더 많은 책임과 자율성을 주는 리더의 행위와 역할에 관

한 것(Kirkman & Rosen, 1997, 1999)으로, 임파워먼트 과정에서 리더의 행

위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임파워링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Srivastava et al., 2006; 차동옥․김정식, 2011). 대표적인 연구로

는 Arnold 등(2000), Srivastava 등(2006), Zhang과 Bartol(2010)의 연구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수직적 과거 전통적 조직 형태에서 수평적으로 조직 형태가 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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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리더의 권한이 지나치게 많거나 편중되어 있는 것이 구성원들의 업

무에 대한 몰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조직 구성원이 몰

입도를 최대로 발휘하여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곧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

에 이는 조직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에

서는 조직 구성원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리더 개인보다는 리더와 구성

원이 함께 조직의 목표를 이루어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지민․윤동

열, 2014). 이러한 과정에서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임파워링 리더십

이 리더의 권한을 구성원들과 공유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

시켜 업무에 몰입하게 만듦으로써,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

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홍계훈․이수정, 2013).

1.2 임파워링 리더십의 정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심리적 임파워먼트에서 유래된 리더십으로, 초창기 대

부분의 조직에서의 리더십이 통제중심의 조직관리 주체로서 리더의 힘에 많

은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과는 달리(김지민․윤동열, 2014), 부하 직원에 초

점을 맞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임파워링 리더십이란, 상사가 부하직원

들과 권한을 공유하고 책임을 나눔으로써 그들을 내재적으로 동기부여하는

것이다(Srivastava et al., 2006). 임파워링 리더십 역시 임파워먼트의 권한

부여와 내재적 동기부여라는 두 가지 차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임파워링 리더십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은 학자별 임파워링 리더십의 정

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표1>에서는 학자별 임파워링 리더십의

핵심 개념 및 정의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임파워링 리더십의 정의에서 기

본적으로 임파워먼트의 임파워 측면, 즉 리더의 권한과 책임을 구성원과 공

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몇 학자들은 권한 공유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역량 확대 및 육성, 신뢰에 초점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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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핵심 개념 내용

Thomas &

Velthouse(1990)
권한 공유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에 따라 리더의 권한

과 책임을 공유하는 리더십

Vecchio, Justin,

& Pearce(2010)
권한 공유

리더의 권한을 조직 구성원과 공유하는 리

더십

Yukl(1998)
권한 공유

팀빌딩

조직 구성원들에게 리더의 권한 공유를 바

탕으로, 구성원들을 코칭하며, 지원과 육성

을 통하여 팀빌딩(team building)에 집중하

는 리더십

Zhang &

Bartol(2010)

권한 공유 및

신뢰 제공

조직 구성원에게 의사결정권을 확대함으로

써 권한과 책임을 함께 공유하고, 구성원들

의 능력에 끊임없는 신뢰를 주는 리더십

Conger &

Kanungo(1988)
동기 부여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의사결정

권을 부여함으로서 구성원들의 업무 집중도

를 높이고, 능동적인 업무행동을 보이도록

북돋워주는 리더십

Srivastava

등(2006)
내적동기부여

리더의 권한을 구성원과 공유하고 내적동기

부여를 시키는 리더십

<표1> 학자별 임파워링 리더십의 핵심 개념 및 정의

고 있으며, Conger와 Kanungo(1988)의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내적동기부여

측면을 핵심 개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Srivastava 등

(2006)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학자들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임파

워링 리더십은 권한 공유를 바탕으로 등장하였으나, 내적동기부여 측면이

부각되면서 중요성이 한층 더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경영전략가인 게리하멜은 향후 경제가 ‘지식기반경제’에서 창의

성기반 경제‘로 바뀔 것이고, 조직을 팀 단위로 세분화하여 운영할 것을 주

장하면서, 팀원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변화와 혁신에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주세영 외, 2015). 이러한 맥락에서 Yukl(1998)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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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팀빌딩’이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는데, 임파워링 리더십 연구에서는 고

의적으로 팀과 팀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가 많다(Arnold et al.,

2000; Ensley, Hmieleski, & Pearce, 2006; Pearce et al., 2003; Srivastava,

Bartol & Locke, 2006). 이러한 연구는 최근 대부분의 조직에서 ‘팀’을 기본

구성으로 한 조직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임파워링 리더십

의 부상을 설명해주는 또 하나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1.3 임파워링 리더십의 하위개념과 측정도구

임파워링 리더십은 부하들과 권한을 공유하고 내적 동기부여 수준을 높여

주는 리더의 행위로(Srivastava, Bartol & Locke, 2006), 이를 통해 조직 구

성원들에게 업무의 의미성을 제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높은 자율성을 부여

함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신뢰하고 성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Ahearne, Mathieu & Rapp, 2005; Arnold, Arad, Rhoades &

Drasgow, 2000; Kirkman & Rosen, 1999; Zhang & Bartol, 2010). 임파워링

리더십은 임파워먼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리더의 특성과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차동옥․김정식, 2011), 임파워링 리더십의 행동 특징을

규명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Konczak 등(2000)은 기존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이론들(Ford & Fottler,

1995; Thomas & Velthouse, 1990)을 바탕으로 종업원들의 심리적 임파워먼

트와 관련된 상사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임파워링 리더행위

(Empowering Leader Behavior: ELB)라는 측정치를 개발하였다. ELB는 여

섯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권한을 공유하는 관점에서 조직 구

성원에 자율성을 주는 권한 위임(delegation of authority)을 통한 책임 부여

(accountability) 및 자기 지향적 의사결정 격려(encouragement of

self-directed decisions)의 세 가지 차원이 있으며 개인들의 내적동기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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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기술개발(skill development), 혁신적인 성과를 위한 코칭(coaching

for innovative performance)의 하위 차원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Arnold 등(2000)도 임파워링 리더십을 구성하는 하위개념들을

체계화하고 이를 측정하는 설문도구를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Arnold 등

(2000)이 제시한 하위개념은 솔선수범(leading by example), 코칭(coaching),

참여적 의사결정(participative decision-making), 정보제공(informing), 관심

표출(showing concern)의 5가지 요소이다. 우선 솔선수범은 리더가 본보기

가 되는 것으로 리더는 팀원을 이끄는 것 뿐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팀원들에게 손수 좋은 사례를 보여준

다. 코칭은 리더가 팀원들을 훈련시키고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팀원들이 스스로를 신뢰하고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여적 의사결

정은 리더가 팀 구성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을 의미하며, 정보제공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팀원들과 공유하는 것, 그리

고 관심표출은 팀 구성원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이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

다(Arnold et al., 2000).

이후 임파워링에 대한 연구는 임파워링 리더십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제

시하면서 집단 수준에서 임파워링 리더십의 유의성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거

나(Srivastava et al., 2006), 임파워링 리더십과 창의성과 같은 성과와의 관

련성을 연구(Zhang & Bartol, 2010)하여 임파워링 리더십의 적용 범위를 더

욱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차동옥․김정식, 2011). 또한 임파워링 리더십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하위개념을 기반으로 Arnold 등(2000)이 개발한 ELQ(Empowering

Leadership Questionnaire)와 Konczak 등(2000)이 개발한 LEBQ(Leader

Empowering Behavior Questionnaire)가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Stein

Amundsen & Oyvind L. Martinsen ,2014).



- 11 -

1.4 임파워링 리더십의 양면성

그간 리더십 연구 분야에서 꾸준히 조직 구성원들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였고, 임파워링 리더십에 대한 이전 연

구들은 대부분 임파워링 리더십의 긍정적 영향과 팔로워의 내적동기 향상을

제시하며 극찬하였다(Ahearne et al., 2005; Arnold et al., 2000; Conger &

Kanungo, 1988; Srivastava et al., 2006; Zhang & Bartol, 2010). 하지만 임

파워링 리더십이 지향하는 목표나 성과에 늘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리더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임파워먼트 관행이 팔로워로 하여금 자

만하게 하고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Conger &

Kanungo, 1988). 또한 임파워링 리더가 있는 팀이 초기에는 낮은 성과를 보

인다는 연구도 존재하며(Lorinkova et al., 2013), 재무적 성과와 관련해 임

파워먼트를 적용하는 회사가 질 높은 경영으로 명성을 얻지만 경제적 성과

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Staw & Epstein, 2000).

이처럼 혼재된 실증 연구 결과는 임파워링 리더십에 대한 이해와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 속에서 임파워링 리더십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

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Minyoung Cheong et al., 2016). Conger와

Kanungo(1988)의 임파워먼트 이론에 따르면 임파워링 리더십의 몇몇 특성

들은 Enabling 과정을 통해 팔로워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

써 좋은 성과와 연관되고, 또 다른 몇몇 특성들은 Burdening 과정을 통해

직무유발긴장(Job induced tension)에 영향을 미쳐 업무 성과를 낮춘다고 하

였다. Burdening 과정에서 보면 임파워링 리더십을 통한 자율성의 확대를

팔로워들이 추가 과제 부여로 받아들일 경우, 업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이

를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Minyoung Cheong et al., 2016). 따라

서 임파워링 리더십을 고려할 때 이러한 양면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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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파워링 리더십에 대한 연구 동향

초기 임파워링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 등 다른 리더십 연구

에서 매개 및 조절변수로 임파워먼트를 다루거나(Conger & Kanungo,

1988; Spreitzer, 1995), 리더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임파워먼트와의 관계

(Yukle, 1998) 혹은 리더십의 요소로서의 임파워먼트(Bennis & Nanus,

1985)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임파워링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리더의 임파워링 행위 자체가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차동옥․김정식, 2011; Zhang & Bartol, 2010),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다양한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성, 조직 몰입, 동기부여 등 조직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혁신행동, 조직시민행동 등 행동의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주세영 등, 2015).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hearne 등(2005)의 연구에서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부하직원들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부하직원들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

로써 신뢰감을 심어준다고 하였다. 또한 Zhang과 Bartol(2010)의 연구에서

도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잠

재능력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다양한 방안과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임파워링 리더십에 대한 연구 역시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태도 및 성과 등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의 변인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임파워링 리더십과 성과와의 관계

(김종관․이영남, 2014), 창의성과의 관계(주세영 등, 2015), 직무몰입 및 조

직몰입과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조윤형․상여, 2017; 김대영

등, 2016; 예지은 등, 2013; 차동옥․김정식, 2011).

그러나 대부분의 논문이 국내 기업이나 군인이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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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내용

고은혜

(2017)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과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

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함.

조윤형 등

(2017)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개인주의-집합주의

의 개인적 성향으로 조절된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

함.

김대영 등

(2016)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직무태도(직무만족, 이직의도,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태

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함.

Minyoung

Cheng 등

(2016)

임파워링 리더십의 양면성의 관점을 토대로 임파워링 리더십과

업무역할성과(work role performance)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self-efficiency)과 직무유발긴장(task induced tension)의 매개효

과를 검증함.

<표2> 국내외 주요 임파워링 리더십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음을 밝히고 있으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

한 연구에서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도 하였으나(고은혜・윤동열, 2017), 다수의 다른 리더십과 조직성

과를 다룬 연구(홍아정・조윤성, 2017; 김성환・최은수, 2012)에 비해서는 아

직 연구 실적이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에서도 임

파워링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관

계에서 팔로워십의 역할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임파워링 리더십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다룬 국내외 주요 논문을 <표2>에 정리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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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내용

이진규 등

(2015)

서비스업에서 관리자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종업원들의 협력행동

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상황적 조절요인인 본사의 매장후

원인식은 부적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세영 등

(2015)

임파워링 리더십이 혁신행동의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

기조절초점 중 ‘향상초점’은 임파워링 리더십과 혁신행동의 관계

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검증함.

김상수 등

(2014)

직무요구와 직무통제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임파워링 리더십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하였고, 임파워

링 리더십과 직무통제는 서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나,

직무요구와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

예지은 등

(2013)

임파워링 리더십이 직무열의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

감과 의미감이 임파워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를 부분 매개

함을 검증함.

Robert. P

등

(2010)

임파워링 리더십과 조직 구성원의 성과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이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써 기능적․역기능적 저항의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기능적 저항의 역할이 없음을 확인하고, 역

기능적 역할만을 고려하여 연구 진행한 후, 매개효과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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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2.1 조직몰입의 정의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이 노력을 기울인 만큼 조직이 더 많은 보상을 해줄

것인지 예측하기 위해 조직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존중해주

는지를 생각하는데, 이러한 인지의 결과로 조직에 감정적인 애착을 가지고

긍정적 행동을 하게 된다(Eisenberger et al., 1986). 결국 조직의 성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는 주체인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직에 기여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조직 구성원들의 기여와 헌신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조직에 대한 애착이라고 할 수 있다(Lilius et al., 2008). 그

리고 조직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애착이나 기여 등을 나타내 주는 개념이

바로 조직몰입이다.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나 개인의 심리적 일체감을 의미

한다(Mowday et al., 1979). 조직몰입은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몰입

도를 측정함으로써 개개인의 업무 관련 성과를 평가하거나 예측하는데 도움

을 주고, 나아가 조직 유효성과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

기 때문에 1960년대부터 경영학 외에도 사회학, 행동과학 등 여러 학문 분

야에서 폭넓게 연구되었다(Steers, 1977; Hunt & Morgan, 1994). 특히 급속

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기업 환경에서는 부하직원들에 의해 기업

경쟁력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부하직원들의 조직 몰입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전정호․이현응, 2016).

조직몰입은 강제적인 규정이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직 구성원이 자

신이 근무하는 조직에 애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상태로(Mowday

et al., 1982), 조직몰입을 통해서 개인은 자신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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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현재 속해 있는 조직에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발달시키게 된다(전정호, 2012). 따라서 조직몰입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며 조직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와 동

일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에서 의미를 찾고 열성적으로 일하게 된다.

이처럼 조직몰입은 조직 전체에 대한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백유성, 2015).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조직몰입은 크게 ‘조직에

대한 신뢰 및 애착’, ‘조직과 동일시하는 것’ 그리고 ‘조직에 계속 소속되고

자 하는 의지’로 나눌 수 있다. 조직에 대한 신뢰 및 애착의 관점에서 조직

몰입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가지는 태도로 조직과의 긍정적인 정

서적 관계이자,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를 신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선배․변정우, 2010; Meyer & Allen,

1991; Mowday et al., 1979; O’Reilly & Chatman, 1986; Weng et al., 2010).

그리고 동일시의 관점에서 조직몰입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과 조직을 일체

화하여 동일시하는 상태로 정의되었다(Aranya et al., 1986; Blau & Boal,

1987; Mowday et al., 1979; Porter et al., 1976). 마지막으로 소속되고자 하

는 의지의 관점에서 조직몰입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현재 속한 조직

에 앞으로도 소속되고자 하는 의지라고 정의하였다(고상환․서재현, 2012;

Aranya et al., 1986; Blau & Boal, 1987; Porter et al., 1976; Steers, 1977).

이러한 경향은 조직몰입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한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학자별로 조금씩 다르게 조직몰입을 정의하고 있지만, 크게 조직몰

입의 기본적인 핵심 개념이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 조직과의 동일시, 조

직에 대한 지속적인 소속 의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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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핵심 개념 내용

Porter et al.

(1976)

동일시

소속 의지

조직 구성원들이 현재 조직에서 계속 근무

하기를 희망하는 성향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갖는 동일시의 정도와 참여 강도

Steers

(1977)
소속 의지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조직에 앞

으로도 소속되고자 하는 의지이자 조직에

대한 충성도

Mowday et al.

(1979)

심리적 애착

동일시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달성과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조직에 대한 동일시,

충성의 표현으로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것

O’Reilly &

Chatman

(1986)

심리적 애착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

인 애착으로 조직과의 감정적인 관계적 정

서

Aranya et al.

(1986)

동일시

소속 의지

조직 구성원 개인과 조직이 일체화된 정도

이며, 조직을 위해 노력하고 조직에 머무르

겠다는 의지

Blau & Boal

(1987)

동일시

소속 의지

조직 구성원이 조직과 조직의 목표를 자신

과 동일시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계속 남고자 하는 의지

Meyer & Allen

(1991)
심리적 애착

조직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긍정적 감정의

애착

Weng et al.

(2010)
심리적 애착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고 조직의 목표와 가치 실현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심리적 애착

조선배․변정우

(2010)
심리적 애착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로 직무 만족과 함께

조직에 헌신을 보여주는 척도

고상환․서재현

(2012)

신뢰 및 애착

소속 의지

개인의 조직에 대한 태도로,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가치나 목표를 수용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려는 자발적 의지 및 조직 구성원으

로 남아 있으려는 강한 의욕

<표3> 학자별 조직몰입의 핵심 개념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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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직몰입의 분류와 정서적 몰입

조직몰입을 보는 관점에 따라 이를 태도적인 현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행동적인 현상으로 볼 것인가를 놓고 학자들 간 의견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Jaros et al., 1993; Mowday, Porter & Steers, 1982). 조직몰입을 태도적인

현상으로 보는 대표학자인 Allen과 Meyer(1990)은 조직몰입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근속적 몰입

(Continuance Commitment),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의 3가지

다차원 요소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정서적 몰입은 조직몰입의 동일시 관점

에서,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 및 조직과의 동일시를 의미한다. 근속적 몰

입과 규범적 몰입은 현재 조직에 남아 있으려는 지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근속적 몰입은 현재 속한 조직을 떠날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뜻하고, 규

범적 몰입은 조직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뜻한다(Allen & Meyer,

1990).

정서적 몰입에 비해서 지속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자발적

이고 긍정적인 참여의식이나 일체감보다는 의무감과 이해관계를 기초로 한

몰입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김지민․윤동열, 2014). 특히 정서적 몰입은 업

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직무 관련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Mowday, Porter, & Steers, 1982) 세 가지 차원의 몰입 형태 중 구성원의

심리적인 부분과 가장 관련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서적 몰입

은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갖는 인식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변수로서,

구성원들이 직무에 쏟는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직 효과성을 예

측하는 변수로도 매우 유용하다(임현명․정원호, 2016).

이러한 정서적 몰입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개인특성과 조직특성으로 나

눌 수 있는데, 개인특성은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지는 특성으로, 나이, 근

속년수, 성별, 교육, 성향, 직업윤리 등이 있고, 조직 특성에는 조직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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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한 조직의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 정책 및 절차 형식 등이 있다(오

아라 외, 2013). 또한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는 배분 공정

성, 조직지원, 상사 배려와 의사결정 참여 등 직무관련 요인을 들 수 있다

(오아라 외, 2013). 특히 조직에게 혜택을 많이 받은 개인일수록 조직에 몰

입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답을 하려는 상호적인 성향을 보이는데(Meyer &

Allen, 1997), 이는 정서적 몰입이 조직의 특성과 형태가 개인의 성향에 영

향을 줌으로써 개인의 내면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거쳐 결과로 나타나는 것

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직에 대해 정서적 몰입도가 높은 구성원들은 조직

에 대한 지속적으로 강력한 소속 의지를 가지게 되고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활동에 전념하게 하여 조

직 목표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김지민․윤동열, 2014).

2.3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동향

조직 유효성과 효과성을 측정하는 많은 연구에서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다(민순 외, 2011; 차동옥․김정식, 2011; 권중생, 2013; 홍권표․

윤동열, 2013; 김지민․윤동열, 2014; 임현명․정원호, 2016). 특히 조직지원

인식, 심리적 임파워먼트, 절차적 공정성 등의 다양한 변수가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각종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논문이 대다

수를 이루었으며(이종찬, 2010; 이현응․전정호, 2016; 전정호․이현응, 2016;

Vandenberghe et al., 2017), 간혹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거나(오아

라 외, 2013), 조직몰입의 조직성과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이용

탁․주규하, 2014)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외 논문을 아래 <표4>에

정리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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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내용

Vandenberghe

등 (2017)

역할 이론과 구조 기능주의의 관점에서, 조직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정서적 몰입과 상급자에 대한 정서적 몰입의 시간적 관계

와 이러한 몰입이 이직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그 관계에서

인지된 상사-조직 가치 일치의 매개효과를 확인함. 그 결과 조

직에 대한 정서적 몰입이 상사에 대한 정서적 몰입에 우선하

며, 이러한 몰입이 이직률과 인지된 상사-조직 가치 일치에 영

향을 미치며,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Joerg

Wombacher

등

(2017)

조직 구성원의 팀내 갈등 처리의 동기화 측면에서 팀 간 상호

작용과 조직 몰입을 연구하였으며, 조직 구성원의 팀과 조직

몰입은 상호작용하여 조직 구성원이 팀 간 갈등을 다루는 전략

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해당 팀에 크게 몰입하

고 있는 경우, 다른 팀에 몰입하고 있을지라도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갈등 처리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임현명 등

(2016)

포용적 리더십과 핵심자기평가와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핵심자기평가의 조절/매개 효과를 검증하였고, 포

용적 리더십과 핵심자기평가, 정서적 몰입에 대한 정(+)의 관계

와 상태적 핵심자기평가의 부분매개, 특성적 핵심자기평가의

조절효과를 확인함.

이현응 등

(2016)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함.

전정호 등

(2016)

절차적 공정성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과 권력거리 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

함. 절차적 공정성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

이 있음을 확인하고, 절차적 공정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권

력거리 성향의 부의 조절효과, 그리고 절차적 공정성과 조직시

민행동의 관계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부의 조절효과를 확인함.

백유성

(2015)

정서 노동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정서 노동(표면행동, 내면해동) 모두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를 검증함.

홍권표 등

(2013)

서번트 리더십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서번트 리더십이 심리적 자본과 조직 몰입 간의

정(+)의 관계와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함.

<표4> 최근 국내외 주요 조직몰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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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팔로워십(Followership)

3.1 팔로워십의 중요성

리더와 팔로워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리더는 팔로워 없이 존재

할 수 없고, 팔로워도 리더 없이 존재할 수 없다(권중생, 2013). 하지만 리더

십 분야의 기존 연구에서는 리더가 조직을 이끌고, 팔로워는 리더를 따라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Densten & Gray, 2001). 기존의 리더십 연구도

리더십과 조직 차원의 긍정적인 성과나 유효성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많으며(이도화 외, 2009; 차동옥․김정식, 2011; 권중생, 2013; 예지은 외,

2013; 홍권표․윤동열 외, 2013; 김지민․윤동열, 2014; 주세영 외, 2015; 임

현명․정원호, 2016; 조윤형․상여, 2017; Robert et al., 2010), 팔로워는 리

더십 연구의 대상일 뿐이었기 때문에 팔로워에 대한 연구는 리더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고, 리더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다(임

유신 외, 2010; Densten & Gray, 2001). 하지만 최근에는 리더십과 팔로워

십 간의 관련성에 주목하면서 조직의 성공에는 리더가 기여하는 것보다 팔

로워들이 그 이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과, 어떤 리더라 할지라도 리더로

일하는 시간보다는 팔로워로 일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Kelley, 1994), 팔로워십 연구는 조직의 성과와 관련해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임유신 외, 2010).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리더 중심의 관점을 통해 팔로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팔로워는 리더십에 영향을 받는 대상일 뿐이며 수동적인 존재에 불

과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대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팔로워 연구

의 상당한 부분이 리더십에 종속되어 있었다(권형창․김경석, 2015; Gilbert

and Hyde, 1988). 하지만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추구함에 있어 리더를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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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지지하는 효과적인 팔로워십이 성공적 리더십의 필수적 요소라는 주장

과(Uhl-bien et al., 2014), 리더 역시 독자적으로 조직의 성공을 이루어낼

수 없으며 효과적인 팔로워십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Vecchio, 1997). 특히 팔로워들은 리더십의 영향력을 행위로 보여주는 주체

이기 때문에 리더십의 효과성은 팔로워의 의지에 의존하는 것이며(Bjugstad

et al., 2006; Hansen, 1987), 심지어 리더의 행위가 팔로워에 따라 제약되는

경우도 있다(김덕수․최태현, 2014).

최근에는 리더십과의 관계 뿐 아니라 사회 변화의 맥락에서도 팔로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조직은 수평조직을 지향하며 권한

위임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김지윤․장영철, 2017), 이는 조직의 지속적

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조직 내에서 리더와 팔로워를 균형적으로 발전시

켜야 함을 의미한다(김희봉․송영수, 2011). 따라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상

하관계가 아닌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김지윤․장영철, 2017), 독자적 연구대상으로서 팔로

워십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Kelley(1988) 역시 자신의 연구에서 기존 리더십

중심의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팔로워가 아닌 능동

적이고 독립적인 팔로워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팔로워십이 리더십의 하위요

인이 아니라 독립요인이며,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리더십과는 별개로 구

성원들의 팔로워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주체적 관점에서 팔로워십은 올바르게 발휘된다면 리더의 행동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행위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팔로워십이 리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권

형창․김경석, 2015). 초기에 팔로워십은 리더십의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나,

리더십에서 팔로워십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조직 구조의 변화로 팔로

워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연구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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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팔로워십의 개념 및 정의

팔로워의 사전적인 의미는 “특정 사람이나 생각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사

람”이다(Oxford Dictionary). 팔로워를 과거에는 하급자(Subordinate)로 표현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팔로워를 리더에 상응하는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리

더에 종속되어 과거 수동적이고 명령에 따르는 단순한 부하 직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역할을 가진 행위

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김덕수․최태현, 2014). 전통적인 팔로

워십을 보는 시각과 팔로워십의 중요성이 부각된 후의 정의에는 ‘얼마나 주

체적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는 학자들의 팔로워십에 대한 정의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Kelley, 1988; Kellerman, 2008; Wortman, 1982).

리더십을 고려한 학자로 대표적으로 Wortman(1982)과 Kellerman(2008)이

있다. Wortman(1982)은 팔로워십을 주어진 환경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리더의 의도에 따라 팔로워가 개인적 또는 집단적 노력에 동참함

으로써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 견해에서 ‘리더의

의도에 따라’가 의미하는 바는 팔로워가 리더십을 수용하는 것으로, 팔로워

십을 리더십의 하위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박민생․장영철, 2010).

Kellerman(2008) 역시 팔로워와 리더의 관계는 지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

며, 행위적인 측면에서 팔로워는 다른 사람이 원하거나 의도하는 것을 따르

는 존재라고 하며, 수동적인 관점에서 팔로워를 행동을 정의하고 있다. 반면

Kelley(1988)는 팔로워십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팔로워들의

효과적인 자질이나 역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팔로워를 ‘조직 내에서 세부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

는 통찰력과 타인과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리더가 없

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일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조직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도덕적이고 심리적 균형을 유지할 뿐 아니라 더 나은 가치창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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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리더십과의

관계 인식
팔로워십 내용

Wortman(1982) 리더십 고려

리더의 영향을 받아 주어진 상황에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적․집단적 노력

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Kellerman(2008) 리더십 고려

팔로워십은 위계적인 관계 속에서 리더에

비해 적은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며, 리더가

내린 결정에 주로 동조하는 것

Agho(2009) 리더십 지원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능하고 선도

적인 상급자의 노력을 지원하는 개인의 능력

Hollander(1992) 대등한 관계
리더와 팔로워 간의 대응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동기화의 교환적 체계

Kelley(1988) 대등한 관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팔로워

들의 효과적인 자질이나 역할

Banutu-Gomez

(2004)
대등한 관계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며,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특성을 가진

부하

<표5> 학자별 팔로워십의 리더십과의 관계 인식 및 정의

기꺼이 노력할 의도를 가진 자’라고 제시하였다(Kelley, 1988). 이러한 정의

와 설명에서 팔로워를 리더와 대등한 관계이자 독자적인 행위주체로 인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의 학자별 팔로워십 정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팔로워를

리더십과의 관계에서 팔로워십을 이해하였고 전통적 통념 역시 리더십에 종

속되어 있었으나, Kelley(1988)가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팔로워를

정의하면서 팔로워가 독자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팔로워십이란 조직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리더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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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해주고 지시를 따르는 효과적인 능력이며(Kent, Elizabeth, Karen.,

& Alan, 2006), 적극적인 개념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부하 스스로의 적극적인 자기개발과 책임 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도 리더에게 신뢰를 주고, 리더가 발휘하는 영향력을

수용하고 용기 있게 헌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임유신 외,

2010).

3.3 팔로워십의 특성 및 유형화

팔로워십의 특성으로 Kelley(1994)는 자기관리, 조직과 동료에 대한 헌신,

자기계발, 용기를 제시하였으며, Alcorn(1992)은 응집력, 상급자에 대한 지

지, 상급자의 리더십에 대한 의견제시, 솔선수범하는 자세유지, 팀의 성과달

성을 위한 책임수용을 제시했다. 또한 Hollander(1992) 경쟁력, 동기부여, 인

성을 팔로워십의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팔로워십의 특성은 팔로워의

자기관리, 용기, 솔선수범, 책임수용, 경쟁력, 동기부여, 인성 등의 개인적 특

성과 조직과 동료에 대한 헌신, 상급자에 대한 지지 및 의견 제시 등, 조직

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Kelley(1992)는 팔로워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그 기준은 팔

로워의 사고(thinking)가 독립적(independent)․비판적(critical)인지 또는 의

존적(dependent)․무비판적(uncritical)인지와 조직에 대한 참여(engagement)

가 능동적(active)인지 수동적(passive)인지이다. 사고가 독립적이고 비판적

이면 스스로 생각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며, 자기만의 개성이 있고, 혁신적

이고 창조적임을 뜻한다. 반면 의존적이며 비판적이지 못한 팔로워는 스스

로 생각하지 못하고 지시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참여 면에서 능동적인 팔

로워는 솔선수범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맡은 일 이상을 해내는 반

면, 수동적인 팔로워는 게으르며, 재촉과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하며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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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비판적 사고

수

동

적

행

동

소외형 팔로워 모범형 팔로워 능

동

적

행

동

(Alienated followers)
실무형 팔로워

(Pragmatist followers)

(Effective followers)

수동형 팔로워 순응형 팔로워

(Passive followers) (Conformist followers)

의존적, 무비판적 사고

회피한다(Kelley, 1992). 그리고 이 구분에 따라 조직 내 팔로워십 유형을

모범형, 순응형, 실무형, 소외형, 수동형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모범형

팔로워는 스스로 생각하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자기주장이 명

확하다. 또한 스스로 위험을 감수함과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동료

나 상사로부터 좋은 평을 받는다. 반면 순응형 팔로워는 적극적으로 리더를

따르지만 독립적․비판적 사고가 결여된 상태로, 리더가 잘못 판단하는 경

우에도 맹목적으로 리더를 따르기 때문에 조직에 기여하지 못한다. 두 가지

특성의 중간에 위치한 실무형 팔로워는 오직 자신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일한다. 소외형

팔로워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만 행동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냉

소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리더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

로 수동형 팔로워는 사고와 행동, 모든 면이 결여된 팔로워로 주어진 일만

하고 더 이상은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팔로워이다. Kelley(1992)는 독립적․

비판적 사고를 가지며 능동적 참여 특성을 가진 모범형 팔로워를 조직의 성

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팔로워라고 제시하였다. Kelley(1992)

의 팔로워십 구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1> Kelley(1992)의 다섯 가지 팔로워십 유형

출처 : Kelley, R. E.(1992) The power of followership, New york: Double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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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팔로워십 유형으로는 Chaleff(2003)의 용기 있는 팔로워 모형이 있

다. Chaleff(2003)은 팔로워의 특성 중 ‘용기’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가장 바

람직한 팔로워십 모형으로 용기 있는 팔로워를 제안했다. 여기서 용기는 리

더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더와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팔로워가 리더를 뒷받침하는 정도와

리더의 잘못된 판단에 팔로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가이

다. Kellerman(2008)의 팔로워십 연구는 팔로워십을 조직차원이 아니라 사

회적인 차원에서 연구했다는 특징을 가지는데, 그가 제시하는 좋은 팔로워

십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부여이며, ‘참여의 정도(Level of

engagement)’라는 단일 척도로 팔로워십을 판단하고 있다. Kellerman(2008)

은 이러한 참여의 정도에 따라 모든 팔로워를 행동하지 않는 이들부터 매우

열정적으로 깊이 참여하는 팔로워들까지 일직선상에서 올려놓고 팔로워십을

설명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Kelley(1992)의 팔로워십 유형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임유신 외, 2010; 이치우 외, 2011; 김지윤․장영철,

2017), 이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이치우 외, 2011).

3.4 팔로워십에 대한 연구동향

팔로워십에 대한 연구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팔로워십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민생․장영철, 2010; 이치우 외, 2011; 김덕수․최태현, 2014; 권형

창․김경석, 2015; 김지윤․장영철, 2017; Kelley, 1988; Alcorn, 1992;

Chaleff, 2003), 리더십이 팔로워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도화 외,

2009),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와 팔로워 유형별 결합이 조직유효성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임유신 외, 2010; 권중생, 2013; Bjugstad et al, 2006;

Agho, 2009)로 나눌 수 있다(권형창․김경석, 2015). 국내에서도 특정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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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내용

김지윤 등

(2017)

팔로워의 역량이 팔로워십 특성(사고와 행동)과 LMX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를 분석함. 그 결과 팔

로워의 역량과 행동 간의 (+)의 관계를 확인, 사고는 업무 능력과는

(+)의 관계, 업무 태도와는 (-)의 관계를 보임. 또한 행동 요인은

LMX의 질에 (+)의 관계를 보였고 사고 요인은 (-)의 관계 보임.

또한 행동과 LMX의 질 사이에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를 확인함.

<표6> 최근 국내외 주요 팔로워십 연구

십을 고려한 팔로워십과 리더십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

으며(박종훈․박경아, 2001; 임유신 외, 2010), 특히 팔로워십은 유형별로 특

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임유

신 외, 2010) 이러한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관계, 즉 적합성의 정도가 조직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박종훈․박경아, 2001; 권

중생, 2013). 특히 임유신 등(2010)은 팔로워십 유형에 따라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을 구분하여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연구하였다.

또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독자적인 팔로워십 연구도 이루어졌다.

권형창․김경석(2015)은 자신의 연구에서 팔로워가 리더의 영향을 받는 존

재이지만, 리더에게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권형창 등(2015)은 팔로워십이 리더의 의사결정 방식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치우 등(2011)은 팔로워십이

혁신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팔로워 유형화 연구와 관

련해서 김덕수와 최태현(2014)은 규정준수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성과에 대

한 인식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적합한 팔로워십을 유형

화하였고, 박민생과 장영철(2010)은 부하의 능력과 의욕을 기준으로 성취형,

참여형, 의존형, 비판형의 4가지 팔로워십 유형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외

팔로워십 관련 연구를 <표6>에 정리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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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내용

변국도 등

(2016)

1988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메타분석하여

논문 유형과 관점, 주제에 관한 흐름을 정리함. 논문 유형은 개념연

구가 46%로 가장 많았고, 연구 관점은 리더 중심이 55%로 다수를

차지. 주제는 리더십에 대한 팔로워의 영향력을 보는 연구가 34%

를 차지하고 있었음.

권형창 등

(2015)

팔로워십(사고, 행동)이 리더의 의사결정 방식에 미치는 효과와 그

관계에서 LMX의 매개효과를 검증함. 그 결과 사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행동은 LMX를 완전 매개로 참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권한위임에는 부분 매개로 작용함을 확인.

Mary

Uhl-Bien등

(2014)

팔로워십에 대해 역할 기반 접근과 구성적 접근을 통해 리더십 과

정에서 팔로워십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향후 연구의 이론적 기반과

방향을 제시함.

김덕수 등

(2014)

공공부문 팔로워 유형화를 시도함. Kelley(1992)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공공부문 팔로워를 성과에 대한 인식과 규정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유형화함.

Patrick

Liborius

(2014)

팔로워의 리더 특성에 대한 인식, 팔로워의 조직시민행동, 팔로워의

언행에 대한 세 가지 리더 특성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 관계에서

팔로워가 가진 성격의 매개 역할을 검증함.

Burak Oc

등

(2013)

리더의 사회적 구성의 한 부분으로 팔로워를 재조명하기 위해 전통

적 리더십 연구에서 팔로워십의 출현을 살펴보고, 어떻게 팔로워가

리더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

해서 사회적 영향과 권한, 그리고 그룹 단위의 특성을 제시함.

이치우 등

(2011)

팔로워십이 혁신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LMX의 조절효과를 확인함.

팔로워십이 혁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고, 팔로워십과

혁신행위 사이에서 LMX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고와

행동은 각각 부정적 조절효과와 긍정적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임유신 등

(2010)

팔로워십 유형에 따라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구분하고

이 두 유형의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리더신뢰의 매개효과를 확인함. 그 결과 모범형 팔로워십은 리더신

뢰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동형 팔로워십과 중간형 팔

로워십은 매개효과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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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연구방법

제1절 가설 설정

1.1 임파워링 리더십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정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가 주로 이루

어지고 있다(차동옥․김정식, 2011; 홍권표․윤동열, 2013; 김지민․윤동열,

2014; 임현명 외, 2016). 특히 조직몰입을 변수로 활용한 연구들에서는 조직몰

입에서도 정서적 몰입을 주로 활용한 연구들이 많은데(이종찬, 2010; 차동

옥․김정식, 2011; 오아라 외, 2013; 김지민․윤동열, 2014; 임현명 외, 2016)

이는 조직몰입 중에서도 정서적 몰입이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갖는 인식과

심리적인 변화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이다(임현명․정원

호, 2016). 특히 규범적 몰입이나 근속적 몰입과는 달리 정서적 몰입은 감정

적인 애착에서 발생하는 몰입으로(Allen & Meyer, 1990), 조직의 성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 효과성을 측정하는 도구로도 많이 활용

되어 왔다(민순 외, 2011; 차동옥․김정식, 2011; 권중생, 2013; 홍권표․윤동

열, 2013; 김지민․윤동열, 2014; 임현명․정원호, 2016).

정서적 몰입과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도 존재하는데(이현응

외, 2016; 전정호․이현응, 2016), 이현응 등(2016)은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조직몰입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전정호 등(2016)의 연구

에서도 마찬가지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의 영향을 확인하면서 심

리적 임파워먼트의 LMX와 조직몰입 사이의 매개효과도 제시하였다. 또한

임파워링 리더십과 정서적 몰입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도 있

는데, 차동옥․김정식(2011)의 연구에서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몰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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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몰입과 근속적 몰입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김지민․윤동

열(2014) 연구에서도 임파워링 리더십이 세 가지 조직몰입 형태에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란 가설을 제시하였다.

임파워링 리더십은 권한 위임과 조직 구성원의 내적동기 향상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Srivastava et al., 2006). 임파워링 리더십의

핵심 개념인 임파워먼트는 권한 위임을 통해 조직 구성원에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에 몰입하고 더 나은 성과를 가

져 온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Lawler et al., 2001).

그리고 임파워링 리더십의 조직성과에 대한 효과성은 기존 연구에서 군인,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임파워링 리더십과 정서적 몰입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공공기관에도 적용

되는지를 규명하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팔로워십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

팔로워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형이나 특성을 다루거나 영향력을 살펴보

는 팔로워십 자체에 대한 연구(박민생․장영철, 2010; 이치우 외, 2011; 김덕

수․최태현, 2014; 권형창․김경석, 2015; 김지윤․장영철, 2017; Kelley,

1988; Alcorn, 1992; Chaleff, 2003)와 리더십과 함께 고려하여 조직 유효성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도화 외, 2009; 임유신 외, 2010; 권중생,

2013; Bjugstad et al, 2006; Agho, 2009)의 형태로 주로 이뤄져 왔다. 그

중에서도 팔로워십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팔로워십 자체를 독립변수로 두고 조직성과



- 32 -

와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이치우 외, 2011)이며, 다른 하나는 리더십과 같은

다른 변수들과 결합하여 영향을 보는 것이다. 팔로워십 자체가 혁신행위나

리더의 의사결정방식 등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존재하기는 하

지만(이치우 외, 2011; 권형창 외, 2015), 대부분의 팔로워십에 대한 연구는

리더십과의 적합성을 고려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변혁

적․거래적 리더십 등 특정 리더십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이도화 외,

2009; 임유신 외, 2010; 권중생, 2013). 특히 이도화 등(2009)의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위, 혁신행위를 포함한 개

인성과와의 관계에서 팔로워십이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고, 임유

신 등(2010)의 연구에서도 팔로워십 유형에 따른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기도 했다.

팔로워십은 리더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Uhl-bien et al., 2014;

Vecchio, 1997), 리더십과 팔로워십 모두 조직성과의 주체(김희봉․송영수,

2011)라는 관점에서 경영학에서 주요 대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직성

과와 연계한 연구가 필요하며,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리더십, 팔로워십과 다

양한 형태의 조직성과를 확인하기도 했다(이도화 외, 2009; 임유신 외, 2010;

차동옥․김정식, 2011; 권중생, 2013; 예지은 외, 2013; 김지민․윤동열,

2014; 주세영 외, 2015; 조윤형 외, 2017; Minyoung Cheong et al., 2016;

Robert P. et al., 2010). 또한 팔로워십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팔로워십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력을 다룬 연구(이영숙․정면숙,

2013; 이상철 외, 2014)는 존재하지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공공기관에서 팔로워십이 정

서적 몰입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팔로워십은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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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팔로워십의 조절 및 매개 역할

리더십은 경영학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이며(이상호,

2001), 팔로워십 역시 최근 리더십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독자적으로도 조직

의 중요한 주체로 주목을 받고 있다(김지윤․장영철, 2017; Uhl-bien et al.,

2014; Vecchio, 1997). 그 중에서도 임파워링 리더십은 권한위임을 통해 조

직 구성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킴으로 그들에게 자신감과 신뢰감을 심어

주고(Ahearne et al., 2005),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잠재능력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다양한 방안과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키

는 리더십이다(Zhang & Bartol, 2010). 임파워링 리더십의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주체는 부하직원들이며, 따라서 부하직원들이 어떠한 팔로워의 성향

을 가지는지가 임파워링 리더십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는 주로

변혁적 리더십이나 거래적 리더십 등 다른 특정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영향

력을 확인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통해 같은 리더십이라 할지라도 팔로워십

유형에 따라서 조직시민행동이나 직무 몰입 같은 조직 유효성 지표에 차이

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도화 외, 2009; 임유신 외, 2010; 권중생,

2013). 특히 임파워링 리더십이 팔로워십을 전제로 한 리더십임을 감안한다

면 변혁적 리더십이나 거래적 리더십만큼이나 팔로워십과의 적합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임파워링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큰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

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팔로워십에서 임

파워링 리더십의 핵심 개념인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있었

다(김지윤․장영철, 2017). 해당 연구에서는 팔로워십 역량을 업무능력과 업

무태도로 나누어 팔로워십 특성과 LMX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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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임파워링 리더십과 조직 유효성의 대표적 지표인 정서적 몰입 간의 관

계에서 팔로워십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른 리더십을 다룬 선행연

구에서는 리더십과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팔로워십 역할은 매개효과와 조절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도화 외(2009)의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

십을 대상으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였고, 변혁적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는 존재하지만 조절효과가 없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임파워링 리더십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팔로워

십의 매개와 조절의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리

더십과 조직성과 사이에서 팔로워십의 긍정적 역할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

(권중생, 2013; 이도화 외, 2009)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

다.

가설 3: 팔로워십은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부하의 정서적 몰입의 관

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4: 조직구성원의 팔로워십은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조직구성원

의 정서적 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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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A 기관의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임파워링 리더십이

정서적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 이 관계에서 팔로워십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확인하는데 있다.

이에 A 공공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임파워링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정서

적 몰입을 결과변수로 설정하였으며, 팔로워십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밝히

고자 <그림2>와 <그림3>과 같은 두 개의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2> 조절효과 연구모형

임파워링 리더십 정서적 몰입

팔로워십

<그림3> 매개효과 연구모형

임파워링 리더십 정서적 몰입

팔로워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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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링 리더십을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하고

팔로워십을 조절변수(moderator variable)로, 정서적 몰입을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로 설정하였다. 모든 변수들은 Likert 5점 척도(매우 그

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3.1 임파워링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직원들과 권한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부

하직원들의 내적 동기부여 수준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능력에 신뢰를 주는

리더의 행위이다(Srivastava et al, 2006; Zhang & Bartol, 2010). 임파워링

리더십 측정에는 Arnold et al.(2000)가 개발한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는

데, 설문문항은 솔선수범(Leading by Example) 5문항, 참여적 의사결정

(Participative Decision-making) 6문항, 코칭(Coaching) 11문항, 정보공유

(Informing) 6문항, 관심표출 및 팀 내 상호작용(Showing concern,

Interacting with the team) 10문항의 5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38

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파워링 리더십을 측정하는 설문의 구체적인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나의 직속상사는 자신이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높은 성과기준을 제시한

다.”, “나의 직속상사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자 노력한다.”,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방법들을 가르쳐준다.”,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에게 회사의 결정사

항들에 대하여 설명해준다.”,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에게 개인적인 문

제와 고충에 대하여 신경을 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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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서적 몰입

조직몰입은 조직 구성원들이 현재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성

향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갖는 동일시의 정도와 참여 강도를 의미한

다(Porter et al., 1976). 그 중 정서적 몰입은 조직몰입의 동일시 관점에서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 및 조직과의 동일시를 의미한다(Allen & Meyer,

1990). 정서적 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Meyer & Allen(1997)에 의하여 개발

된 도구를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조직몰입을 측정하는 18개 문

항 중, 정서적 몰입을 측정하는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서적 몰입에 관

한 설문의 구체적인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나의 조직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 한다”, “나는 나의 조직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느

낀다”, “나의 조직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3.3 팔로워십

Kelley(1992)는 팔로워의 사고(thinking)가 독립적․비판적인지 또는 의존

적․무비판적인지와 와 조직에 대한 참여(engagement)가 능동적인지 수동

적인지를 기준으로 5가지의 팔로워 유형을 구분하였다. 팔로워십을 측정하

기 위해서 Kelley(1992)가 개발한 팔로워의 사고와 행동를 측정하는 2개 항

목의 총 2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독립적․비판적 사고를 측정하는 문항

으로는 “나는 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제

안한다.”, “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상사나 조직의 의견과 갈등이 예상되

더라도 나의 견해를 피력한다.” 등이 있고, 적극적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으

로는 “업무에 있어서 나의 열의는 동료들에게 확산되고 그들에게 에너지를

준다.”, “나는 주어진 역할에 그치지 않고 주어진 일 외에 다른 업무도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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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항수 출처

임파워링

리더십

솔선수범 5

Arnold et al.(2000)

참여적 의사결정 6

코칭 11

정보공유 6

관심표출,
팀원과의 관계

10

팔로워십
사고 10

Kelley(1992)
행동(참여) 10

조직몰입 정서적몰입 6 Meyer & Allen (1997)

<표7> 설문지 구성

3.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구성원의의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는 요인을 선정하여 성별, 학력, 직급(직위)과 팀장 이상 보직여부, 팀

규모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과 팀장 이상의 보직여부는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하였고, 보직 여부는

팀장 이상의 보직자는 1, 팀 구성원을 0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학력은 1 =

고졸, 2 전문대졸, 3 = 대졸, 4 = 대학원졸 으로 설정하였다. 직급(직위)는 1

= 6급(사원, 주임), 2 = 5급(대리), 3 = 4급(과장), 4 = 3급(차장), 5 = 2급(팀

장), 6 = 1급(실․국장)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팀 규모의 경우에는 1 =

1명～5명, 2 = 6명～9명, 3 = 10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통제변수를 구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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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가설검증을 하였다. 울산지역에 위치한 A

공공기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A 공공기간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총 268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 응답 13건을 제

외한 255부를 통계프로그램 SPSS 20.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성별은 남성이 62.7%, 여성이 37.3%로 나타났으며, 나이는

3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세 이상에

서 30세 미만이 28.6%,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이 27.1%, 50세 이상이

6.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7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

학원졸(석, 박사) 이상이 23.1%, 고졸과 전문대졸이 3.1% 순이었다. 직위(직

급)에서는 대리급(5급)이 3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과장급(4급)이

25.9%, 차장급(3급)이 22%, 부장급(2급)이 7.8%, 사원, 주임급(6급)이 7.1%

순으로 나타났으며, 팀장 이상의 보직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이

고, 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4.9%이다. 직렬에서는 일반직(행정직)이

6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능력개발직(전문직)이 16.5%, 연구직 16.1%,

기타 직렬 1.6% 순 이었으며, 근속연수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22.4%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9.6%, 3년 이상 5년 미만이

19.2%, 5년에서 10년 미만이 18.8%, 1년 미만과 20년 이상이 각각 12.5%,

7.5%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팀 규모 면에서는 6명에서 9명이 6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0명 이상이 23.9%, 1명에서 5명이 9.8% 순으로 나타

났다. 상세한 내용은 <표8>에 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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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60 62.7

여성 95 37.3

나이

20～30세 미만 73 28.6

30～40세 미만 97 38.0

40～50세 미만 69 27.1

50～60세 미만 16 6.3

학력

대졸미만 8 3.1

대졸 188 73.7

대학원졸 59 23.1

직위(직급)

사원/주임(6급) 18 7.1

대리급(5급) 95 37.3

과장급(4급) 66 25.9

차장급(3급) 56 22.0

부장급(2급) 20 7.8

보직 여부
팀장 이상 13 5.1

팀원 242 94.9

직렬

일반직(행정직) 168 65.9

연구직 41 16.1

능력개발직/전문직 42 16.5

기타 4 1.6

근속연수

1년 미만 32 12.5

1～3년 미만 57 22.4

3～5년 미만 49 19.2

5～10년 미만 48 18.8

10～20년 미만 50 19.6

20년 이상 19 7.5

팀 규모

1～5명 25 9.8

6～9명 169 66.3

10명 이상 61 23.9

<표8>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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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임파워링 리더십과 정서적 몰입 간의 관계 분석에 앞서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 변수들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설문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척도의 하위 영역

에 대한 Cronbach’s Alpah 계수를 산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

(Principle component analysis)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

를 위해 Kaiser 정규화가 있는 직각회전(varimax)를 이용하였다. 둘째, 임파

워링 리더십, 정서적 몰입, 팔로워십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별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임파

워링 리더십과 정서적 몰입 간의 관계에서 팔로워십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1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가설검증 대상인 각 구성개념들이 적절한 타당도와 신뢰

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우선 설문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 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

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사용하였다. 요인적재치는 각 변

수와 요인과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각 변수들은 요인적

재치가 가장 높은 요인에 속하게 된다. 또한 고유값은 특정 요인에 적재된

모든 변수의 적재량을 제곱하여 합한 값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요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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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표준화된 분산(standardized variance)을 가리킨다. 각 변수의 선택기준

은 고유값 1.0 이상, 요인적재치는 0.5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사용하였다. KMO

의 값은 표본의 적합도를 나타내며, 그 값이 0.5이상이면 표본자료가 요인분

석에 적합한 것으로 여긴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변수 간의 상관

행렬이 단위행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유의확률이 .05보다 작으면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KMO의 값은 .967으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위한 근사 카이제곱값이

16012.423으로, 유의확률이 .000으로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신뢰도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설문 응답자로부터 정확하고 일관

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

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

인범주 내에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값을 제시하였다.

임파워링 리더십 항목이 .988, 팔로워십이 .962, 정서적 몰입이 .826으로 신

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9>와 같이 도출되었다. 설명된 총 분산은 71.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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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 2 3 Cronbach‘ 

코칭20

관심32

코칭16

참여07

코칭17

참여08

코칭21

정보25

솔선05

코칭19

관심35

솔선01

참여06

코칭15

관심29

관심33

관심36

관심37

코칭13

관심38

참여09

코칭14

관심30

솔선03

솔선04

참여10

솔선02

관심34

관심31

정보27

정보28

정보24

코칭12

정보26

정보23

.839

.828

.828

.824

.819

.818

.813

.813

.808

.808

.802

.802

.799

.794

.788

.788

.787

.785

.785

.782

.782

.781

.781

.780

.779

.751

.746

.734

.723

.721

.719

.706

.703

.703

.687

.296

.265

.337

.345

.353

.292

.383

.345

.349

.344

.298

.351

.320

.297

.256

.278

.317

.285

.301

.257

.357

.296

.195

.306

.317

.307

.319

.312

.317

.339

.412

.451

.285

.437

.439

.190

.018

.143

.146

.015

.110

.090

.039

.093

.027

.097

.038

.135

.067

-.073

.093

.132

.144

.123

.022

.192

.004

.059

.138

.111

.066

.048

.125

.004

.015

.121

.146

.056

.080

.245

.988

행동06

사고05

사고11

행동03

행동09

사고01

행동04

행동02

행동07

행동10

행동08

사고17

행동13

사고14

.226

.294

.313

.310

.305

.351

.269

.307

.404

.347

.333

.485

.483

.486

.809

.803

.799

.796

.775

.769

.737

.722

.720

.720

.713

.659

.646

.640

.079

.058

.117

.013

.103

-.055

-.059

-.201

.075

.082

.168

.212

.165

.206

.962

정서04

정서03

정서01

.137

.230

.033

.107

.158

-.030

.886

.852

.760

.826

Eigen-value 31.44 3.56 2.26

설명된 분산의 % 60.47 6.86 4.35

누적된 분산의 % 60.47 67.34 71.70

<표9>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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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임파워링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은 솔선수범, 참여적 의사결정, 코칭, 정보공유, 관심표출

및 팀원과의 관계의 5가지 하위 성분으로 나누고 총 38개 문항으로 구성하

여 측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임파워링 리더십 38개 문항 중 11, 18, 22는

타당성을 저해하는 속성으로 나타나 제거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임파워링

리더십은 <표9>와 같이 1개의 요인으로 측정되었다. 예측했던 바와 달리

임파워링 리더십은 하위요소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혼재되어 묶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회귀분석 시에는 35개의 문항을 평균

화 하여 1개의 요인으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값

은 .988로 높게 산출되어 1개의 요인으로 측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었다.

2.1.2 정서적 몰입

요인분석 결과, 정서적 몰입 6개 문항 중 문항 2, 5, 6은 타당성을 저해하

는 속성으로 나타나 제거하였으며, 나머지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이 .826으로 높게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1.3 팔로워십

팔로워십은 사고와 행동의 2가지 하위 성분으로 나누고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팔로워십 20개 문항 중 12, 15, 16, 18,

19, 20은 타당성을 저해하는 속성으로 나타나 제거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팔

로워십 역시 <표9>와 같이 1개의 요인으로 측정되었으며, 팔로워십 역시

하위요소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회귀분석 시에는 14개 문항을 평균화 하여 1개의 요인으로 측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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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값은 .962로 높게 산출되어 1개의 요

인으로 측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었다.

2.2 상관관계 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변수 간의 관련성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고자 연구에 포

함된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결과는 <표10>과 같다. 가설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임파워링 리더십은

종속변수인 정서적 몰입과 조절변수인 팔로워십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

내고 있다.

<표10>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보든 변수들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제시하

고 있다.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파워링 리더십과 정

서적 몰입은 r=.287(p<0.01)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로워십과 정서적 몰입은 r=.238(p<0.01)으로 나타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팔로워십과 임파워링 리더십도 r=.744(p<0.01)로 다소 높은 양

(+)의 상관관계를 타나내고 있다. 이는 대체로 가설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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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 - 1

2. 나이 .395** 1

3. 학력 - - .184** .424** 1

4. 직급 - - .345** .821** .423** 1

5. 보직 여부 - - .179** .251** .118 .359** 1

6. 근무 기간 - - .239** .812** .300** .836** .246** 1

7. 팀 규모 - - .049 -.015 .011 .032 -.026 .001 1

8. 임파워링 리더십 3.42 .88 .009 -.043 -.011 -.108 .095 -.011 -.039 1

9. 정서적 몰입 2.98 .89 -.116 -.103 -.097 -.147* -.127* -.051 .017 .287** 1

10. 팔로워십 3.24 .75 .070 .055 .067 .006 .120 .032 -.037 .744** .238** 1

N=255, *p< .05 , **p< .01
1=성별 남성(1), 여성(0), 2=나이 20~29세(1), 30~39세(2), 40~49세(3), 50~59세(4), 60세 이상(5), 3=학력 고졸(1), 전문대졸(2), 대졸(3),
대학원졸 이상(4), 4=직급 사원/6급(1), 5급(2), 4급(3), 3급(4), 2급(5), 1급(6), 5=보직여부 보직자(1), 보직자 아님(0), 6=근무기간 1년
미만(1), 1~3년 미만(2), 3~5년 미만(3), 5~10년 미만(4), 10~20년 미만(5), 20년 이상(6), 7=팀 규모 1~5명(1), 6~9명(2), 10명 이상(3),
8=임파워링 리더십, 9=정서적 몰입, 10=팔로워십

<표10>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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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설 검증

가설 1: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 1은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정서적 몰입

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

저 성별과 나이, 교육, 직급, 보직여부, 근속기간, 팀원 수를 통제변수로 설

정하여 각각의 가설에 따른 인과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통제변수는 유의확률이 모두 0.1 이상으로 나타나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파워링 리더십이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검증 결과 <표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R2 값을 통해 임파워링

리더십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의 분산을 14%까지 설명해주고 있음

을 확인했고, 회귀식에 대한 F값은 4.991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이 2.266으로 나타나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

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B=0.228, 표준오차=0.042, 베타=0.335로 나타나

임파워링 리더십이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따라

서 임파워링 리더십이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 48 -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통제변수

(상수) 2.434 .282 　 8.626 .000***

성별 -.089 .081 -.072 -1.089 .277

나이 -.046 .080 -.068 -.568 .571

교육 -.080 .070 -.077 -1.139 .256

직급 .009 .073 .017 .127 .899

보직여부 -.051 .175 -.019 -.293 .770

근속기간 .077 .049 .194 1.566 .119

팀원 수 .047 .063 .045 .753 .452

독립변수(A)

임파워링 리더십 .228 .042 .335 5.481 .000***

R2=.140 Adj, R2=.112 F=4.991 유의확률(p)=.000

ϯ p< .10, *p< .05, **p< .01, ***p< .001

<표11> 임파워링 리더십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가설 2: 팔로워십은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 2은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팔로워십과 정서적 몰입과의 관

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성별

과 나이, 교육, 직급, 보직여부, 근속기간, 팀원 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각각의 가설에 따른 인과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표12>와 같이 팔로워십이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R2값이 .126로, 팔로워십이 정서적 몰입을 12.6% 설

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대한 F값이 4.451,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유의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이 2.233으로 분석되어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통제변수 중 근속기간이 유의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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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통제변수

(상수) 2.492 .284 　 8.787 .000***

성별 -.087 .082 -.071 -1.068 .287

나이 -.063 .081 -.095 -.782 .435

교육 -.082 .070 -.079 -1.165 .245

직급 -.036 .072 -.065 -.496 .620

보직여부 -.017 .176 -.006 -.098 .922

근속기간 .106 .049 .269 2.170 .031*

팀원 수 .048 .063 .046 .760 .448

조절변수(B)

팔로워십 .244 .048 .308 5.086 .000***

R2=.126 Adj, R2=.098 F=4.451 유의확률(p)=.000

ϯ p< .10, *p< .05, **p< .01, ***p< .001

<표12> 팔로워십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타났다(=.269, 유의확률=.031). 즉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서적 몰입은 증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팔로워십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유의확률은 0.000이며, B=0.244, 표준오차=0.048, 베타=0.308,

t=5.086으로 나타나 두 변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팔로워십이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도 채택되었다.

가설 3: 팔로워십은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부하의 정서적 몰입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임파워링 리더십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에 있어 팔로워십의 조절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가설 3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그리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향을 단계적

으로 추가하였을 때 회귀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값의 변화를 통해 조절효

과를 입증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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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종속변수(정서적 몰입)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통제변수

(상수) (.292) (.277) (.278) (.262)

성별 -0.068(0.084) -0.087(0.08) -0.089(0.08) -0.028(0.074)

나이 0.053(0.086) 0.022(0.082) 0.01(0.082) 0.051(0.075)

교육 -0.018(0.073) -0.054(0.07) -0.058(0.07) -0.19(0.067)**

직급 -0.089(0.074) 0.044(0.072) 0.03(0.072) 0.03(0.066)

보직여부 -0.018(0.184) -0.057(0.176) -0.059(0.176) -0.018(0.161)

근속기간 0.15(0.053) 0.076(0.05) 0.096(0.05) 0.124(0.046)

팀원 수 0.07(0.067) 0.086(0.064) 0.085(0.064) 0.082(0.058)

독립변수(A)

임파워링 리더십 0.32(0.042)*** 0.223(0.062)* 0.101(0.058)

조절변수(B)

팔로워십 0.128(0.07) 0.036(0.065)

조절효과(A*B) -0.451(0.048)***

R2 .086 .176 .183 .325

Adj, R2 .052 .142 .146 .292

⊿R2 .086 .090 .007 .142

F 2.557 26.672 2.076 51.111

ϯ p< .10, *p< .05, **p< .01, ***p< .001

제시된 값: 표준화된 회귀계수(표준오차)

<표13> 임파워링 리더십이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회귀분석: 팔로워십의 조절효과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정서적 몰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1단계

에서 통제변수인 성별과 나이, 교육, 직급, 보직여부, 근속기간, 팀원 수를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임파워링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3단

계에서는 팔로워십을 조절변수로 투입하고, 4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

수의 상호작용항(임파워링 리더십*팔로워십)을 투입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를 <표13>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은 평균중심화 값을 생성하였다.



- 51 -

<그림4> 임파워링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조절효과

먼저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교육(=-.019, 유의확률=.003)은 정서

적 몰입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아질수록

정서적 몰입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조절효과의 분석에서 팔로워십이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해주는 R2 변화량

이 3단계에 비해 4단계에서 14.2% 증가한 .325 값을 나타내 전체 분산의

32.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 0.000, Durbin-Watson 통계

량이 2.511으로 유효한 모형으로 분석되었다.

팔로워십은 임파워링 리더십에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51, t=-7.149, p=0.000). 값을 통하여, 임파워링 리더십이 정서적 몰입

에 미치는 영향력이 팔로워십이 개입할 경우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파워링 리더십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에서 팔로워십의 수준

정도에 따라 정서적 몰입에 대한 정(+)의 영향이 줄어드는 부(-)의 조절효

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구체적인 형태는 <그림4>와 같다. 따라서 가설

3 역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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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종속변수
(정서적몰입)

종속변수
(정서적몰입)

종속변수
(팔로워십)

종속변수
(정서적몰입)

종속변수
(정서적몰입)

통제변수

(상수) (.253) (.282)　 (.252)　 (.284) (.287)

성별 -.053(.086) -.072(.081) .016(.073) -.071(.082) -.074(.081)

나이 -.067(.085) -.068(.080) .088(.072) -.095(.081) -.081(.080)

교육 -.055(.074) -.077(.070) .030(.062) -.079(.070) -.081(.070)

직급 -.144(.075) .017(.073) .108(.065) -.065(.072) .002(.073)

보직여부 .038(.183) -.019(.175) .015(.157) -.006(.176) -.021(.175)

근속기간 .299(.051)* .194(.049) -.138(.044) .269(.049)* .214(.049)ϯ

팀원 수 .037(.066) .045(.063) -.010(.056) .046(.063) .046(.063)

독립변수(A)

임파워링 리더십 0.32(0.042)*** .756(.037)*** 0.228(0.062)*

매개변수(B)

팔로워십 .308(.048)*** 0.141(.071)

R2 .086 .140 .569 .126 .148

Adj, R2 .052 .112 .555 .098 .117

F 2.557 4.991 40.607 4.451 4.737

ϯ p< .10, *p< .05, **p< .01, ***p< .001

제시된 값: 표준화된 회귀계수(표준오차)

<표14> 임파워링 리더십이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회귀분석: 팔로워십의 매개효과

가설 4: 조직구성원의 팔로워십은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조직구성

원의 정서적 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임파워링 리더십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에 있어 팔로워십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13>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단계에서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정서

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고, 가설 1을 통해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입

증되었다. 제2단계에서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팔로워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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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분석결과 R2값이 .569로, 임파워링 리더십이

팔로워십을 56.9%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대한 F값이

40.607,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유의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제3단

계에서는 팔로워십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가설 2를

통해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제4단계에서는 임파워링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동시에 투입하여 나타난 결과로서, 매개변수인 팔로워십(=.141,

유의확률=.117)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제4절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본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는 <표15>와 같다.

구분 가설의 내용 결과

가설1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팔로워십은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팔로워십은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부하의 정서적 몰입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가설4
조직구성원의 팔로워십은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기각

<표15>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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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팔로워십이 그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에 대한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즉, 조직 구성원에게 권한 위임을 함으로

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확대시키고, 내적 동기부여를 고취하는 임파워링 리

더십이 조직 구성원들의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임파워링

리더십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에서 조직 구성원의 팔로워십에 따른 매개효과

와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

정하였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측정문항들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보된 자료를 실증분석 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 본인이 재직 중인 A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포 및 회

수하였고,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총 268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 응답 13건을 제외한 255부를 통

계프로그램 SPSS 20.0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파워링 리더십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사

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더가 솔선수범, 참여적 의사결정, 코칭, 정

보제공 및 관심표출 등의 임파워링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발휘하였을 때, 조직 구성원들의 정서적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임파워링 리더십의 핵심 개념인 임파워먼트가 70년대에 미국 사회

운동 분야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Kizilos, 1990), 80년대에 조직 구성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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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도를 높여 생산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영학 분야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임을 감안한다면(김지윤․장영철, 2017; Bartunek & Spreitzer, 2006), 임

파워링 리더십을 통한 권한 위임과 내적동기 부여 등을 통해 실제로 조직

구성원들의 몰입도가 증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던 차동옥․김정식(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유사 선행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팔로워십이 정서적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적극적인 팔로워십 개념에서 팔로워들이 독립적․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수록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몰입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조직 구성

원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상태로(Mowday et al., 1982), 조직몰입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속한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며 조직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에서 의미를 찾고 열성적으로 일

하게 된다(백유성, 2015). 이는 적극적인 팔로워의 특성인 능동적 참여가 개

인의 자발성을 전제로 한 조직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타 집단(간호사, 특정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

명숙․정면숙, 2013; 이상철 외, 2014)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팔로워십의

정서적 몰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검증할 수 있었다.

셋째, 임파워링 리더십과 정서적 몰입과의 관계에서 팔로워십의 조절 및

매개 효과를 살펴본 결과, 팔로워십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절

효과는 유의한 부(-)의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임파

워링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각각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지만, 임파워링 리더십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에서 팔로워십이 개입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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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나타

내는 R2값이 따로 분석하였을 때, 임파워링 리더십이 .140, 팔로워십이 .126

으로 정서적 몰입에 각각 14%, 12.6%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파워링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에는 그 값이 .325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임파워링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동시

에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모범형 팔로워일수록 임파워링 리더

십의 긍정적 영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연구 대상의 특성과 임파워링 리더십의 양면성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 동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임

파워링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다른 리더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었다. 임파

워링 리더십은 권한을 나눠줌과 동시에 책임도 함께 나눠주는 리더십으로,

권한과 책임의 공유로 조직 구성원들의 몰입도와 자율성을 높여줌으로써 성

과를 지향하는 리더십이다. 하지만 공적인 일을 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책

임소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 공공기관에서는 권한과 함께 부여되

는 책임의 무게가 권한을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자율성의 긍정적 효과를 넘

어설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책임 문제는 임파워링 리더십의 양면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데, 임파워링 리더십의 양면성이란 임파워링 리더십이 발휘되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조직 구성원이 임파워링 리더십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부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Minyoung

Cheong et al., 2016; Staw & Epstein, 2000). 임파워링 리더십의 몇몇 특성

들은 Enabling 과정을 통해 팔로워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

써 좋은 성과에 연계되지만, 다른 몇몇 특성들은 Burdening 과정을 통해 조

직 구성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업무 성과를 낮춘다는 것인데

(Conger & Kanungo, 1988), 이러한 임파워링 리더십의 Burdening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부(-)의 조절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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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임파워링 리더십의 특성을 통해 조절효과로 나타난 팔로워십이 높

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기울기의 차이도 설명할 수 있다. 임파워링 리더십

의 양면성은 팔로워십이 높은 집단에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팔로워십

이 높을수록 비판적․독립적 사고와 능동적인 행동을 더 활발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두 요소가 모두 높은 팔로워는 모범형 팔로워로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자기주장이 명확

한 팔로워들이다(Kelley, 1992). 이러한 팔로워들은 조직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팔로워십이 높은 조직 구성원은 팔로

워십이 낮은 조직 구성원보다 Enabling 과정에서 오는 긍정적인 영향 뿐 아

니라, Burdening 과정의 부정적 영향에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팔로워십 자체에서도 기울기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데, 팔로워십이 높은

조직 구성원은 모범형 팔로워로 조직에서 인정받으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

에 이미 상당부분 권한부여와 신뢰를 얻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임

파워링 리더십의 긍정적 영향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반면에 팔로워십

이 낮은 조직 구성원은 그만큼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기회가 적었을 것이

고, 따라서 임파워링 리더십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왔을 때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이 조절효과로 나타난 팔로워

십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기울기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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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에 대한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이었

던 임파워링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

다. 임파워링 리더십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팔로워십과 정서적 몰

입의 긍정적 영향 관계에 있어서 특정 집단(간호사, 특정 기관 등)에 국한되

어 있었던 연구 결과(이영숙․정면숙, 2013; 이상철 외, 2014)를 공공기관으

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임파워링 리더십의 긍정적인 영

향력을 검증했던 과거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면서, 임파워링 리더

십을 행사할 때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정서적 몰입의 선행변수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

로 정서적 몰입을 포함하는 개념인 조직몰입은 개인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예측하는데 뿐 아니라 조직 유효성과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각 분야의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Steers, 1977; Hunt & Morgan, 1994). 그간

조직몰입의 주요 선행변수 중 하나로 리더십이 많이 제시되었으나 임파워링

리더십을 고려한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등 다른 리더십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임파워링 리더십의 5가지 하위 요소들이 조직 구성원들의 정서적 몰입에 유

의한 정(+)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임파워링 리더십이 정

서적 몰입의 선행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임파워링 리더십과 정서적 몰입의 관계에서 팔로워십이 어떻게 작

용하는지에 대한 매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더십과 팔로워십 관련해

두 변수의 적합성을 고려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변혁적

리더십․거래적 리더십과 팔로워십 간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직무

몰입이나 개인성과, 조직시민행동 등의 조직 유효성 변수와의 영향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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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도 했다(이도화 외, 2009; 임유신 외, 2010; 권중생, 2013). 본 연구에

서는 그간 팔로워십과의 적합성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임파워링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서적 몰입이라는 조직 유효성 변수를 측정하

였고,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동시에 검증하였고,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으나 부(-)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팔로워가

리더의 임파워링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임파워링 리더십이 늘

기대한 바람직한 효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연구(Minyoung Cheong et

al., 2016)를 뒷받침했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구성원의 정서

적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

을 제공한다. 변혁적 리더십, 포용적 리더십 등 타 리더십이 조직 몰입에 긍

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임파워링 리더십 역시 제대로

발휘된다면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조직 내 리더들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임파워링 리더십의 하위 요소

인 솔선수범, 참여적 의사결정, 코칭, 정보공유, 관심표출 등의 행위를 통해

부하직원들에게 임파워링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내적동기

부여를 시킴으로써 정서적 몰입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리더십만큼이나 팔로워십의 영향력도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임파워링 리더십은 기초가 되는 임파워먼트 자체가 부하직원들에 영향을 주

고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팔로워와 상호작용에 따른 영향

력이 다른 리더십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임파워링 리더십과 팔로워십

의 정서적 몰입에 대한 영향은 각각 긍정적으로 발휘되고 있지만,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는 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

하였다. 이는 임파워링 리더십의 권한 위임과 공유를 팔로워들이 어떻게 받

아 들이냐에 따라 바라던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

라서 임파워링 리더십을 발휘할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이 이를 부담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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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가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사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 간의 관계와 더불어 팔로워십의 조절효과를 연구하였

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하나의 공공기관

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결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변수 측정을

위해 자기보고식(self-report) 설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common method variance)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시점에서 실시한 횡단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되었기 때문에, 조사 시점의 다른 요인들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조

사하지 못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리더십의 효과 등과 같은 변

수들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부족함이 있

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표본을 특정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그 범위를 더 확대하여

국내 공공기관으로 설정함으로써 일반화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

공기관과 사기업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기관 특성이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종단적 연구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

른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변화를 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종단적 연구를 통해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면, 임파워링 리더십과 팔

로워십의 효과성을 자세히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임파워링 리더십과

다른 종류의 팔로워십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Kelley가 제시한 팔로워십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으나, 팔로워들의

다른 특성을 강조한 Chaleff(2003) 등의 측정 도구를 활용한다면 또 다른 의

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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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Empowering Leadership on
Affective Commitment:

The moderating effect of Followership

Hyunseo, An

Abstract

Companies are driving change and innovation constantly to

respond to dramatic change of business environment.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as a key source of

competitiveness is strengthened with the development of high

level of technology. The human resources can be divided into

leader and follower.

The leader was the main object of study in the past, but

recently interest in follower has increased as the main body

of action. In addition to the lack of study about leadership

and followership in public institutions, this study research on

the effect of empowering leadership on affective commitment

and both of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 of

followership in their relationship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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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is study, 255 survey data was statically analyzed by

using SPSS obtained from the answers of employees working

for the A public agency.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as follows:

Superior’s empowering leadership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affective commitment and followership.

Followership, like the empowering leadership, has a influence

on affective commitment likewi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owering leadership and

affective commitment, even though there is no mediating

effect, this study show the negative moderating effect of

followership.

From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 that empowering

leadership with the delegation of authority can lead to the

negative effect depending on how follower accept the

superior’s empowering leadership behavio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really important to focus on

interaction with follower for drawing positive effect of

empowering leadership.

Keywords : empowering leadership, affective commitment,

follow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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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위한 통계작성 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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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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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는 동쪽에서 

뜬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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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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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직속상사는 자신이 모범
을 보여줌으로써 높은 성과기
준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직속상사는 열심히 일하
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직속상사는 나의 팀에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직속상사는 직접 행동을 
통하여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직속상사는 행동으로 보
여줌으로써 부하들을 리드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
이 아이디어나 견해를 제안하
는 것을 장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의
아이디어나 견해를 경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직속상사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직속상사는 모든 부하직
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
의 반대의 의견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직속상사는 본인의 생각
대로만 의사결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
에게 어떤 분야의 교육훈련
이 더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Ⅰ. 다음 문항은 귀하의 직속상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귀하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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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나의 직속상사는 우리 부서
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직속상사는 함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원들
을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
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
에게 도움을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
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
의 노력에 귀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의 
성과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
기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의 
노력을 응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직속상사는 우리가 목
표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간
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
에게 회사의 결정사항들에 
대하여 설명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 80 -

설 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4.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
에게 회사의 목표들에 대하
여 설명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
이 회사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설명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
에게 회사정책의 목적을 설
명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
에게 회사의 방침이나 목표
치를 설명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
에게 자신의 결정사항과 활
동에 대하여 설명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
에게 개인적인 문제와 고충
에 대하여 신경을 써준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
의 복지에 관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
을 동등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
의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
의 성공에 관심을 가져준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
과 연락을 꾸준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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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은퇴할 때까지 현재의 조
직에서 근무한다면 행복할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조직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조직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조직에 대해 감정적
인 애착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나의 조직에서 구성원의 
일부로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조직은 나에게 개인적으
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설 문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5.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
과 잘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
에게 정직하고 공정한 의견
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의 직속상사는 부서 내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
과 이야기 할 시간을 가지려
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 문항은 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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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일하는 것은 나의 사회적 
목표나 개인적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개인적 목표와 조직의 핵
심 목표는 부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양질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와 조직에 헌
신하며 그를 통해 힘을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업무에 있어서 나의 열의는 동
료들에게 확산되고 그들에게 에
너지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단순히 상사의 지시를 기
다리기보다는 조직의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활동을 찾
아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조직과 상사에 더 가치 있
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업무활
동에 필요한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때 
조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을 신속히 성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상사는 내 업무 수행 능력
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업무를 
나에게 맡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주어진 역할에 그치지 않
고 주어진 일 외에 다른 업무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발
적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 문항은 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에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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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업
무가 아니더라도 공헌도를 높이
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
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
고 제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상
사의 도움을 바라기 보다는 문
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
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나에게 이로운 점이 없더
라도 동료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상사나 조직이 어떤 사항
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의견을 피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상사의 요구와 목표를 이
해하고 그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나에 대한 평가를 회피하
지 않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솔
직하게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단순히 지시받은 대로 수
행하기 보다는 상사의 결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업무를 수행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상사가 나의 의견과 반대
되는 지시를 할 경우 수용하기
보다는 거절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상사나 조직의 기준보다
는 나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업
무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상
사나 조직의 의견과 갈등이 예상
되더라도 나의 견해를 피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 84 -

설 문 항 목 구 분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20 ~ 30세 미만 ② 30 ~ 40세 미만 ③ 40 ~ 50세 미만

④ 50 ~ 60세 미만 ⑤ 60세 이상

3 학력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4 직위

①
사원/주임(6급)
이하

② 대리급(5급) ③ 과장급(4급)

④ 차장급(3급) ⑤ 부장급(2급) ⑥
실・국장급
이상(1급)

5
보직여부

(팀장이상)
① 예 ② 아니오

6 직렬
① 일반직(행정직) ② 연구직 ③

능력개발직/
전문직

④ 기타

7 근속연수
① 1년 미만 ② 1 ~ 3년 미만 ③ 3 ~ 5년 미만

④ 5 ~ 10년 미만 ⑤ 10 ~ 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8

현재 
직속상사와 

근무한 
기간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1년 6개월 미만

④
1년 6개월 이상
~ 2년 미만

⑤ 2년 이상

9
현재 부서
(팀 단위) 

규모

(         ) 명

※ 팀장을 제외한 팀원 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Ⅵ. 다음 문항은 연구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번

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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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하위항목 설문 문항

1

솔선수범

나의 직속상사는 자신이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높은
성과기준을 제시한다.

2 나의 직속상사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3
나의 직속상사는 나의 팀에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한다.

4
나의 직속상사는 직접 행동을 통하여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다.

5
나의 직속상사는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부하들을

리드한다.

6

참여적

의사결정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이 아이디어나 견해를
제안하는 것을 장려한다.

7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의 아이디어나 견해를

경청한다.

8
나의 직속상사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9
나의 직속상사는 모든 부하직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10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의 반대의 의견도

존중한다.

11
나의 직속상사는 본인의 생각대로만 의사 결정을

내린다.

12

코칭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에게 어떤 분야의
교육훈련이 더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3
나의 직속상사는 우리 부서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준다.

14
나의 직속상사는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격려한다.

15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16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에게 도움을 제공해준다.

17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준다.

변수별 측정 항목

<표16> 임파워링 리더십 측정 설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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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하위항목 설문 문항

18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의 노력에 귀를 기울인다.

19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의 성과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해준다.

20

코칭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의 노력을 응원한다.

21
나의 직속상사는 우리가 목표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22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23

정보공유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에게 회사의
결정사항들에 대하여 설명해준다.

24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에게 회사의 목표들에

대하여 설명해준다.

25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이 회사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설명해준다.

26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에게 회사정책의 목적을

설명해준다.

27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에게 회사의 방침이나

목표치를 설명해준다.

28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의 결정사항과

활동에 대하여 설명해준다.

29

관심표출,

팀원과의

소통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에게 개인적인 문제와
고충에 대하여 신경을 써준다.

30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진다.

31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을 동등하게 대한다.

32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의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준다.

33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의 성공에 관심을

가져준다.

34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과 연락을 꾸준히 한다.

35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과 잘 지낸다.

36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에게 정직하고 공정한

의견을 준다.

37
나의 직속상사는 부서 내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안다.

38
나의 직속상사는 부하직원들과 이야기 할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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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하위항목 설문 문항

1 사고
내가 일하는 것은 나의 사회적 목표나 개인적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2 행동 나의 개인적 목표와 조직의 핵심 목표는 부합한다.

3 행동
나는 양질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와

조직에 헌신하며 그를 통해 힘을 얻는다.

4 행동
업무에 있어서 나의 열의는 동료들에게 확산되고

그들에게 에너지를 준다.

5 사고
나는 단순히 상사의 지시를 기다리기보다는 조직의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활동을 찾아낸다.

6 행동
나는 조직과 상사에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업무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7 행동
나는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때 조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신속히 성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8 행동
나의 상사는 내 업무 수행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업무를 나에게 맡긴다.

번 호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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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7> 정서적 몰입 측정 설문문항

<표18> 팔로워십 측정 설문문항



- 88 -

번 호 하위항목 설문 문항

9 행동
나는 주어진 역할에 그치지 않고 주어진 일 외에

다른 업무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10 행동
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공헌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11 사고
나는 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제안한다.

12 사고
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상사의 도움을 바라기

보다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3 행동 나는 나에게 이로운 점이 없더라도 동료를 도와준다.

14 사고
나는 상사나 조직이 어떤 사항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다.

15 행동
나는 상사의 요구와 목표를 이해하고 그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16 사고
나는 나에 대한 평가를 회피하지 않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17 사고
나는 단순히 지시받은 대로 수행하기 보다는 상사의

결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18 사고
나는 상사가 나의 의견과 반대되는 지시를 할 경우

수용하기보다는 거절하는 편이다.

19 사고
나는 상사나 조직의 기준보다는 나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0 사고
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상사나 조직의 의견과

갈등이 예상되더라도 나의 견해를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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