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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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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학원,2015년

김미

이 연구의 목 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상사-부하 교환 계

(LMX) 임 워먼트와의 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구체 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과 구성요인을 구명한다.둘째, 기업 임원 비서

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의 계를 구명한다.셋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상

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를 구명한다.넷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임

워먼트의 계를 구명한다.다섯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의 계에

한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여섯째, 기업 임원 비서의 직

무수행과 성격 5요인의 계에 한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일곱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에 한 임 워먼트의 매개효

과를 구명한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기업에서 임원의 비서로 재직 인 비서직 종사자 체이다.하

지만 모집단의 황을 정확히 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

는 2012년 매출액 기 상 500 기업을 목표모집단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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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구로 사용된 질문지에는 직무수행 측정도구,성격 5요인 측정도구,상사-부하 교

환 계(LMX)측정도구,임 워먼트 측정도구,그리고 응답자의 특성에 한 조사문항이

포함되었다.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측정도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측정도구의 일반 개발

차인 측정도구 안 개발, 문가를 통한 내용 타당도 검토, 비조사를 통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통해 개발되었다.나머지 성격 5요인,상사-부하 교환 계(LMX)

임 워먼트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들을 이 연구의 목 과 조사 상에

맞도록 번안하고 표 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자료수집은 2014년 10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우편 조사,이메일 조사 온라인 조사

로 이루어졌으며,500 기업에서 우편으로 21부,이메일로 39부,그리고 온라인으로 293

부가 응답되어 총 353부가 수집되었다.자료분석은 SPSSforWindows18.0을 이용하여

빈도,백분율,평균,표 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 으며,연구가설을 구명하기 하

여 계 회귀분석이 이용되었다.모든 분석에서 통계 유의수 은 0.05를 기 으로

단하 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은 평균

으로 보통이상(평균 3.78)으로 나타났으며,직무수행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직무 요인은

8개로 분석되었다:즉,1.정보 리 기타 상사 지원,2. 인 계 리,3.상황 단,4.

커뮤니 이션,5.일정 리,6.정보처리 활용,7.외국어,8.경 정보분석 직무 역이

었다.한편,이러한 8개의 직무 역 가운데, 기업 임원 비서의 수행수 이 가장 높은 직

무 역은 3.상황 단(평균 4.05)이었고,그 다음으로 1.정보 리 기타 상사지원(평균

4.03),4.커뮤니 이션(평균 3.86),5.일정 리(평균 3.82)순으로 나타났는데,이 역들은

체 평균(3.78)이상의 직무수행 수 을 보여주었다.하지만 나머지 역들에 한 직무

수행 수 은 모두 체 평균 이하로 나타났는데,즉 6.정보처리 활용(평균 3.73),2.

인 계 리(평균 3.57),8.경 정보분석(평균 3.22),7.외국어(평균 3.11)순으로 낮게

나타났다.둘째,성격 5요인인 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 이지성 요인

에서 성실성(β=.298,p<.05)과 이지성(β=.221,p<.05)요인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

행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셋째,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28,p<.05).넷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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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599,p<.05).다섯째,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실

성 요인의 계에서 부분 으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직무수행과 이지

성 요인의 계에서도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

섯째,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실성 요인의 계에서 부분 으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일곱째,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에서 부분 으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 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기업 임원 비서의

체 직무수행 수 은 보통 이상이며,직무수행 측정도구의 8개 구성요인은 1.정보 리

기타 상사 지원,2. 인 계 리,3.상황 단,4.커뮤니 이션,5.일정 리,6.정보처리

활용,7.외국어,8.경 정보분석 직무 역이다.둘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성격 5요인(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이지성) 성실성과 이지성 요인은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며,성실성 요인의 향력이 가장 크다.셋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넷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임 워먼트는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다섯째,

성실성과 이지성 요인은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매개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

행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여섯째,성실성 요인은 임 워먼트를 매개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간 으로 향을 미친다.일곱째,상사-부하 교환 계

(LMX)는 임 워먼트를 매개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간 으로 정 인 향

을 미친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토 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언되었다.첫째,이 연구에서 개발된

직무수행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법률비서, 비서 외국기업 임원 비서 등의 비서유형에

합한 직무수행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둘째,직무수행 수 이 낮게

나타난 직무 역은 후속연구를 통해 그 원인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셋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성격요인의 연구결과를 인사채용에 활용할 필요가 있

다.넷째,연구범 를 조직문화가 상이한 외국기업 비서,비서직무가 상이한 법률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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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로 확장하여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과의 계를 비서유형별로 구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후속연구에서는 성격요인이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매개변인으로 하고 다

시 임 워먼트를 매개변인으로 하는 이 매개 효과를 확인하여 성격요인과 직무수행과의

간 인 향 계를 보다 명확하게 구명할 필요가 있다.여섯째,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과 인구통계학 특성과의 계를 종합 으로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일곱째,직무수

행이 직무만족 이직의도 등에 미치는 향에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기업,임원 비서,직무수행,성격 5요인,상사-부하 교환 계,임 워먼트

학 번:2001-3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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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 연  필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가 는 략가로서의 최고경 자의 역

량에 달려있어 경 자의 능력이 더욱 더 요해지고 있다(조용래,윤건우,함정호,김원 ,

2010;Blettner,Chaddad&Bettis,2012).이러한 이유로 기업에서 경 자의 효율 인 업

무수행을 지원하기 한 임원 비서의 역할 역시 요해지는 추세이다.임원 비서는 경

자 는 리자가 그들 본연의 업무에 념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조계

숙,최애경,2007),기업의 주요라인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경 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함께하고 있으며,일부 기업에서는 임원 비서를 문 스태 로 인식하고 극 활

용함으로써 경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김명희,2000;손숙,박순용,2008).기업의 임

원 비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업무상황에서 효과 으로 상사를 지원함으로써 자신이 보

좌하는 경 자의 업무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비서의 직무수행은 조직유효성 제고

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임원 비서에 한 선행연구는 직무분석을 통한 임원 비서의 주요 직무도출에

치 되었다(백지연,최애경,2007;선형보,최애경,2010;윤석천,이재원,엄기용,구자길,

조세형,2005).일반 인 임원 비서의 핵심직무가 도출되었으며(백지연,최애경,2007;윤

석천 외,2005),비서직무를 기업규모와 상사직 으로 구분하여 국내 기업 최고경 자

비서의 직무를 도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선형보,최애경,2010).이러한 연구결과를 통

해 임원 비서의 핵심직무가 제시되었으나 비서의 직무능력향상과 직무수행을 한 구체

인 과업행동 구성요인과 직무수행 수 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

임원 비서를 포함한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은 불확실한 기업환경에서 조직유효성을 제

고시키는 데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되므로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직종에서 직무수행

련 변인에 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강 순,임화순,2008;김흥보,송병식,강 순,

2008;신덕정,2011;이동훈,정종승,황윤원,김흥석,유희성,주동범,2010).그러나 비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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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변인에 한 연구보다는 비서의 직무태도인 직무만족,

이직의도,조직몰입 련 변인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이종찬,장경혜,2003;장

은주,이기은,2008;장 아,최애경,2007; 수진,구 모,2003;정성휘,2004). 한 선행

연구에서는 비서의 직무태도의 선행요인으로 개인특성, 상사-부하 교환 계

(leader-memberexchange,LMX),리더십 등이 고려되었다.그러나 비서 개인이 지각하

는 직무만족,조직몰입 등의 결과를 얻기 한 과정에는 직무수행이라는 가장 요한 단

계가 있음에도 직무수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무수행의 결과인 직무태도로 이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한 연구자들은 비서의 직무태도 련 변인들을 비서 개인특성 직무특

성만을 제한 으로 살펴 으로써 비서의 직무 련 변인들을 종합 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비서의 직무수행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해서는 비서의 직무특성과 더불어 개인

의 성격 특성들을 포 으로 고려하는 근이 필요하다.일반 으로 직무수행에 향

을 미치는 개인 변인으로 성격요인이 제시되고 있는데,이는 성격특성이 조직내 개인의

행동을 안정 으로 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태용,1999;이동훈 외,2010;Chan&

Schmitt,2002;Vey,2003).성격심리학자들은 개인의 보편 인 성격구조에 하여 성격 5

요인인 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 이지성을 제시하고 있으며(Goldberg,

1990;McCrae&Costa,2003;Mount&Barrick,1998),성격 5요인과 조직구성원의 직무

수행과의 계를 살펴보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유태용,이도형,1997;이동훈 외,2010;

Barrick&Mount,1993;Chan&Schmitt,2002).비서직의 경우에도 확 된 인간 계 속

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기 하여 성격(personality)이 강조되고 있어,비서의 직무수

행에도 성격요인이 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그동안 비서직 종사자의 성격변인과 련

한 선행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 성실성,외향성 이지성(개방성)3개 요인만을 선정

하여 조직시민행동 직무만족의 계를 살펴보거나(장은주,이기은,2008)개인성격을

A,B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직무만족과의 계를 확인하고 있어(한주원,2005)개인성격

을 종합 으로 악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한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요인과의

계에 한 선행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따라서 개인성격을 종합 으로 악하

기 하여 성격 5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비서의 직무수행 간의 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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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직무특성상 독자 으로 존재할 수 없고 상사와 비서 간

의 계에서만 발생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상사와의 계는 비서의 요한 직

무특성으로 고려된다(서보람,백지연,2010).비서의 직무수행을 해서는 상사와 많은 상

호작용을 가져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사-부하 간 교환 계(LMX)가 형성되게 되며,상

사와 부하 사이의 계를 강조하는 교환 계(LMX)이론은 비서와 상사 간 직무 계에

매우 요한 변인으로 직무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나인표,1998;

장 아,최애경,2007).따라서 비서와 상사 간의 교환 계(LMX)는 비서의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의 하나이다.

이와 함께 변하는 기업환경에서 기업들은 최고경 자의 역량과 리더십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조직구성원 모두가 과업수행 자신감과 유연한 응능력을 갖춘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며 개인의 임 워먼트에 많은 심을 보이고 있다(김희철,송병식,강문실,2009;한

진환,김이태,2007;Cho,2008;Fulford&Enz,1995;Liden,Wayne&Sparrowe,2000;

Seibert,Wang&Courtright,2011;Wat& Schaffer,2005).비서직에서도 과거 상사의

지시에만 따르는 수동 인 비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경 자를 효율 으로 보좌하기 해

능동 직무수행이 요구되므로 임 워먼트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신국희,2002;

이희숙,2003;정성휘,2006).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 임

워먼트를 함께 고려하지 못하고 개별 변인으로서 조직몰입 직무만족과 같은 직무태도

와의 계만을 살펴보고 있으며,이들 변인들과 직무수행과의 계는 물론 련 변인들

간의 계를 종합 으로 악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련

변인으로 직무특성변인인 상사-부하 교환 계(LMX)과 임 워먼트를 동시에 선정하여 직

무수행과의 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에서 임원을 보좌하는 비서의 직무수행과 련된 변인으로 비서

의 개인 특성인 성격 5요인,비서의 직무특성인 상사-부하 교환 계(LMX) 임 워먼

트와의 계를 동시 으로 분석한다.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을 이해하기 해서 개

인특성인 성격 5요인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 임 워먼트 등의 직무특성과 련

한 주요 변인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련 변인들과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의

계를 종합 으로 악할 수 있다.



-4-

2. 연  목적

이 연구의 목 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과 구성요인을 구명하며,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상사-부하 교환 계(LMX) 임 워먼트와의 계

를 구명하는데 있었다.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과 그 구성요인을 구명한다.

2)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의 계를 구명한다.

3)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를 구명한다.

4)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임 워먼트의 계를 구명한다.

5)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의 계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

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6)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의 계에서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7)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에서 임 워먼트

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3. 연  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상사-부하 교환 계(LMX) 임 워먼트

와의 계를 구명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연구목표 2)를 달성하

기 하여 연구가설 1을,연구목표 3)을 달성하기 하여 연구가설 2를,연구목표 4)을 달

성하기 하여 연구가설 3을,연구목표 5)를 달성하기 하여 연구가설 4를,연구목표 6)

을 달성하기 하여 연구가설 5를,연구목표 7)을 달성하기 하여 연구가설 6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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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성격 5요인과 정 인 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1.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외향성과 정 인 계가 있을 것이

다.

연구가설 1-2.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친화성과 정 인 계가 있을 것이

다.

연구가설 1-3.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성실성과 정 인 계가 있을 것이

다.

연구가설 1-4.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정서 안정성과 정 인 계가 있

을 것이다.

연구가설 1-5.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이지성과 정 인 계가 있을 것이

다.

연구가설 2.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정 인 계

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임 워먼트와 정 인 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4.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

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4-1.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외향성

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4-2.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친화성

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4-3.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실성

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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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4-4.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정서

안정성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4-5.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이지성

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5.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의 계를 매개

할 것이다.

연구가설 5-1.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외향성의 계를 매개

할 것이다.

연구가설 5-2.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친화성의 계를 매개

할 것이다.

연구가설 5-3.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실성의 계를 매개

할 것이다.

연구가설 5-4.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정서 안정성의 계

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 5-5.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이지성의 계를 매개

할 것이다.

연구가설 6.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

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4. 용어  정

가. 기업(LargeKoreanFirm)

이 연구에서 기업은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거나,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연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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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1,500억원 이상, 는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기업을 의미한다. 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의 기 은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최

근 3년 매출액 평균 1,500억원 미만,그리고 자기자본이 5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따라서

기업은 소기업 이상 규모의 기업을 의미하며,이 연구에서 기업은 매출액을 기 으

로 상 500 기업을 의미한다.

나.임원 비서(ExecutiveSecretary)

임원 비서란 기업의 임원을 상사로 보좌하는 비서를 의미한다.임원은 기업의 경 리

를 여러 부문으로 나 어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며(유정상,2010),임원의 직 은 회장,

부회장,사장,부사장, 무,상무 등으로 리되고 있다(배미은,류완 ,박수 ,2012).임

원은 기업 내의 최고 임원으로 기업의 최종 인 의사결정권과 책임을 가지는 최고경 자

와 일반 임원으로 구분되며,최고경 자는 표이사 회장, 표이사 부회장, 표이사 사

장 등의 직 를 맡고 있다(박지 ,김양민,2010).임원 비서란 상사에 한 충성심과 비

서윤리를 갖추고 기업에서 경 자가 그들 본연의 직무를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련 업무를 처리하며 보좌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며,이 연구에서 임원 비서는 500

기업의 임원을 상사로 보좌하는 비서를 의미한다.

다.직무수행(JobPerformance)

직무수행이란 조직목표와 련되어 측정될 수 있는 조직구성원의 특정 직무행동수 으

로 정의된다(Campbell,1999).이 연구에서 직무수행은 기업 임원 비서에게 기 하는

핵심 인 직무에 한 실제수행수 을 의미한다.따라서 직무수행은 연구자가 개발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측정도구의 하 8개 역인 정보 리 기타 상사지원,

인 계 리,상황 단,커뮤니 이션,일정 리,정보처리 활용,외국어,경 정보분석

역에 응답한 수를 의미한다.

라.성격 5요인(BigFivePersonalityTra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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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시간에 걸쳐 지속 이며 상황에 일

성 있게 나타나는 개인의 사고,감정 행동양식을 의미한다(McCrae&Costa,2003).

성격 5요인은 인간의 보편 인 성격구조를 설명하는데 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Goldberg,1990;Mount&Barrick,1998).외향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활발한 활동의

정도를 나타낸다.친화성은 타인을 배려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정도를 나타낸다.성실성은

조직에서 규칙,원칙들을 지키려는 개인의 정도를 나타낸다.정서 안정성은 자신이 정

서 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세상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고,그리고 세상을 이

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낸다.이지성은 지 자극,변화,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

를 나타낸다.이 연구에서 성격 5요인은 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 이지

성 성격요인은 IPIP(InternationalPersonalityItem Pool)성격검사(Goldberg,2001)설문

문항에 답변한 수를 의미한다.

마.상사-부하 교환 계(Leader-MemberExchange,LMX)

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상사와 각각의 부하들 간의 교환 계의 질(quality)로 정

의된다(Dienesch&Liden,1986).Liden과 Maslyn(1998)은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4개의 하 요소로 구분하여 정서 애착(affect),충성심(loyalty),공헌의욕(contribution),

존경심(respect)을 제시하 다.정서 애착은 상사와의 정서 애착을 나타내며,상사의

직무나 문성 보다는 정서 인 매력에 기 하여 비서가 지각하는 상사에 한 애착도를

의미한다.충성심은 상사가 직무수행시 비서인 나를 지원해 것이라는 믿음에 한 지각

을 나타낸다.공헌의욕은 부하가 직무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직무지향 인 활동으로

비서가 지각하는 상사와 조직에 한 공헌의욕을 의미한다.존경심은 상사가 조직 내·외

에서 쌓아온 직무수행의 탁월함에 근거한 평 의 정도에 한 비서의 인지를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부하가 상사와의 계에 해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Liden과 Maslyn(1998)이 개발한 4개의 하 요소(정서 애착,충성심,공헌의욕,

존경심)의 측정도구를 연구자가 기업 임원 비서에게 합하도록 수정·보완한 측정도구

에 응답한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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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임 워먼트(Empowerment)

임 워먼트는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직무수행의 가치를 인

식하고 직무수행에서의 자신감과 역량을 키우며 직무수행에서 자기결정력 향력을

지각함으로써 직무에 한 수행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Spreitzer(1995)는 임

워먼트를 4개의 하 요소로 구분하여 의미성(meaning),과업수행자신감(competence),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향력(impact)을 제시하 다.의미성은 비서가 자신의 직

무와 직무수행의 요성에 해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과업수행자신감은 비서가 지

각하는 자신의 직무수행 능력에 한 자신감과 직무기술 정도를 말한다.자기결정성은 비

서가 직무수행 시 지각하는 직무자율성 결정력을 나타낸다. 향력은 비서가 지각하는

소속부서에서의 향력의 정도를 의미한다.이 연구에서는 Spreitzer(1995)가 개발한 임

워먼트의 측정도구를 연구자가 기업 임원 비서에게 합하도록 수정·보완한 측정도구에

응답한 수를 의미한다.

5. 연  제한

이 연구에서 기업 임원 비서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임원 비서직을 수행하

고 있는 비서이다.그러나 모집단의 정확한 악이 어려워 국내 500 기업의 임원 비서

를 목표모집단으로 선정하 다.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

수행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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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론 배경

1. 기업 원 비  역할과 직

가.기업 임원 비서의 개념

비서란 일반 으로 기업체나 공서 등의 조직체에서 경 자 혹은 리자의 직무수행

이 용이하도록 보조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 는 직 를 말한다.이러한 비서의 개념은

국가,직무상황,역사 배경,비서의 역할과 기능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다.비서는 공사 모든 조직에 존재하므로 비서의 개념에는 개인 비서의 개념에서

부터 국가 고 직명에 이르기까지 폭 넓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모든 조직

에서 비서는 조직의 리자 혹은 경 자를 보좌하여 그들이 의사결정, 략수립 등의 업

무에 념할 수 있도록 사무행정 정보 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노정진,

최인 1996).

우리나라에서 비서(秘書)라는 명칭으로 국가의 기록을 맡아보는 직업은 고려시 부터

한제국까지 비서성(秘書省),비서감(秘書監),비서원(秘書院)등이 있었으나(한국고 용

어사 편찬 원회,2001), 의미의 비서직무는 1950년 이후에 나타났다(조계숙,

최애경,2007).한국비서 회(2012)에서는 비서를 경 자의 업무를 효율 으로 리 보

좌하기 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올바른 윤리의식을 갖추고 최고경 자의 효율 인 업무

수행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국가직무표 (NCS)에서는 비서를 상사와 조

직을 하여 충성심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기 유지 비서윤리를 수하고,조직과 경

반에 한 지식,사무정보기술,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 경 진을 문 으로 보좌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능률 회,2013).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비서의 개념에서 상사의 업무지원과 더불어 사명감과 윤리의식 등의 기

본 인 자질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서학이 발달한 미국의 비서 회에서 비서는 숙달된 사무기술을 보유하고 직 인

감독 없이도 책임감을 발휘하며,창의력과 단력으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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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수석 비서(executiveassistant)로 정의하고 있다(IAAP,2010).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의 비서 회에서는 비서의 범 를 포 으로 이해하고 주어진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간부 보좌인을 강조하고 있어 국가와 역사 배경에 따라 비서의 개념에는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비서의 역할과 기능에 한 시각에 따라 비서의 정의

한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의 임원 비서는 기업에서 경 자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의미하는데,기업

규모가 확 되어 기업경 이 여러 부문으로 나뉘게 되며 회사의 직무집행을 담당하는 임

원(officer)은 한명이 아닌 복수의 임원들이 기업의 경 리를 담당하게 된다(유정상,

2010).일반 으로 기업의 임원 비서는 이러한 기업의 임원들을 보좌하는 비서를 의미한

다.기업 임원 비서는 기업 운 에 필요한 경제학,경 학,인사 리 등의 지식을 필요로

하며 경 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리추구 목 을 가진 기업의 목표달성을 해 기여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조계숙,최애경,2007).따라서 기업 임원 비서란 기업 조직에

소속되어 상사에 한 충성심과 비서윤리 그리고 기업 운 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경

자가 그들 본연의 직무를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련 업무를 처리하며 보좌하

는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나.기업 임원 비서의 역할

조직에서의 역할은 특정지 특정직무에서 기 되는 과업행동을 의미하는데,한 직

무에서 개인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Muchinsky,2012).따라서 비서의 역할은

비서직 종사자들에게 기 하는 일련의 직무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비서직 종사자는

비서직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 임원 비서의 통 이고 기본 인 역할은 상사가 지시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수동 인 직무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기업 환경이 속히 변화되는

1990년 에 들어 보다 극 이고 능동 인 비서의 역할에 해 주장되고 있다.

Perrett(1993)는 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비서는 자신의 직업에 한 주인의식을 바탕

으로 최고경 자(CEO)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략 사고와 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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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의 역할을 제시하 다.Ensman(1995)도 비서의 역할을 상사로부터 직무를 기다리

는 수동 인 역할에서 벗어나 목표지향 인 리자로서의 역할을 주장하며,비서의 역할

변화를 목표지향 인 과 더불어 비서의 직무 심 리자로서의 역할에 을 맞추

고 있다.Ensman(1995)이 제시한 비서의 역할은 정보 리자,커뮤니 이션 리자,계획

리자 등과 같이 비서 고유의 기본 인 역할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재고 리자,재무 리

자,홍보 리자,인사 리자 등의 경 반에 한 직무별 역할을 추가로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조계숙(1997)은 기업 임원 비서의 역할변화의 배경으로 사무자동화와 함께 기

업의 다운사이징(downsizing)으로 인한 감량경 을 주장하 으며,감량경 에 따른 인원

의 감소로 기업의 임원 비서에게 간 리자의 역할수행을 추가로 제시하 다.이는 통

인 비서의 역할에서 직무의 흐름을 조직화하고 조정하는 간 리자로의 역할변화를

강조한 Dancan(1997;김성은,1998에서 재인용)의 주장과 흐름을 같이한다.

기업 임원 비서는 격한 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역할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기업

의 사무자동화(officeautomation)기기의 도입은 사무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상사의 정보

련 직무비 이 증가되어 기업 임원 비서에게 정보 리자의 역할이 새롭게 추가되었다(장

윤희,1994). 수진(1997)도 컴퓨터를 심으로 한 사무자동화로 비서의 정보처리 련 직

무증가와 정보처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이와 같이 1990년 에는 사무기기 발

달의 추세 속에서 기업 임원 비서가 정보처리자의 역할을 부가 으로 수행하게 된 것으

로 악해 볼 수 있다.즉,상사의 정보이용을 극 화하여 상사의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하여 기업 임원 비서의 정보 리의 역할수행이 실히 요구되었다.

이와 같이 1990년 에는 의사결정자 간 리자로의 역할변화와 더불어 기업의 사

무자동화로 인한 직무환경변화로 기업 임원 비서에게 정보처리자라는 역할을 부가 으로

수행하게 된 것으로 악할 수 있다.이처럼 직무환경의 변화는 비서직의 의미가 변하지

않더라도 일을 수행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겨 이는 비서의 역할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컴퓨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인터넷이 발달한 2000년 에도 기업 임원 비서의 역할변

화에 한 연구는 정보 리자에 이 맞추어서 수행되었다(김미 ,2013a;유승혜,2002;

윤미숙,2000).국내기업 신입비서의 역할에 한 김미 (2013a)의 연구에서도 정보 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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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승혜(2002)가 기업의 최고경 자를

상으로 한 기업 임원 비서의 역할인식 연구에서도 정보 리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요

하게 나타났으며,나아가 지식경 체제에서는 지식활용자로서의 역할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보화시 에 기업 임원 비서는 단순한 정보 리를 넘어 정보의 체계

리 지식가공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김정은과 조계숙(2004)이 기업

임원 비서를 상으로 상사와의 지식공유가 비서의 직무성과와 정(+)의 상 계가 있음

을 밝 내,상사와의 지식공유 지식활용이 비서의 직무수행에 매우 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결과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컴퓨터사용이 일반화된 사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Martin(2002)은 비서의 역할을 컴퓨

터기술에 을 두고 사무기술 리자(High-TechManager),컴퓨터를 이용한 화상회의

등의 가상 리자(VirtualCoordinator)의 역할을 제시하 다.국내에서도 정보기술의

속한 발 과 조직의 다운사이징 등으로 비서는 상사의 개인 보좌직무의 비 축소와 함

께 다양한 사무기술을 활용하는 사무 문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백지연,최애경,

2007).

기업의 규모가 확 되고 조직의 복잡성이 증가되며 기업의 임원 비서에게 커뮤니 이

션 리자 역할은 지식경 체제 환 이후에도 요한 역할로 나타나고 있다(유승혜,

2002).Stroman,Wilson&Wauson(2008)도 상사와 회사 회사의 나머지 구성원들과

연결하는 커뮤니 이션 리자로서의 비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커뮤니 이션 리자

의 역할은 기업의 환경변화에도 지속 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 기업의 환경변화에 의해

기업 임원 비서에게 더욱 능동 이고 극 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데,김미 (2013a)의

연구에서도 임원 비서의 커뮤니 이션 리자 업무지원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

다.이러한 능동 인 비서의 역할은 직무기획과 의사결정자 역할까지 확 되어 나타나고

있다(Cooperman,2006).이와 같이 2000년 에도 컴퓨터를 활용한 사무환경으로 인하여

기업 임원 비서에게 정보 리자로서의 역할은 계속 강조되고 있으며,나아가 지식활용자

로서의 역할이 추가되고 있다. 한 기업규모의 확 로 인한 조직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기업 임원 비서에게 커뮤니 이션 리자의 역할이 지속 으로 제시되고 있다.

비서의 역할과 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 임원 비서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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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기업의 환경변화와 직무환경변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 으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정보화시 의 도래는 기업의 사무자동화라는 직무환경변화를 동반하며 기업

임원 비서에게 정보처리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 다.이와 더불어 기업조직의 복잡성에

기인한 커뮤니 이션 리자로서의 역할이 심의 상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와

같이 상사의 지시를 받는 통 인 기업 임원 비서의 역할은 기업 환경의 변화와 컴퓨터

기술의 발 으로 역할의 다양성과 문성이 증가되고 있다.

다.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

1)외국의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

미국에서 비서는 법률비서(legalsecretary),의료비서(medicalsecretary) 일반 비서

(secretary)로 분류되며,기업 임원 비서는 일반 비서에 포함된다.미국의 직업정보를 제

공하고 있는 O*net온라인(201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노동부의 표 직업분류

(standardoccupationalclassification)에 따라 비서는 일반비서(secretary)와 수석비서

(executivesecretary)로 구분되고 있다.일반비서(secretary)는 문서 안,일정조정,직무

련 서류 리 등의 일반 사무행정 직무를 담당한다.수석비서(executivesecretary)는 통계

보고서 비, 련 정보처리 등의 상 수 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문서 비,방문객응

,회의 련,일정조정 화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일반 사무직원을 감독하고 훈련하

는 직무가 포함된다(미국노동부,2010).이처럼 수석비서(executivesecretary)직무에는

일반비서 직무 상 수 의 직무와 사무직원의 감독과 훈련의 직무가 추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통계청(2007)의 비서 직업분류가 소속분야별로 구분된 것과 달리 미국의 비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분류는 직무수 에 따라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의 비서는 국의 직업분류인 SOC2010(국 통계청,2010)에 따르면 의료비서

(medicalsecretary),법률비서(legalsecretary),학교비서(schoolsecretary),기업 비서

(companysecretary)로 분류하고 있으나 구체 인 직무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의 직

업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고용청(NationalCareerService)에서는 비서를 비서(secretary),

법률비서,의료비서,다국 언어 비서(bilingualsecretary)로 구분하고 있으며(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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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Service,2014),기업 임원 비서는 비서(secretary)그룹에 포함되어 기업과 일반 조

직에서 상사를 지원하는 담당자로 정의하고 있다.비서(secretary)는 문서작성,정보 리,

화응 ,일정 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비서 직무는 미국의 비서와 유사한 것으로 보

인다.미국에서 비서의 분류를 직무수 으로 구분한 것과 달리 국의 비서는 법률비서,

의료비서 등과 같이 비서가 소속된 분야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국 국가고용청에서의

비서분류는 다른 국가와 달리 다국 언어 비서(bilingualsecretary)가 있으며,이들은

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상사의 통역과 번역업무를 담하는 일을 담당한다.

일본의 기업 임원 비서는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달리 비서과라는 비서 담부서를 두고

있어 임원실에 소속된 임원 비서는 임원의 개인비서보다는 비서과에 소속되어 임원들의

공통직무와 개인비서 직무를 겸직하고 있다(백지연,서리리,조 정,김혜원,2010;후쿠오

카 흔치,나카무라 타 토시,2005).후쿠오카 흔치와 나카무라 타 토시(2005)는 일본의

기업 임원 비서를 상으로 비서조직과 직무를 조사하 으며,연구결과 비서는 특정 상사

의 개인비서 직무와 비서부서의 공통직무를 겸임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의 비서는 크게 정부기 에 소속된 공무비서(公務秘書)와 개인비서로 구분된다.

개인비서에는 기업 임원 비서가 포함되며,기업비서의 역할에 해 다양한 정의를 하고

있으나 일반 으로 화응 ,내방객응 ,일정 리 등의 일반 비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백지연 외,2010). 국의 기업 임원 비서는 경력개발을 하여 비서로 재직한 후 인사부

나 업부로 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국내 기업 임원 비서들이 경력개발과 경력

환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조 이다(이수연,박순용,2012).

미국, 국,일본, 국의 비서직무내용을 토 로 외국의 기업 임원 비서는 기업의 임원

인 상사를 지원하며 일정 리,문서작성, 화응 등 부분 유사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국가에 따라 국에서는 다국 언어 비서, 국에서는 공무비

서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기업 임원 비서는 일본을 제외한 미국, 국, 국에서는 개인

비서로서 상사를 보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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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 비서의 직무

비서의 직무는 통 으로 일 일로 상사를 보좌하는 기업 임원 비서가 일반 이며(권

의웅,정순자,1999),국내에서도 비서의 직업은 ‘상사의 일정을 계획ㆍ 리ㆍ조정하는 일

을 하며 상사가 최 의 조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으로 일반비서를

개인비서와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다(통계청,2007).통계청(2007)에서는 비서의 직무로 우

편물이나 서류보 ,각종 자료의 정리 문서작성, 화응답,회의소집 연락,외부손님

내왕 시 차 등의 직무수행과 더불어 필요한 자료를 추출,기록,정리,분류 리

핑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 종교,교육기 , 사 등에 재직하는 비서를 ‘리비서’로

분류하여 자료정리,문서작성,회의록 작성,상사와 참석한 회의내용 요약 등과 같은 사무

심의 직무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산업 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 별로 체계화하여 국가 차원에서 표 화한 국가직무능력표 (NCS,

NationalCompetencyStandards)을 제시하고 있다(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능

률 회,2013).국가직무능력표 의 분류체계에 의하면 비석직무는 경 ·회계·사무의 분

류 아래 총무·인사의 분류내의 일반사무 소분류로 분류되어 사무행정과 함께 독립된 세

분류로 제시되고 있다.

통계청(2007)에서 비서직을 일반비서와 리비서로 구분한 것과 달리,NCS에서는 기업

비서,교육기 비서,행정기 비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된 비서 직무를 추출하여

이를 수 별로 제시함으로써 직 근무경력과 연결시키고 있다.즉,우리나라 모든 분

야의 비서직무를 포 할 수 있는 비서직무 표 을 제시하고 이에 요구되는 공통된 직무

역량을 제시함으로써 교육훈련 평가에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NCS에서 제시하는 일

반사무 분야에 공통 으로 용되는 비서직무 표 과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는 직무수

행 주체와 상의 차이로 인하여 그 직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다만

기업 임원 비서는 일반 비서직에 포함되므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에서 국가직무 표

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비서 NCS(2013)에서는 과업 단 의 직무를 능력단 로 구분하고 있으며,경 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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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경 환경 동향 분석,경 진 일정 리,출장 리,응 업무,보고,경 진 문서작성

리,회의의 리,비서사무정보 리,국제 업무지원,경 진 결산 리의 11개 능력

단 (과업)를 수 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표 II-1>참조).

능력단 (수 ) 능 력 단 요 소 능력단 (수 ) 능 력 단 요 소

경 진

지원업무(3)

경 진 출퇴근 업무지원하기

보고(3)

경 진의 업무 지시받기

사무환경 리하기 메시지 달하기

경 진의 신상정보 리하기 경 진에게 보고하기

명함 리 하기

경 진

문서작성 리(5)

문서 기획하기

경조사 련 업무하기 문서 작성하기

경 환경

동향 분석(6)

조직 내부환경 악하기 문서 리하기

조직 외부환경 악하기 자문서 리하기

경 진 동향 분석하기

회의의 리(6)

회의 기획하기

경 진

일정 리(4)

경 진 일정 계획하기 회의 지원하기

경 진 일정 조율하기 회의종료 후 업무하기

경 진 일정표 작성하기 의 업무하기

약업무하기
비서

사무정보 리(3)

정보 검색하기

출장 리(4)

경 진 출장 비하기 정보 기기 리하기

경 진 출장 업무하기 정보 보안 유지하기

경 진 출장 후 업무하기

국제 업무지원(7)

문서 작성하기

응 업무(3)

경 진 화 연결하기 사무 어회화 구사하기

경 진 부재 응 하기 통·번역하기

내방객 응 비하기 국제 행사 지원하기

내방객 선별․응 하기 경 진

결산 리(3)

비서실 산운 리하기

경비처리하기

내방객 방문 후 업무하기 회계 리시스템 활용하기

<출처>국가직무능력표 홈페이지(www.ncs.go.kr)

<표 II-1>2013국가직무능력표 (NCS)에서 제시한 비서의 직무

NCS(2013)에서의 비서직무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분석자료인 <표 II-2>와 비교하

면 부분 유사하나 경 환경 동향 분석,보고 국제 업무지원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경 환경 동향 분석은 비서가 조직내외의 경 환경을 악하고 분석하여 상사의 업무가

효율 으로 실행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격한 경 환경의 변화를 반 한 결과로

보인다. 한 경 진 동향 분석은 상사 련 정보를 리하는 것으로 정보 리자로서의 비

서의 역할이 반 된 것이다.다음으로 보고는 상사와의 커뮤니 이션은 물론 상사의 지시

사항을 타인에게 달하기 등이 제시되고 있어 상사와 사내외 구성원들과의 커뮤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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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리자로서 비서의 역할이 직무행동으로 포함된 것이다.아울러 국제 업무지원은 어

외국어능력과 국제화 시 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어 경 진의 업무를 지원하는 능력

으로 로벌 시 에 부응하는 역량으로 악된다.그러나 통번역과 국제 행사 지원을 포

함하는 국제 업무지원 역량은 부장직 에 해당하는 7수 의 직능수 으로 11개 능력단

가운데 가장 높은 수 의 역량으로 제시되고 있다.

3)국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

기업의 환경은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비서의 역할은 각국의 기업문화와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변화하는 사회환경은 비서의 직무에도 향을 미쳐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따라 비서의 직무도 변화되고 있다(Martin,2002). 한,기업의 임원 비서가 수행

하는 직무는 직무의 성격과 상사의 지 ,역할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선형보,최애경,

2010).

국내에서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를 악하기 한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노정

진,최인 ,1996;백지연,최애경,2007),기업의 임원 실질 이고 최종 인 의사결정과

책임을 가진 최고경 자(CEO)가 등장하며(김선배,2001), 기업 최고경 자 비서를 상

으로 한 직무분석도 수행되고 있다(선형보,최애경,2010).아래에서는 기업 임원 비서

의 직무수행을 악하기 한 기본 단계로 최고경 자 임원 비서를 포함한 국내기업 임

원 비서의 직무분석 련 선행연구를 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와 1990년 에는 한국직업훈련 리공단과 한국산업인력 리

공단과 같은 기 에서 비서의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비서의 직무를 제시하고 있다.권정

홍,김한희,문균철,김문 (1982)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비서교육과 훈련을 목 으로

우리나라 비서직의 직무분석을 통해 고등학력 수 의 비서직무를 기술하고 14개의 과업

을 제시하 다.14개 과업은 실의 정리 정돈하기,스 작성 보고하기, 화하기,

화받기,우편물 수하기,문서작성 발송하기,문서 수 보 하기,방문객 하

기,회의 비하기,출장 등의 진행 사무하기,각종 계산 통계 업무하기,타자하기,복

사하기,소모품 물품 리하기이다.이들이 제시한 작업내용에는 시 의 변화로

인하여 재 수행하지 않는 직무들이 많이 있다. 를 들어 ‘타자하기’,‘각종 계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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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업무하기’는 컴퓨터 련 직무로 체되어 재 직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노정진,최인

,1996;선형보,최애경,2010).직무의 분류에서도 ‘복사하기’를 하나의 과업 역으로 구

분하고 있으나, 재는 사무자동화로 인하여 하나의 직무내용인 작업으로 제시된다.

1990년 이후에는 국내기업조직의 규모화와 문경 리 기술을 갖춘 문경 자의

수요증가라는 시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노정진과 최인 (1996)은 문경 인을 보좌하

는 비서에 한 인식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음을 제하며 비서의 직종명을 ‘문비서’로

명하고 직 기업 임원 비서들의 직무분석을 실시하 다.직무분석에서는 비서의 직무를

11개 과업 역인 일정 리, 화업무,우편물 문서처리,방문객 리,회의 련업무,국

내외 출장 련업무,회계 등의 일반 서무업무,행사,경조사 등 교제 업무,정보수집

보 ,번역 통역업무,소모품 물품 리로 분류하 다.노정진과 최인 (1996)

은 각 역의 직무를 수행하기 한 작업요소를 제시하 는데,총 11개 과업 144개 작업

을 제시하 다.이 분석을 권정홍 외(1982)에서 제시한 직무내용과 비교하면,노정진과 최

인 (1996)의 직무분석에서는 행사,경조사 등 교제직무,정보수집 보 그리고 번역/

통역 역의 3개 과업 역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각종 계산 업무는 컴퓨터를 활용한

회계업무로 변화되었다.이는 변화하는 기업환경이 비서직무에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데,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 리자로서의 역할변화는 정보 련 직무 역의 추가로 이어지

고 있다. 한 번역과 통역 과업 역의 추가는 우리나라의 수출 심 산업구조를 토 로

국제화라는 환경변화에 비서가 이 변화를 효과 으로 응하기 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이 에는 일정 리 직무에서 단순히 상사의 일정만을 확인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

는 것이 요했으나 이 분석자료에서는 일정과 련하여 상사와 일정을 의하고 해당부

서와 연락 계자에게 통지하기 등과 같이 일정 리에 이 맞추어지고 있다.이는

수동 인 비서의 역할이 아닌 능동 인 비서의 역할변화를 강조한 선행연구(Ensman,

1995.;Perrett,1993)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를 보다 명확히 악하기 하여 1990년 이후 국내 선행연

구에서 제시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표 II-2>와 같다.노정진과

최인 (1996)의 직무분석에서 ‘행사 경조사 등 교제업무 처리’과업은 다른 선행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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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기 하여 ‘경조사’와 ‘행사’로 구분하여 제시하 으며,‘소모품 물품 리’

역은 사무실의 비품이므로 이는 ‘사무환경 리’과업 역으로 분류하 다.한편,노정진

과 최인 (1996)의 직무분석자료는 다른 선행연구들과 달리 직무행동으로 작업을 제시하

는데, 를 들어 ‘방문객 리하기’ 역은 작업을 ‘① 방문객이 들어서면 웃는 얼굴로

인사한다.’,‘② 명함을 건네받고 회사명과 성명을 확인한 후 용건을 정확히 듣는다.’,‘③

방문 수 장에 방문용건,시간,성함을 기재한다.’등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다

른 연구들과의 비교를 해 이를 표작업으로(:방문객 안내하기,다과 하기 등)

재분류하여 총 12개 과업 52개 작업으로 제시하 다(<표 II-2>참조).

2000년 이후에도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분석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며,이러한 직무분석을 통해 변화된 비서의 직무내용을 악할 수 있다(<표 II-2>참조).

윤석천 외(2005)는 국내 비서의 직무를 분석하기 하여 면 법과 데이컴법을 이용하여

기업의 임원 비서,법률비서 공공기 비서의 공통직무모델을 제시하 다.1차 직무모

델을 도출한 후,이들이 제시한 비서의 직무분석 검증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기업 임원

비서를 상으로 요도와 직무빈도 등을 조사하여 확인함으로써 이들이 제시한 비서의

직무분석결과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분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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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관리

일정표 작성하기

일정 확인하기

상사 및 관련부서와 일

정 협의하기

일정관계자에게 일정 알

리기

일정 변경시 연락 및 조

정하기

일정표 작성 및 알리기

상사와 일정 협의하기

예정 변경시 연락 및 조

정하기 

일정에 필요한 교통편 

준비하기

일정정보 수집하기 

일정 확인하기

일정 조정하기 

일정 확정 보고하기(일정

상기) 

일정표 작성하기

일정정보 수집(2) 및 예

약

일정 조정 및 확정보고

일정표 작성

일정표 작성하기(4)

일정 확인하기(3)

일정 조정하기(4) 

전화

응대

전화응답하기

전화 스크린하기(선별하

기)

전화 연결하기

부재중 메모하기

전화 발신하기

전화응대하기

필요 없는 전화 차단하

기

상사나 담당자 전화연결

하기 

부재 중 메모하기 

상사의 요청에 따라 전

화연결하기(발신하기)

회의나 출장시 전화처리

하기

전화응답하기 

전화 스크린하기 

부재중 메모하기 

외부전화 연결하기 

메모/전달사항에 대한 보

고하기

발신하기 

전화번호 관리 및 업데

이트하기

착신전화 전환하기

전화 응답 및 연결, 스크

린하기

메모 혹은 전달사항 보

고

전화번호 관리 및 업데

이트하기(2)1)

전화 응답하기(4) 

전화 연결하기(4) 

전화 선별하기(4) 

부재중 메모하기(3) 

발신하기(3) 

방문

객

응대

방문객 안내하기

다과 접대하기

방문객 통제하기(2)

상사 부재중 방문객 응

대하기

방문객 배웅하기

응접실 정리하기 

기타(외국방문객의 호텔 

및 비행기 예약)

방문객 응대 준비하기 

차, 음료 등 접대하기 

방문객 응대 및 통제하

기

방문객 배웅하기

신원파악하기(기호파악, 

자료수집)

안내하기 

다과접대하기 

월별, 연별 내방객 응대

표 작성하기

배웅하기(Follow-up) 

정리하기(응접실)

신원파악 및 방문객 정

보관리(기호파악, 프로

필, 자료수집)

안내 및 배웅하기

다과 준비

응접실/접견실 정리

방문객 응대 준비하기(방

문객 정보수집)(3)

방문객 안내하기/응대하

기(4)

다과 준비 및 접대하기

(4)

방문객 배웅하기(4) 

응접실/접견실 정리하기

(3) 

회의

관리

회의장소 예약하기

회의개최 공지하기

회의자료 준비하기

회의실 환경 점검하기

회의록 작성 및 배부하

기

회의종료 후 회의장 정

리하기

회의준비사항 협의하기

회의장소 및 자료준비하

기 

회의 참석자 관리하기

회의 중 업무 처리하기

회의 후 정리하기

회의개최 공지하기 

회의자료 준비하기 

회의환경 점검하기(음료, 

다과) 

회의준비완료 통보하기 

회의긴급상황 대처하기 

종료 후 회의장 정리정

돈하기

회의개최 공지 및 회의

자료 준비

회의실 환경 점검(음료, 

다과) 및 회의실 정리

하기 

회의록 작성

회의개최 공지하기(3)

회의자료 준비하기(4)

회의실 환경 점검하기(4)

회의 후 회의장 정리하

기(4)

1) 화번호 리 업데이트는 문서 정보 리 역의 ‘나는 고객의 화번호 ∼’문항에 포함됨

※ 친(_)작업은 직무수행 측정문항으로 선정된 업무임

<표 II-2>선행연구에 제시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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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관리

숙박 및 교통편 예약하

기

출장일정표 작성하기

출장 신청하기

출장자료 준비하기

상사출장 중 업무 보고

하기

출장보고서 작성 및 제

출하기

출장경비 정산하기

출장 현지 업무 및 환경 

파악하기 

출장일정표 및 서류 작

성하기

출장준비물 준비 및 전

달하기

출장경비 정산 및 출장

이후 업무하기

출장 수속업무하기 

예약하기

출장일정표 작성하기 

출장품의 제출하기

관련부서 통보하기

출장점검표 작성하기 

약도검색/출력하기 

출장관련 서류 준비하기

부재시 업무 보고하기 

출장보고서 작성하기 

출장경비 정산하기

감사장 보내기

비자, 여권 관리하기 

비자, 여권, 국제운전 면

허증 관리

관련부서 통보

출장점검표/일정표/보고

서 작성

예약(항공, 호텔, 로밍, 

렌터카, 식당 등) 

부재시 업무 보고 

출장경비 정산

출장 수행

감사장 보내기

교통, 숙박지, 식당 등 예

약하기(3)

출장일정표 작성하기(4)

출장 중 업무 보고하기

(3)

출장경비 정산하기(4)2)

출장수속(여권, 비자 준

비)(3)3)

문서

관리

문서 수신하기

문서작성 

문서 분류하기

문서발송하기

문서관리

문서 폐기하기

일반우편물 관리하기 

문서작성 및 발신하기

문서관리하기

전자우편 관리하기

수신문서 관리하기 

문서작성하기(회의록, 안

내문, 일정표)

문서 파일링하기

문서발신하기 

문서 페기하기

문서 번역하기 

명함정리하기

연하장 발송하기 

조직도 업데이트하기 

문서 수신/발신/전자문서 

관리

문서 파일링 및 문서폐

기

문서작성(MS Word, 

Excel, Powerpoint 활

용)

문서 번역(영어, 일어, 중

국어)

명함 정리 

연하장/신년인사장 발송

연설문/강의자료 작성 및 

수정

문서(우편물) 수신 및 관

리/분류하기(4)

문서 작성하기(4)

문서 관리하기(파일링)(4)

문서 발신하기(4) 

문서폐기하기(3)

외국어 문서 번역하기(3)

개인

신상

보좌

·

프로필 관리하기(2)4)

건강관리하기(2)

은행업무 수행하기(2)

개인명부 관리하기

컨디션 파악하기

휴가 관리하기

상사명함 신청 및 전달

하기 

상사의 기념일 챙기기 

이미지 관리하기

필요정보 제공하기 

각종 예약업무 수행하기 

상사의 기념일 체크

근태관리

은행업무, 공과금, 통장관

리

연말정산자료 준비

건강관리

컨디션 파악 및 이미지 

관리

필요정보 제공

개인프로필 관리 및 업

데이트

회원권 관리(1)

친인척/지인관련 뉴스 스

크랩

협회/모임 회원 관리

가족행사 및 경조사 체

크

2)출장경비정산은 회계 역의 ‘상사의 출장비,법인카드,경종경비 등의 ∼’문항에 포함됨
3)여권 비자 리는 개인신상보좌 역의 ‘신용카드,멤버십,여권,비자 등 리 ∼’문항에 포함됨
4)상사의 개인정보(로필)리는 경 환경 동향분석 과업 역의 경 진 동향분석하기 작업으로 이동함

<표 II-2>선행연구에 제시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 종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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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

사

경조사 정보수집 및 보

고하기

경조사 확인 및 운영하

기

경조사 정보수집하기 

경조사 확인 및 연락하

기

경조사 준비 및 운영하

기

경조사 정보수집하기

경조사 보고 및 지시사

항 파악하기 

지시사항 처리하기(비용

청구, 우편환)  

처리사항 이행여부 확인

하기 

기록 남기기

내/외부 경조사 정보수집 

및 보고, 지시사항 파

악  

지시사항 처리(비용청구, 

화환발송, 우편환)

경조사 수행 및 대리 참

석

경조사 정보수집(4) 

경조사 보고하기(3)

경조사 지시사항 처리하

기(4) 

사무

환경

관리

소모품 및 접대물품 주

문하기

소모품 및 접대물품 관

리하기

사무실 환경 관리하기 

사무집기 관리하기

물품주문 및 재고관리하

기

비서실 정리하기

상사 집무실 관리하기

탕비실 정비하기

사무기기 셋업하기

집무실, 비서실, 탕비실관

리

사무기기, 자산목록 관리 

및 구매/유지/보수

사원증, 주차권 관리

식료품 주문 및 관리

선물, 기념품 주문 및 관

리

비서실, 집무실(사무실) 

환경 관리하기(3)

소모품 및 접대물품 주

문하기(3)

회계

장부의 목록표 또는 통

계표 작성하기

회계장부 작성하기

경리업무하기5) 예산편성하기

각종 경비사용내역 관리

하기

연말정산 서류준비 및 

정리하기 

전표작성하기

비서실 연간 예산편성 

및 관리

법인카드 내역, 각종경비 

처리

경비 처리하기(4)

정보

수집

 및 

관리

정보수집하기

정보 보고서 작성하기

결과 보고하기

정보습득에 관한 사항 

협의하기

통상적인 자료 정리하기

정보수집 결과 보고하기

인적정보 수집 및 관리

하기(1)6)

개인정보 및 기밀정보 

관리하기

인사/

교육

· 사내직원 교육하기7)

인사 추천 및 채용하기

· 인사평가 자료 취합

전사이슈 및 핵심사업 

파악

임원 W/S 준비 및 진행 

조직도 관리

신입비서 교육/교육프로

그램 수행

상사 교육정보, 강의 및 

강연자료 제공

업무메뉴얼 작성

5)기타과업에 제시되어 있으나 직무 역을 조정하여 회계 역에 제시함
6)문서 리 역과 정보수집 리 역이 통합되어 문서 정보 리 역의 정보 리 작업으로 ‘나는 고객의

화번호 ∼’문항에 포함됨
7)기타과업에 제시되어 있으나 직무 역을 조정하여 인사/교육 역에 제시함

<표 II-2>선행연구에 제시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 종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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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개발

 및 

관리

· 시간관리하기

스트레스관리하기 

이미지 하기

자기개발하기

동호회 활동하기

행사

관리 

행사 장소 및 초청자 명

단 선정하기

초대장 발송하기(2)

기념품 준비하기

감사편지 보내기

· 행사예산 기획 및 장소

선정

행사 일정표 작성

초청 리스트 작성 및 초

청장 발송

행사물품 구입

외부강사 섭외 및 접대 

홍보물 제작

행사 후 피드백 보고서 

작성

VIP의전

행사 진행/참여

커뮤

니케

이션

업무관련 커뮤니케이션

(결재조정 및 업무조정)

상사와 정보교류하기(회

의, 일정, 자료보고)

통역하기(영어, 일어, 중

국어 등)

우편물 및 게시물 관리

하기 

E-mail 수신·발신 및 관

리하기

Fax 송·수신하기

번역

 및 

통역

번역, 통역 자료 수집

번역자료 상사에게 보고

하기

통역하기

·

민원

관리

고객/업체 고충 건의 및 

민원접수

민원내용 정리 및 보고

(팀장 및 사업부장)

민원답변 작성 및 상담

해결

<표 II-2>선행연구에 제시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 종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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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천 외(2005)가 제시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는 총 9개 과업,45개 작업으로,이들

이 제시한 9개 과업은 ‘화업무’,‘방문객응 ’,‘경조사 회의 비 운 업무’,‘일정계

획 리 출장업무’,‘문서 우편물 리업무’,‘사무환경 리업무’,‘정보 리업무’,‘기

타업무’,‘자기 리’이다.그러나 경조사와 회의 리를 하나의 과업 역으로 묶고 있으며,

일정 출장 리업무를 묶어 하나의 과업 역으로 도출하 고,기타업무에 인사교육 2개

작업(task)과 회계 련 1개 작업을 포함시키고 있다.윤석천 외(2005)에서 도출한 기업 임

원 비서의 직무분석결과는 하나의 과업에 최소 1개에서 최 7개 작업을 포함시킴으로서

다른 선행연구(백지연,최애경,2007;선형보,최애경,2010)에 비해 직무분류가 단순하고

작업의 수도 게 제시되어 있는데,이는 1차 조사에서 모든 분야의 비서가 공통 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도출하기 하여 각 역별 핵심 인 비서직무만을 포함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윤석천 외(2005)의 비서직무 분석자료를 다른 선행연구와 비교하기

하여 <표 II-2>에서와 같이 ‘경조사 회의 비’는 ‘경조사’와 ‘회의 리’로 구분하여 제

시하 으며,‘일정계획 리 출장업무’는 ‘일정 리하기’와 ‘출장 리’로 분리하여 제시하

고 ‘기타업무(사내직원교육,인사추천 채용하기,경리업무하기)’는 ‘회계’와 ‘인사/교

육’으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따라서 <표 II-2>에 나타난 윤석천 외(2005)의 비서직무

분석자료는 총 12개 과업,45개 작업이다.윤석천 외(2005)의 직무분석자료에는 상사의 개

인신상보좌 련 직무가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정보 리업무는 과업 역에 포함되었는

데,이들이 국제화·정보화시 의 추세에서 소극 인 비서가 아닌 참모로서의 비서의 역할

과 정보이용극 화를 강조한 것이 직무분석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비서의 역할변화를

직무의 변화로 연결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정보 리 역에는 ‘통상 인 자료 정리하기’,

‘정보 보고서 작성하기’등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이는 정보화 업무환경이 일반화되

기 이 비서들도 수행하고 있는 직무로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보고를 강조하

기 하여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백지연과 최애경(2007)은 기업에 재직 인 임원 비서를 상으로 데이컴법을 이용하

여 직무분석을 하여 비서의 재 직무를 11개 과업 역인 일정 리, 화응 ,회의 련

업무,방문객응 ,문서 리,사무환경 리,경조사,출장 리,개인신상 보좌업무,회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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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타업무로 분류하고 역의 하 업무를 72개 작업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 다.1개

의 과업에는 ‘기타(2개 작업)’를 제외하고 4∼12개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출장 리는

12개 작업,개인신상 보좌업무는 11개의 작업으로 다른 직무 역에 비하여 작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백지연과 최애경(2007)의 비서직무분석 자료에서는 선행연구와 비교하

여 ‘개인신상보좌’ 역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이는 조사 상을 개인비서로 명확히 한정

하고 있어 임원을 보좌하는 비서의 직무를 보다 구체 인 작업으로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노정진과 최인 (1996)이 번역 통역 업무를 하나의 직무 역으로 구분한 것과

달리,번역 업무는 문서 리 역에 문서 번역하기의 세부 직무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번역의 요성 감소보다는 국제화로 인하여 문서의 번역이 특별한 업무가 아닌 일

상 인 문서 련 직무 역 하나의 작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윤석천 외

(2005)와 백지연과 최애경(2007)의 연구에서는 다른 선행연구(노정진,최인 ,1996;선형

보,최애경,2010)와 달리 기타 역으로 비서의 자기 리 과업 역이 제시되어 있는데,

다른 과업 역의 직무가 상사를 지원해주는 직무인 반면 자기 리 과업에서는 비서자신

의 시간 리,이미지 리,자기개발하기 등의 직무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과 소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가 달라지고 최고경 자와 일반

임원의 역할차이에 따라 이들을 보좌하는 비서의 역할과 직무에도 차이가 있으나,이 까

지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규모와 상사의 직 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를

제시하 다.선형보와 최애경(2010)은 기업 임원 비서를 최고경 자 비서로 상을 구체

화하여 국내 30 기업 최고경 자 비서의 직무를 분석하 다.최고경 자의 직명은 회

장,사장, 표이사 회장, 표이사 회장, 표이사 사장, 표이사 등으로 다양한데(박상

수,2011),선형보와 최애경(2010)은 백지연과 최애경(2007)이 제시한 직무내용을 토 로

국내 30 그룹 사장 이상의 직 을 가진 최고경 자의 비서를 상으로 직무분석을 하

다.

<표 II-2>에서와 같이 선형보와 최애경(2010)의 직무분석자료에서는 비서의 직무를 일

정 리,커뮤니 이션, 화응 ,회의 련,방문객응 ,문서 리,사무환경 물품 리,

경조사,출장 리,회계,개인신상 보좌,행사 리,인사교육경 ,민원처리 등의 14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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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75개 작업을 제시하 다.이는 백지연과 최애경(2007)이 제시한 11개 과업 72개 작업

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작업내용을 구체 으로 분석하면 이 자료보다 많

은 직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를 들어 선형보와 최애경(2010)이 하나의 직무

로 제시한 ‘화응 연결,스크린하기’는 윤석천 외(2005)에서는 ‘화응 하기’,‘상사

나 담당자 화연결하기’ ‘필요없는 화 차단하기’로 구분하여 3개의 직무로 나타나고

있으며,백지연과 최애경(2007)의 자료에서도 3개 작업인 ‘화 응답하기’,‘외부 화 연결

하기’,‘화 스크린하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선형보와 최애경(2010)의 과업 역에서는 백지연과 최애경(2007)의 직무분석 자료

기 되는의 비서직무에 포함된 커뮤니 이션,행사 리,민원 리 인사/교육/경 리

직무를 새로운 직무 역으로 추가하여 선정하 다.커뮤니 이션 역에는 업무 련 커뮤

니 이션(결재조정 업무조정),상사와 정보교류(회의,일정,자료보고),통역하기,우편

물 게시물 리,E-mail수신․발신 리,Fax송․수신하기로 구성되어 있어 최고

경 자 비서로서 상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비서의 구체 인 직무내용을 기술하고 있다.그

러나 커뮤니 이션은 사람의 의사나 감정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으로(지 ,2013)이

역의 직무 ‘E-mail수발신 리’와 ‘우편물 게시물 리’는 문서 리 역의 ‘자문

서 리’ ‘수신문서 리’와 복되고 있으며,통역하기와 Fax송․수신하기도 문서 리

와 같은 다른 직무 역에 포함될 수 있다.따라서 커뮤니 이션은 다른 모든 직무 역에

직간 으로 련이 있다.

새로이 추가된 인사/교육/경 련 직무 역에는 인사평가 자료취합, 사이슈(issue)

핵심사업 악,조직도 리,신입비서 교육/교육 로그램 수행 등의 직무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데,이는 최고경 자의 비서가 상사의 단순한 개인신상보좌만이 아닌 기업경

과 련한 직무 역의 확 로 볼 수 있다.개인신상보좌 역은 12개의 직무내용으로 다

른 역보다 많은 직무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선행연구들에 비해 다양한 작

업이 포함되어 있다.이와 같이 선형보와 최애경(2010)의 직무분석 자료는 선행연구보다

과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보좌 역의 작업이 많은데,이는 1명의 최고경 자를 보좌

하기 하여 비서실이 최고경 자의 역할,특성 유형에 따라 1∼3명으로 운 되기 때

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선형보,최애경,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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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국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분석 련 선행연구들(권정홍 외,1982;노

정진,최인 ,1996;백지연,최애경,2007;선형보,최애경,2010;윤석천 외,2005)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기업의 환경변화는 직무내용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기업의 국제화가 가속

된 1990년 이후의 선행연구(노정진,최인 ,1996;백지연,최애경,2007;선형보,최애경,

2010)에서는 문서번역 통역 련 직무가 포함되어 있다.특히,노정진과 최인 (1996)의

직무분석자료에서는 ‘번역 통역’을 하나의 과업 역으로 분류하 으나,국제화가 일반

화된 이후의 자료에는(백지연,최애경,2007;선형보,최애경,2010)문서 리 커뮤니

이션 역에 포함된 하나의 작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둘째,상사를 보좌하기 한 개인 비서의 통 인 직무인 일정 리, 화응 ,방문객

응 ,회의 리 출장 리 역은 연구자나 시 의 변화에도 부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개인 비서를 상으로 하는 국내 선행연구(백지연,최애경,2007;선형보,최애경,

2010)에서 개인신상보좌 과업 역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상사 개인을 지원하는 작업들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직무 역은 연구자들이 인식하는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

되기도 한다.특히,정보 련 역은 정보화시 기에는 정보수집 보 련 직무를

독립 인 직무 역으로 제시되었으나(노정진,최인 ,1996)정보화가 일반화된 이후에는

문서 리 등의 련 역 내에서 하나의 작업으로 나타나고 있다(백지연,최애경,2007;

선형보,최애경 2010).이는 수진(1997)이 사무자동화가 도입된 후에는 비서 직무에 큰

변화가 없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정보화시 의 도입기에는 직무의 변화가 느껴

지나,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가 도입된 후에는 정보활용이 모든 직무에 활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 역으로 구분되지 않고 있다.

넷째,비서의 직무범 를 기업규모와 상사의 직 으로 구분하여 직무분석이 수행되기도

한다.선형보와 최애경(2010)은 기업 규모를 국내 30 기업으로 한정하 으며,임원의 직

을 최고경 자로 제한하여 최고경 자 비서의 직무를 분석하 다.일반 기업 임원 비서

의 직무와 달리 최고경 자 비서의 직무는 더욱 구체 이고 직무 역이 다양한데,이는 1

명의 최고경 자를 1∼3명의 비서가 보좌하고 있어 직무내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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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 련 국내의 선행연구 자료를 토 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 역을 분류하면 <표 II-3>과 같다.

직무 역

연구자

노정진,

최인

(1996)

윤석천

외(2005)

백지연,

최애경

(2007)

선형보,

최애경

(2010)

NCS

(2013)

일정 리 ● ● ● ● ●

화응 ● ● ● ● ▲

방문객응 ● ● ● ● ▲

회의 리 ● ● ● ● ●

출장 리 ● ● ● ● ●

경조사 ● ● ● ● ▲

문서 리 ● ● ● ● ●

사무환경 리 ● ● ● ● ▲

회계 ● ●* ● ● ●

정보수집 리 ● ● ▲ ▲ ●

개인신상보좌 ● ● ▲

자기개발 리 ● ●

행사 리 ● ●

인사/교육 ●* ●

번역 통역 ● ▲

커뮤니 이션 ●

민원 리 ●

보고 ●

경 환경 동향 분석 ●

국제업무지원

(사무 어회화)
●

● 독립된 직무 역으로 분류되어 제시됨

▲ 독립된 직무 역은 아니지만 유사한 직무 역에서 련 작업이 제시됨
*윤석천 외(2005)에서는 기타 역에 제시되어 있으나 내용을 심으로 역을 조정함

<표 II-3>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 련 국내연구 종합

<표 II-3>에서와 같이 일정 리, 화응 ,방문객응 ,회의 리,출장 리,경조사,문

서 리,사무환경 리,회계,정보수집 리의 10개 직무 역은 모든 선행연구에서 제

시되고 있어,컴퓨터 기술의 발달 등의 직무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으로 제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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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원 비서의 주요 직무 역임을 알 수 있다.회계 역은 4개의 선행연구에서 독립

인 직무 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윤석천 외(2005)에서는 기타 역에 작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내용 심으로 역을 구분하면 모든 자료에 포함된다.정보수집 리 직무 역

도 백지연과 최애경(2007)그리고 선형보와 최애경(2010)은 독립된 직무 역으로 제시되

고 있지는 않으나 명함정리하기,상사와의 정보교류 등의 작업이 문서 리 커뮤니 이

션 역에서 제시되고 있어 내용을 심으로 역을 조정하면 모든 선행연구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2>참조).국내 모든 분야의 비서직무를 포 하고 있는 비서직

무표 (NCS)에서도 화응 와 방문객응 는 응 업무 역으로,경조사 리와 사무환경

리는 경 진 지원업무 역으로 통합되어 제시되고는 있으나 10개의 직무 역은 기업

임원 비서의 선행 직무분석 자료와 부분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다(<표 II-1>참조).

이 외에도 개인신상보좌 직무 역은 3개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으며,자기개발

리,행사 리 그리고 인사/교육,번역 통역의 4개 직무 역은 2개의 선행연구에서 공통

으로 제시하고 있다.이 에서 개인신상보좌 역은 3개의 분석자료에서 제시되고 있으

나,이 역의 작업은 2개의 선행연구에서 11개 작업(백지연,최애경,2007)과 12개 작업

(선형보,최애경,2010)을 제시하고 있어 출장 리 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작업을 제

시하고 있어 2000년 이후의 기업의 임원 비서는 상사개인에 한 직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2>참조). 한 비서 NCS(2013)에서도 독립 인 직무 역은

아니지만 경 진 지원업무 역의 경 진 출퇴근 업무지원하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따라

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 역에는 개인신상보좌 역을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기개발 리 역은 2개의 자료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스트 스 리하기,자기개발

하기 등의 비서 자신의 리작업을 임원 비서의 직무 역으로 보기는 어렵다.행사 리

역은 선행연구에서 청장 발송 작업만이 공통될 뿐, 기업 최고경 자 비서의 직무에는

VIP의 ,행사진행/참여,행사 산 기획 등의 작업이 포함되었으나(선형보,최애경,2010)

이는 기업 최고경 자가 주최하는 행사를 하여 비서실 단 에서 비되는 작업으로

1인의 비서가 지원할 수 있는 업무 역을 벗어나고 있어 1명의 상사를 보좌하는 기업 임

원 비서의 직무 역에 포함되기는 어렵다.인사/교육 역은 2개의 선행자료에서 제시되

고 있으나,구체 인 작업에 있어 윤석천 외(2005)는 직원교육과 채용에 제한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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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업 최고경 자 비서의 직무에서는 인사/교육 련 작업보다는 사이슈 핵심

사업 악,임원 워크샵 비,조직도 리 등의 경 련 작업이 더 많이 제시되어 있어

(선형보,최애경,2010)이를 인사/교육 직무 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번역 통역 직무 역은 노정진과 최인 (1996)외에도 비서직무표 (NCS)에서 국제

업무지원 역의 하 단 로 제시되고는 있으나 직능수 최상 인 7수 의 직무능

력이 요구되어 기업 임원 비서의 보편 인 직무범 를 벗어나 일반 기업 임원 비서의 직

무 역으로 포함되기는 어렵다.이 외에도 커뮤니 이션과 민원 리 역은 1개의 연구에

서 직무 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커뮤니 이션 역의 작업은 우편물 게시물 리,

통역하기,팩스 송수신 등 다른 직무 역과 복되는 작업이 제시되고 있으며,민원 리

역에는 고객 민원 수,민원내용 정리 보고 등의 작업으로 이를 기업의 임원 비서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서의 국가직무능력표 인 NCS(2013)는

다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직무 역과 부분 유사하나 경 환경 동향 분석,보고 국

제업무지원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보고는 비서로서 가장 기 인 직무로 일정 리,

화응 등의 다른 직무 역에 내재되어 있으며 독립 인 직무 역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업무환경의 변화에도 커뮤니 이션 리자로서의 역할은 비서의 주요 역할 하

나로 강조되고 있어 이를 독립 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 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경 환경 동향 분석 역도 조직의 내외환경 악과 상사인 경 진의 동향 분석하기로

상사의 정보 리는 개인신상보좌 역에 제시되어 있으나(백지연,최애경,2007;선형보,

최애경,2010),이 직무는 상사의 개인신상보좌 역보다는 경 환경 분석에 더 합한 것

으로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국제 업무지원에서 통번역하기와 국제 행사 지원하기 등의

높은 수 의 직무를 일반 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사무 어

회화 구사하기는 국제화시 의 기업 임원 비서에게는 기본 인 직무 역으로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분석 선행연구와 비서 NCS(2013)를 토 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 역은 일정 리, 화응 ,방문객응 ,회의 리,출장 리,경조사,문

서 리,사무환경 리,회계,정보수집 리,개인신상보좌,보고,경 환경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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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어의 14개 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기업 원 비  직 수행과 측정

가.직무수행 개념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수행을 향상시키기 하여 많은 연구자들과 조직실무자들은 직무

수행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많은 심을 보이고 있다.직무수행은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인 구성원의 과업행동이며(Campbell,1999),이때 수행(performance)

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직무수행은 다양하게 정의된다.

Aubrey와 Daniels(2004)는 수행을 특정 결과 는 목표로 향하는 수많은 일련의 행동

의 구성으로 정의하고 수행의 로 피아노 연주에서의 건반을 치고 페달을 르는 등의

반복 인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이와 같이 직무수행은 목표와 련된 일련의 활동을 반

하는 행동 개념으로 정의되나 행 의 결과를 반 하는 수익성,경제성,생산성과는

다른 개념이다.London과 Mone(1999)은 수행을 계속 인 자기주도 훈련과 련한 숙련도

(proficiency)로 정의하고 있으며,기술숙련도(technicalproficiency)는 산업조직 심리학에

서 직무수행의 주요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Barrick& Mount,1991;Campbell,1999;

Chan&Schmitt,2002).

이 듯 직무수행은 조직목표와 련되어 숙련도 수 으로 측정될 수 있는 특정 직무행

동으로 정의된다(Campbell,1999).이는 직무수행을 주어진 직무의 수행정도 행동실천

의 수 으로 정의하고 있는 국내 선행연구(박혜정,김미주,김 미,2009;이명훈,2006)에

서도 동일하게 이해되고 있다.이와 유사하게 Motowidlo(2003)는 직무수행을 ‘조직구성원

이 일정기간 조직에서 개별 으로 수행하는 행동들에 한 종합 인 기 가치’로 정의하

다.이 정의는 직무행동에 한 조직의 기 가치로서 직무수행을 직무행동결과에 한

기 수 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박윤희(2003)는 직무수행을 찰 가능한 행동의 개념이 아닌 개인이 직무

를 얼마나 잘 이해하 는가의 능력(ability)에 한 평가의 에서 ‘결과 는 성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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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정의하 다.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직무수행은 직무성과 는 업무실 으로 표 할

수 있으며 개인,집단,조직의 효과성을 단하는 기 으로써 리자가 향을 주려고 하

는 결과 목표로 정의되고 있다(이동훈 외,2010;McDaniel,Schmidt&Hunter,1988;

Schmidt,Hunter,Outervridge&Goff,198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수행은 반복 인 직무행동,직무행동의 숙련수 그리

고 직무행동의 결과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Barrick과 Mount(1991)는 직무수행

을 3가지 요소인 직무 숙련도(jobproficiency),훈련 숙련도(trainingproficiency)그리고

인사자료(personneldata)로 분류하고 메타분석을 통하여 직무수행을 분석하 다.이들의

연구결과에서는 분석자료의 68%에서 직무수행을 직무숙련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훈련 숙련도는 체 샘 의 12%가 포함되어 있었으며,직무행동의 결과인 인사

자료는 33%만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직무수행 련 선행연구에

서도 직무수행을 결과로 이해하기 보다는 직무행동의 능숙한 수행정도로 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Campbell,McCloy,Oppler Sager(1993:Campbell,1999에서 재인용)는 직무수

행을 모든 직업 직 에서 수행되는 다차원의 개념으로 정의하며 직무수행을 직무의

과업숙련도,직무외 과업숙련도,커뮤니 이션 등의 8가지 하 요인으로 분류한 모델을

제시하 다.이 모델에서는 주어진 직무의 수행인 과업수행 이외에 동료와의 계,감독

등과 같이 타인의 지원과 조 등의 인 계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Motowidlo와 Van

Scotter(1994)는 Campbell(1990)의 직무수행 모델을 바탕으로 직무수행을 핵심 기술수

행 리의 행동인 과업수행과 핵심 업무는 아니지만 조직의 핵심 기능이 이루어지

도록 조직 ,사회 심리 환경을 지원해주는 맥락수행 행동으로 구분하고 직무수행

을 과업수행과 맥락수행의 2차원 구조로 구분하 다.

과업수행은 공식 인 직무기술서에 나타나 있는 행동들을 의미하며,맥락수행은 조직의

핵심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직의 사회 는 심리 환경을 지원해주는 행동들

을 말한다(김도 ,유태용,2002).맥락수행은 타인과 조하고 돕는 력심 이타심을

의미하므로 조직시민행동 자발 인 헌신과 타인에 한 력 등과 유사한 의미로 사

용되고 있다(Chan&Schmitt,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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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맥락수행 련 행동들은 과업수행과 달리 부분의 직무에 걸쳐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 국내에서는 특정 직업의 직무수행 역에 포함되기 보다는 맥락수행으로 구

분하여 독립 인 역으로 인식되고 있다(김도 ,유태용,22002;윤지 ,김진모,2010;

이경근,2005). 한 맥락수행은 조직시민행동 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이 연구

에서는 직무수행을 특정 직업의 직무행동으로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나아가 직무수

행의 의미는 직무행동 는 직무의 행동결과를 의미하기 보다는 직무의 숙련도 즉,수행

수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직무수행 측정도구

직무수행은 조직의 핵심 기술의 수행과 이의 리 행정을 직 으로 지원하는

행동이며, 업직의 직무수행은 상품에 한 지식,계약체결,조직 시간 리를 포함해

야 하며,소방 은 구조활동,구제활동 호흡 차 용 등이 과업 역에 포함된다

(Borman&Motowidlo,1997).이와 같이 직무수행은 조직의 효과성에 직 으로 향

을 미치는 조직의 핵심 기능과 련된 행동을 말한다(강 순,임화순,2008;김희철,송

병식,강문실,2009;유태용,김도 ,2002).

직무수행의 요소는 연구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 제시되고 있는데,하나는 특정 직

업에서의 고유한 핵심 직무를 심으로 제시한 과업요소이며,다른 하나는 커뮤니 이션

능력 등과 같이 모든 직업을 토 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 숙련도를 과업요소로 제

시하는 것이다.직무수행을 특정 직무 특정 직업의 직무수행으로 악한 Borman과

Motowidlo(1997)는 미공군의 직무수행을 측정하기 하여 주요사건기법을 이용하여 그들

의 핵심직무의 숙련도를 조사하여 직무수행을 측정하 다.박윤희(2003)는 학부설 평생

교육원 로그램 개발자의 직무수행을 측정하기 하여 련 문헌을 참고하여 이들과 심

층면담 비조사를 통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측정하 으며,이명훈(2006)은 기술교

사의 직무수행을 악하기 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이를 토 로 주요 과업을 밝 냈

다.

다른 하나는 직무수행을 주요 기술 숙련도로 간주하여 직무수행의 기 가 되는 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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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문서작성능력 구두 커뮤니 이션 능력을 측정하거나(Chan& Schmitt,2002;

Motowidlo&VanScotter,1994;Vasquez-Colina,2005),직무수행의 수행정도를 측정하

기 하여 직무수행의 정확성 문성 등을 측정하기도 한다(강 순,임화순,2008;김

도 ,유태용,2002;김희철 외,2009).이러한 측정도구는 특정 직업 직무의 수행을 측

정하는 것이 아니라,직무에 공통 으로 요구되는 수행능력을 측정함으로써 모든 직무에

서 활용할 수 있다.김도 과 유태용(2002)은 직무수행을 자신이 맡은 과업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행동 정도로 정의하고 과업행동 모든 직업에서의 직무수행

요소로 직무목표 달성정도,직무의 질,직무의 정확성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이들

이 개발한 측정도구는 비서, 융업 종사자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의 직무수행 측정에

사용되고 있다(강 순,임화순,2008;김미 ,2013b;김희철 외,2009).Chan과

Schmitt(2002)도 싱가폴 공무원을 상으로 이들의 직무수행을 주요 기술 숙련도(Core

technicalproficiency)로 제시하며 하 항목으로 문제해결,문서작성능력 구두 커뮤니

이션능력을 제시하 다.

비서의 직무수행 요소는 비서의 직무를 밝히려는 선행연구를 통해 주요 직무로 제시되

고 있다(김지은,2009;선형보,최애경 2010;황정희,2002).비서의 주요 직무는 비서가 속

한 조직의 분야에 따라 달라지는데,의료비서,법률비서 종교비서는 각 분야별 고유한

직무가 비서의 직무수행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김정아,최애경,2003;김지은,2009;황

미선,2010). 를 들어 의료비서의 경우 병원 리자의 비서는 기업의 임원 비서의 역할과

유사하나(홍순이,1996),일반 인 의료비서는 병원의 행정직무와 비서직무를 함께 수행한

다(Grimme,1997).이 듯 비서의 직무수행 요소는 역할과 소속분야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다.

3. 기업 원 비  직 수행과 격 5 , 상사- 하 환 계

(LMX) 및 워 트  계 탐색

조직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안정 이고 지속 인 변수로서 개인의 성격요인이 인

식되고 있어(Barrick&Mount,1991),조직에서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을 이해하기 해



-37-

서는 개인 특성변인인 성격요인은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 비서직은 비서

와 상사 간의 계형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 상사와의 교환 계(LMX)는 비서의 요한

직무특성 변인이 될 수 있어,비서의 직무수행의 변인으로 개인 특성과 비서의 직무특

성 요인을 동시에 살펴 으로써 조직에서의 복잡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비서직을

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임 워먼트는 개인의 과업수행자신감과 상사 는 조직의 지

원에 의한 직무행동의 결정력과 향력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직무수행과 련된 개인특

성은 물론 조직특성을 모두 포 할 수 있는 변인이다.이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개별 변

인의 개념과 이러한 변인과 직무수행과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성격 5요인과 직무수행의 계

1)성격 5요인 개념

성격(personality)은 개인의 행동,사고 감정의 독특하고 상 으로 안정된 형태로

나타나는 개인 특성으로(Greenberg&Baron,1999),지속 으로 상황에 해 일 성 있

게 나타나는 개인의 고유한 정신 구조를 의미한다(Piedmont,1998).인간은 다른 사람

과 뚜렷하게 다른 특성(traits)과 특징(characteristics)을 지니고 있으며,일반 으로 개인

의 성격차이의 정도는 거의 무한하나 일상생활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요하게 인지되지

않는다.그러나 사람의 계(humantransaction)에서 나타나는 요한 개인 차이는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Goldberg,1990).이러한 에서 볼 때 성격은 환경 조건에 크

게 향을 받지 않으면서 비교 장기 으로 일 되게 행 양식을 결정해 주는 개인의

독특한 심리 특성들의 총체로 이해되고 있다(박 배,1998). 한 성격을 조직 내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안정 이고 지속 인 변수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 인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Barrick&Mount,1991).

개인의 성격구조에 하여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었지만,많은 성격심리학자들은 성격 5

요인 모델(FiveFactorModel)을 인간의 보편 인 성격구조를 설명하는데 한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Digman,1990;Goldberg,1990;McCrae&Costa,1987;Mount&Barrick,

1998). 성격 5요인을 구성하는 5가지 요인은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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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eableness),성실성(conscientiousness),정서 안정성(emotionalstability),이지성

(intellect)이며,다섯 가지 요인에 한 명칭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 인

내용에 있어서는 유사하다.

첫 번째 요인은 ‘외향성(Extraversion)'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활발한 활동의 정도를

나타낸다.외향성은 말하기를 좋아하며,남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특성이 높을수록 외향

성도 높게 나타난다(McCrae&Costa,2003).외향성 요인과 련된 특성들은 사교성,활

동성,모험성 등이 있다(Goldberg,1990).

두 번째 요인은 ‘친화성(Agreeableness)'으로 타인에 해 이타 인 심과 신뢰 그리

고 한 마음을 가진 특징을 지닌다.친화성 요인에서 높은 수를 보이는 사람들은 정

하고, 조 이고, 하고,양보하고,인내심 있고,세심한 배려를 해주고,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이타 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국내에서는 ‘Agreeableness’를 연구자에 따

라 친화성(박일경,이상민,최보 ,이자 ,2010;유희경,김미연,정희경,2007),호감성(김

도 ,유태용.2002;김인구,허창구,2007;신강 ,이랑,허창구,이재연,2006),원만성(김

천석,유태용,2005)등으로 다양하게 명하고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성실성(Conscientiousness)'으로 조직에서 규칙,규범,원칙 등을 지키

려는 개인 인 차이의 정도를 나타낸다.성실성이 높을수록 규범을 지키고 자기 제를

하려하며 포부를 가지고 근면한(hardworking)특성을 나타내며(McCrae&Costa,2003),

이와 더불어 직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Chan&Schmitt,2002).

네 번째 요인은 정서 안정성(EmotionalStability)으로 자신이 정서 으로 얼마나 안

정되어 있고,세상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고,그리고 세상을 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낸다(유태용,김명언,이도형,1997).동일차원의 반 쪽 특성을 나타내는 신경

증(Neuroticism)은 민감성의 정도가 높고 불안함 신경질 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나

타내는 것으로(McCrae&Costa,2003),이는 ‘정서 안정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다섯 번째 요인은 '이지성(Intellect)'으로 지 자극,변화,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Goldberg,1990).이지성 요인에서 높은 수를 보이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

하고,창의 이고,도 이며,교양이 풍부하고,호기심이 많고,새로운 것에 개방 이고,

지 으로 민감한 특성을 지닌다(유태용,이도형,1997).이러한 특성들은 유 이라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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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가정환경,교육,문화 배경 등의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McCrae와

Costa(2003)그리고 Chan과 Schmitt(2002)는 이 요인을 ‘개방성(Openness)’으로 명명하

으며 이는 새로운 사고와 경험에 한 수용의 정도를 의미한다.이러한 개방성은 창의

인 행동에 향을 미치게 된다(George&Zhou,2001).Goldberg(2001)는 이지성을 상상력

(Imagination)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성격 5요인을 인간의 보편 성격구조를 설명하는데 한 모델로 인

식하고 활용하고 있으나 성격 5요인들 사이에 실질 인 상 계가 존재함을 주장하며 5

요인들의 상 계에 한 요인분석을 기 로 상 요인을 찾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Ashton,Lee,Goldberg& Vries.,2009;Digman,1997;Rushton& Irwing,2008)).

Digman(1997)은 이들 5요인을 사회화 과정과 련된 친화성,성실성,그리고 정서 안정

성의 알 (Alpha)그룹과 개인 성장에 연 된 외향성과 이지성의 베타(Beta)그룹의 상

2개 요인으로(higher-orderfactors)재분류하고 이를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이어 DeYoung(2006)과 DeYoung,Peterson,Higgins(2002)는 Digman(1997)의 연구

를 검증하고 알 (Alpha)그룹을 안정성(Stability)으로,베타(Beta)그룹을 가소성

(Plasticity)으로 다시 명하 다.

Rushton과 Irwing(2008)도 Digman(1997)과 Mountetal.(2005)의 연구에 기 한 메타

분석을 통해 성격 5요인을 2개의 상 요인인 알 (Alpha)/안정성(Stability)요인과 베타

(Beta)/가소성(Plasticity)요인의 두 그룹으로 묶는 일반성격요인(GeneralFactorof

Personality,GFP)을 제시하 는데,성격의 계층 구조에서 가장 높은 치를 하고 있

다는 면에서 일반성격요인(GFP)으로 지칭하고 있다.상 요인 가운데 알 /안정성 요인

에서 요인 재치는 성실성 .61,정서 안정성 .70그리고 친화성 .64로 나타났으며,베타/

가소성 요인의 요인 재치는 이지성 .55,외향성 .77이다.상 2개 요인으로 구성된 일반

성격요인(GFP)은 알 와 베타요인 모두 .67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Hopwoodetal.(2011)는 Digmanetal.(1997)이 제시하는 5개 성격요인 간의 상

계를 고려하여 이를 상 2개 요인으로 묶는 일반성격요인(GFP)에 해 확인요인분

석을 실시하 으나 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Muncer(2011) 한 Rushton과

Irwing(2008)이 실시한 메타분석을 비 하고 확인요인분석에 한 문제 을 지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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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5요인에 한 상 구조모형이 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성격 5요인 모델에 한 안 상 요인 모델 뿐만 아니라,5요인 모델의

한계,다른 성격특성요인의 제시 등이 지속 으로 제기되고는 있으나 많은 성격심리학자

들이 인간의 보편 인 성격구조를 설명하는데 성격 5요인을 한 모델로 인식하고 있

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을 토 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성격 5요인 측정도구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차를 이해하는데 매우 요하며(유태용,1999;

Mount&Barrick,1998),연구자들은 개인의 특성을 표할 수 있는 요인 는 구조가

무엇인지에 해 많은 심을 보여 왔다(Goldberg,1990;McCrae&Costa,1987;Mount

&Barrick,1998).

일반 으로 성격요인은 Big5로 표되며,성격 5요인(Big5)측정도구는 형용사로 기

술된 어휘상 근법(lexicalapproach)과 문장으로 구성된 비어휘상 근법(nonlexical

approach)으로 구분된다(Saucier,1994).<표 II-4>에서와 같이 표 인 Big5성격측정

도구인 NEO-PI-R은 NEO-PI(McCrae&Costa,1985)에서 개정된 성격검사의 하나로,성

격 특성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이경임,안창규,1996).이 도구는 외향성,친화성,성

실성,신경증(정서 안정성),이지성 5개 역으로 분류하고 각 역에 하 요인 6개로

세분화 하여 각 하 요인별 8문항을 구성하여 총 2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문항에

해 매우 불일치(StronglyDisagree:1)에서 매우 일치(StronglyAgree:5)까지 5 리커

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5요인은 6개 하 요인 수들의 합으로 계산된다.기업 조직

구성원을 상으로 한 하 역별 문항의 내 일치도 계수는 외향성 ..82,친화성 .70,성

실성 .84,신경증(정서 안정성).86,이지성 .70으로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냈다(민병모,

2001).

그러나 성격 5요인을 측정하기에는 NEO-PI-R의 문항수가 240으로 많아,Costa와

McCrae(1989)는 이를 60문항으로 축소한 NEO-FFI(Five-FactorInventory)를 개발하 고

(McCrae& Costa,2004)이 도구는 조직심리학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Bern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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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enakis,Feild,Giles&Walker,2007;Chan&Schmitt,2002;George&Zhou,2001),

이 외에도 연구 목 상에 따라 NEO-PI-3(고생 학용)으로 수정되어 사용되

고 있다(McCrae&Costa,2005).

연구자 McCrae&Costa(1992) Saucier(1994) Goldberg(2001)

조사 상 기업 직원1) 학 재학생 호텔 종사원4)

도구명 NEO-PI-R IPIP

하 역

문항수

5 역 240문항1)

-외향성(48)

-친화성(48)

-성실성(48)

-정서 안정성2)(48)

-이지성(48)

5 역 60문항

-외향성(10)

-친화성(10)

-성실성(12)

-정서 안정성(16)

-이지성(12)

5 역 50문항

-외향성(10)

-친화성(10)

-성실성(10)

-정서 안정성(10)

-이지성(10)

응답범

5 Likert

매우 불일치(Strongly

Disagree:1)∼매우

일치(StronglyAgree:5)

8 Likert3)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다(1)∼자신과

완 히 일치한다(8)

5 Likert

매우 불일치(Very

Inaccurate:1)∼매우

일치(VeryAccurate:5)

채 방식

요인별 수는 평균 50,

표 편차 10인 수로

환1)
역별 평균4)

타당도 탐색 요인분석1) 탐색 요인분석 ·

신뢰도 역별 .70∼.861) 역별 .64∼.84 역별 .76∼.894)

비고

-이 도구는 연구 목

상에 따라

NEO-PI-3(고생

학용),NEO-FFI(60문항

축소)등으로 수정되어

사용

-측정문항을 문장이 아

닌 형용사로 사용

-IPIP는 5 역 50문항

과 100문항이 있으나

50문항을 선택하여 설

명

1)민병모(2001)의 자료에서 제시한 것임
2)McCrae&Costa(1992)는 정서 안정성의 반 특성인 신경증으로 측정함
3)Saucier(1994)에는 응답범 와 채 방식이 락되어 박일경 외(2010)의 연구결과를 제시함
4)Goldberg(2001)가 제시한 IPIP는 실제 측정결과가 락되어 있어 국내연구 신강 외

(2006)의 연구결과(조사 상,채 방식,타당도,신뢰도)로 체

<표 II-4>선행연구에서 활용되는 성격 5요인 측정도구 비교

이와 함께 성격 5요인의 측정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IPIP(International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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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Pool)는 Goldberg(1999)가 16PF나 NEO-PI와 같은 성격측정도구가 작권의 문제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 사용이 제한되고 도구의 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문제를 토 로 성격 5요인 측정을 한 신뢰할만한 도구로 개발한 것이다. 한

Goldberg(2001)가 개발한 IPIP는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외에 한

을 포함한 35개 이상의 언어로 해석하여 웹사이트에 제시하고 있다.IPIP는 간단하고 구

체 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만족할만한 심리측정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김인구,허창

구,2007;신강 외,2006;Vey,2003).이 도구는 외향성(10/20문항),친화성(10/20문항),

성실성(10/20문항),정서 안정성 (10/20문항),이지성(10/20문항)5개 역으로 총 50

1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문항에 해 매우 불일치(VeryInaccurate:1)에서 매우

일치(VeryAccurate:5)까지 5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미국 호텔 종사자들을

상으로 IPIP를 측정한 결과 하 역별 내 일치도 계수는 역별 .76에서 .89로 높게

나타났다(신강 외,2006).

Saucier(1994)는 성격 5요인의 측정에서 성격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이용하여 성

격특성을 측정하고자 60개 형용사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 다.Saucier(1994)는

Goldberg(1992)가 개발한 형용사 척도를 기 로 성격 5요인을 나타내는 100개의 형용사와

60개의 형용사를 이용하여 도구를 개발하 다.그가 추천하는 60개 형용사 척도는 5 역

으로 외향성 10문항,친화성 10문항,성실성 12문항,정서 안정성 16문항,이지성 12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 재학생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 역별 내 일치도 계

수는 외향성 .84,친화성 .77,성실성 .74,정서 안정성 .72,이지성 .72로 매우 높은 신뢰

도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성격요인 측정도구 가운데 가장 표 인 측정도구는 McCrae

와 Costa(1985)가 개발한 NEO-PI-R과 Goldberg(1999)가 개발한 IPIP이다.그러나

Goldberg(1999)가 이미 지 한 바와 같이 NEO-PI-R과 같은 성격측정도구가 작권의 문

제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어 사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측정도구의 개

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따라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50개의 간단하고 구체 인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만족할만한 성격요인 측정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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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P(InternationalPersonalityItemPool:Goldberg,2001)가 성격요인 측정도구로 하

다고 할 수 있다.

3)성격 5요인과 직무수행의 계

직무수행은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동기 혹은 기질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동기 혹

은 기질은 개인의 성격과 연 될 수 있다(Borman,Hanson&Hedge,1997).특히 성격의

지속 이고 일 성 있는 특성은 인간의 행동을 측할 수 있어,성격 5요인과 조직구성원

개인의 직무수행과의 계를 살펴보려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유태용,이도형,1997;이

동훈 외,2010;Barrick&Mount,1993;Chan&Schmitt,2002).비서는 상사를 둘러싼

다양한 인 계의 의사소통 리자로서 비서의 성격(personality)은 상사의 이미지에 향

을 수 있어 비서의 직무수행에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조계숙,2002).그러나 비서직에

있어 성격 5요인과 직무수행의 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며,성격 5요인과 비

서의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에 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장은주,이기은,2008;

한주원,2005).

가) 외향성과 직무수행의 계

외향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활발한 활동의 정도를 나타낸다.외향성은 특정 직업의

직무수행에서만 유의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Johnson,2003).타인과의 상호작용과 활발

한 활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외향성은 업직과 같이 고객과 활발한 계를 유지해야 하

는 직종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성격요인으로 측된다(Prienetal.,2009).실제로 업직

을 상으로 외향성과 직무수행의 계에 한 연구를 통해 외향성의 측력은 안정 으

로 보고되고 있다(Barrick& Mount,1991;Hurtz& Donovan,2000).유태용과 이도형

(1997)의 연구에서도 국내 업직에서 외향성은 직무수행과 .236의 높은 정 인 상 계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국내 업과 마 ,서비스 등의 직무가 포함된 국내

업 직무에서 활동 이고 사교 인 사람들이 높은 직무수행 수 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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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rtz와 Donovan(2000)은 성격 5요인과 직무수행의 계를 메타분석한 연구에서 직무

수행에 한 외향성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10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외향성을 직무수행의

안정 인 측변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국내에서도 유희경 외(2007)의 연구에서 직무수행

성과를 고객지향성,기존고객유지 신규고객창출로 정의하고 외식업 종사자를 상

으로 성격 5요인과의 계를 분석한 결과,외향성은 고객지향성에만 유의한 향을 보이

고 있어 외식 스토랑 종업원의 성격요인과 직무수행의 계에서 외향성은 부분 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호텔종업원을 상으로 한 이형주와 최계 (2008)의

연구에서도 외향성은 직무수행에 유의하지 않은 계를 보이고 있어 외향성과 직무수행

의 계는 직종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서직에 있어서 외향성과 직무수행의 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고

있으나,장은주와 이기은(2008)은 맥락수행과 유사한 조직시민행동 직무만족과 비서의

성격특성에 한 연구에서 외향성은 조직시민행동과 직무만족에 정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 다.이러한 연구결과는 비서의 직무태도와 맥락수행에 외향성이 정 인 상

계를 보이고 있어 비서의 직무수행과의 상 계를 기 할 수 있다.특히 외향성은 인

계와 하게 련이 있는 업직에서 측타당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유태용,

이도형,1997;Barrick&Mount,1991;Hurtz&Donovan,2000),비서직에서도 사내외 다

양한 사람들과 상사를 연결하는 커뮤니 이션 리자로서의 역할은 비서의 기본 인 역

할로 제시되고 있다(유승혜,2002;Stroman,etal.,2008).

나) 친화성과 직무수행의 계

친화성은 타인에게 정 하고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이타 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Huntz와 Donovan(2000)은 메타분석을 통한 성격 요인과 직무수행과의 연구결과 친화성

은 고객서비스직에서 상 계 .13과 타당도 .12로 성실성 다음으로 높은 정 인 계를

보 다.고객서비스가 요한 호텔 종업원을 상으로 성격 5요인과 직무성과를 분석한

이형주와 최계 (2008)의 연구에서도 친화성은 직무 련 지식정도와 직무수행정도를 측정

한 직무성과에 정 으로 유의한 계를 나타내고 있다.호텔조리사를 상으로 성격요인

과 직무만족 직무성과를 연구한 이성희와 유경민(2012)의 연구에서도 친화성은 정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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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서비스직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친

화성의 측력은 안정 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는 타인에게 친 하고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는 서비스직의 직무특성이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Salgado(1997)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친화성은 반 으로 모든 직업의 직무수행에

요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직과 경찰직에서는 친화성이 직무수행과의 상

계(.09)와 타당도(.14)에 있어서 유의미한 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업에

따라 친화성과 직무수행의 계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성격 5요인과 맥락수행은 정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Kamdar와 VanDyne(2007)는 엔지니어를 상으로

친화성이 상사지원(.28)과 동료 력(.47)에 정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이고 있음을 밝

히고 친화성이 맥락수행인 조직시민행동에 측타당한 변인임을 강조하 다.호텔 베이커

리 종사자를 상으로 한 이원석(2011)의 연구에서도 친화성은 이타심에 .28의 정 인 상

계를 나타내었으나,시민정신에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 연구결과를

토 로 친화성은 맥락수행에 부분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화성은 모든 직업의 직무수행에 안정 인 측변인은 되

지못하나 타인에게 친 하고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는 서비스직과 타인을 돕는 맥락수행

의 측변인이 되고 있다. 기업 임원실의 고객의 요성을 고려할 때 임원 비서의 친화

성 성격요인과 직무수행과의 계를 기 할 수 있으나,실증 연구를 통해 임원 비서의 친

화성과 직무수행과의 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다) 성실성과 직무수행의 계

성실성은 조직의 규칙을 지키려는 특징을 지닌 성격요인이며,성격 5요인 에서 성실

성은 부분의 직무에 해 측타당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Arthuretal.,2001;

Barricketal.,2001).Barrick과 Mount(1991)가 메타분석을 통하여 직무수행과 성격 5요

인과의 계를 4개 직업(경찰, 리직, 업사원 기술 숙련직)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

한 결과,성실성은 모든 직업의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rtz

와 Donovan(2000)의 연구에서도 직무수행에 한 성실성의 타당도는 업직 .26,고객서

비스직 .25, 리직 .17 기술직 .15로 모두 .15이상의 유의미한 타당도를 보 으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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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성격요인보다 높은 측타당도를 나타냈다.성격요인과 수행과의 국내연구 통합분석에

서도 성실성 요인이 다양한 수행 거와 연구 상자들에 걸쳐 직무수행에 한 타당한

측변인으로 나타났다(유태용,민병모,2001).

리자를 상으로 한 Barrick과 Mount(1993)의 연구에서도 성격 5요인 직무수행에

한 성실성의 타당도가 .25로 가장 높은 측력을 보 으며, 업부서장을 상으로 성

실성과 상사의 직무수행 평가 업실 과의 계를 연구한 Barrick,Mount와

Strauss(1993)의 결과에서도 성실성은 직무수행 평가(.23)와 업실 (.12)에 유의한 상

계를 나타냈다.이와 같이 성실성은 직업이나 직 ,문화 등에 계없이 직무수행을

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이는 성실성의 요소인 책임감,근면함,성취감 등

이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치는 특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실성이 높은 사

람들은 목표지향 이며,모든 일에 최고를 지향하기 때문이다(McCrae& Costa,2003).

Arthuretal.(2001)는 성실성이 다양한 직업의 직무수행에서 유의한 측변인이며,상

으로 그 지 못한 정도는 오직 5%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는 Witt(2002)가 성실성

요인은 일반 인 인사채용에서 지원자의 직무수행을 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주장한 것

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비서직에 있어서도 성실성과 직무수행의 계에 한 직 인 연구결과는 없으나,장

은주와 이기은(2008)의 연구에서 성실성이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과 정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비서에게 요구되는 자질 태도에서 정확

성,기억력(주의력),책임감이 매우 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김정아,2012;조계숙,최애

경,2007),이는 성실성의 요소인 근면,성취감,역량(competence)과 유사하므로 비서직에

서도 성실성이 직무수행에 정 으로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라) 정서적 안정성과 직무수행의 계

정서 안정성은 개인의 정서 안정 정도와 세상에 해 편안하게 인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며,정서 안정성은 성실성 다음으로 직무수행과 유의한 계를 보이는 성격요인

이다.Salgado(1997)와 Hurtz와 Donovan(2000)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직무수행에 한

정서 안정성의 타당도가 .19와 .13으로 정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성실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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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타당도가 낮게 나타났다.유태용과 민병모(2001)가 국내 선행연구를 다양한 수행 거

와 성격 5요인의 계를 통합분석한 연구에서도 정서 안정성이 성실성과 외향성과 함

께 타당한 측변인임을 보고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Salgado(1997)의 연구에서는 정서 안정성의 타당도가 .10이상인 직업이 문가(.29),

기술직(.17) 경찰(.15)이며,.10이하의 낮은 측력을 보인 직업은 리직(.08)과 업

직(-.05)으로 업직은 방향성에 있어서도 부(-)인 계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다른 성

격요인과 비교하 을 때 정서 안정성은 성실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보다 타당도가 높고

직무수행과 유의한 계를 나타내고 있어 비교 안정 인 측력을 보이고 있다.국내에

서는 유태용과 이도형(1997)이 6개 직업(경 지원직,보험증권직,국내 업,해외 업,소

트웨어,연구개발)에서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과의 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국내 업

직에서만 정서 안정성이 유의한 향 계를 나타냈다.이와는 반 로 유희경 외(2007)

가 외식업 종사자를 상으로 성격 5요인과 고객성과인 고객지향성,기존고객유지 신

규고객창출과의 계를 연구한 결과 정서 안정성만이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미치고

가장 요한 성격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서 안정성은 직무수행에 일반 인 측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Barrick

&Mount,2005)직업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비서직에서는 정서 안정성과 직무수

행 간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 으나 비서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서 정서 안정성의

주요 요소인 침착성이 매우 요하게 고려되고 있다(김정아,2012;박성민,권정언,2009).

따라서 비서직에서 정서 안정성과 직무수행과의 계를 악하기 하여 실제 인 연

구로 향 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마) 이지성과 직무수행의 계

이지성은 창의 이고 새로운 것에 개방 인 특성을 보인다.이지성은 Hurtz와

Donovan(2000)의 연구에서 고객서비스직에서 .17의 정 상 계를 보 고 리직과 기

술직에서는 부(-) 상 계를 보이고 있다.싱가폴 공무원을 상으로 성격요인과 직무

수행의 계를 연구한 Chan과 Schmitt(2002)의 연구에서 이지성은 직무수행과 맥락수행

에서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치고 보고되고 있다.반면,유태용과 이도형(1997)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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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은 경 지원직의 직무수행에 유의한 상 계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나,해외 업직

과 보험증권직에서는 유의한 측변인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이지성은 직업 직무환

경에 따라 직무수행에서 상이한 측력을 보이고 있다.이는 이지성이 직무수행의 안정

인 측변인이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장은주와 이기은(2008)이 비서를 상으로 이지성과 조직시민행동 직무만족과의

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이지성은 두 가지 변인에 모두 유의하지 않은 계를 보이고 있어

비서직의 직무태도와 맥락수행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지성과 비서의

직무수행의 계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정성휘(2008)는 비서직에서 이지성의 요

소 하나인 창의성의 요성을 주장하 으나 직무수행의 측변인이 아닌 비서의 개인

특성에 향을 받는 결과변수로 고려되고 있어,이지성과 비서의 직무수행과의 계를 확

인하기 해서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기업의 조직개편 업무

시스템 변화에 한 응력은 기업 임원 비서에게 요구되는 주요 자질이므로(조계숙,최

애경,2007),새로운 것에 한 개방 인 특성과 지 능력을 나타내는 이지성은 비서의

직무수행을 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직무수행의 계

상사의 특성 리더십 유형이 부하의 직무수행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는 많은

심을 받아왔으며(Bono& Judge,2003;Purvanova,Bono& Dzieweczynsky,2006;

Walumbwa,Avolio&Zhu,2008),그 이유는 상사의 리더십 발휘는 부하의 직무동기부여

와 직무유효성 증 를 목 으로 하기 때문이다(김희철 외,2009). 통 인 리더십이론에

서는 리더의 개인 특징 는 상황 특성 등의 평균 리더십 유형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으나,최근 상사와 부하를 개별 계로 제하며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질이

부하의 직무수행 성과에 미치는 향에 심이 모아지고 있다.이 연구에서는 상사의

리더십 특성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고찰하여 비서의 직무수행과의 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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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사-부하 교환 계(LMX)개념

상사-부하 교환 계(LMX)모델은 상사가 부하인 구성원 개개인과 서로 다른 유형의

계를 맺고 있으며 상사와 부하 간의 개별 인 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Dienesch&Liden,1986;Phillips&Bedeian,1994).리더의 개인 특성,상황 특징

는 이 둘의 상호작용의 함수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설명하는 통 이론과 달리,상사-

부하 교환 계(LMX)이론은 분석의 수 으로 상사와 부하 간의 개별 인 양자 계를

용하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Gerstner&Day,1997).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집단

내 상사와 부하의 사회 교환 계의 수 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상사와 부하의 교환 계

의 질 수 은 조직에 한 지원 이타주의와 계가 있어 상사-부하 교환 계(LMX)

는 조직에 한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Uhl-Bien&

Maslyn,2003).

실 으로 한 집단의 상사는 각각의 부하에게 서로 다르게 행동하고 이에 따라 부하

들은 자신과 상사와의 계를 서로 다르게 지각하는 것이 일반 이다(수진,구 모,

2003).즉,상사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자신의 열정(energy)을 모든 부하에게 동일하게 나

수 없다(Fairhurst&Chandler,1989;Kang&Stewart,2007).이때 상사는 부하들과

다양한 계를 형성하며 상사와 각각의 부하들 간의 댜앙한 교환 계의 질(quality)을 형

성한다(Dienesch&Liden,1986).따라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이론에서는 상사와

부하의 계는 상사가 자신의 부하에게 모두 동일한 스타일로 하지 않으며,각각의 부

하와 서로 다른 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수

이 높을수록 상사는 보상과 승진의 결정,심리 배려와 지원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구

성원,즉 부하에게 제공하며,부하는 이에 해 조직에 한 공헌이나 상사에 한 개별

화된 충성과 노력 등을 교환한다(이은혜,김민수,2010).

국내에서는 ‘Leader-MemberExchange'를 연구자에 따라 상사부하 교환 계(정 용,

조철호,2010;최병권 외,2011),상사-부하 교환 계(박명옥,2008;오인수 외,2006;이규

만,1999;장은주,이기은,2008) 리더-멤버 교환 계(김순희,이용일,2009;백 미,김

성국,2000)등으로 해석하여 명하고 있다.상사와 비서의 계에서 부하는 비서를 의미하

므로 비서직에서는 상사-비서 교환 계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장 아,최애경,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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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구 모,2003).이 연구에서는 한 용어의 의미가 유사하므로,많은 선행연구에서 사

용되고 있는 ‘상사-부하 교환 계’로 상사와 부하 간의 교환 계를 명하고자 한다.

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단일차원의 부하의 성과에 한 상사의 높은 질의 교환이

라는 단순한 교환 계에서 시작하 으나,상사와 부하는 매우 다양한 이유로 서로 교환

계를 맺고 있어 상하-부하 교환 계(LMX)의 개념은 다차원 인 근이 필요하다(Liden

&Maslyn,1998).이러한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다차원 은 리더와 구성원의

계를 이해하고 상사-부하 간 계의 발 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다. 재까지 상사-

부하 교환 계(LMX)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하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표 II-5>참

조).

연구자 상사-부하 교환 계(LMX)하 차원

Dienesch&Liden(1986)

-교환의 기여(contributionoftheexchange)

-충성심(loyalty)

-정서 애착(affect)

Graen&Uhl-Bien(1995)

-의무감((obligation)

-존경심(respect)

-신뢰(trust)

Liden&Maslyn(1998)

-정서 애착(affect)

-충성심(loyalty)

-공헌의욕(contribution)

-존경심(professionalrespect)

Schriesheim,C.A.,Castro,S.L.

&Cogliser,C.C.(1999)

-상호 지원(mutualsupport)

-신뢰(trust)

-호감(liking)

-자율권(latitude)

- 심(attention)

-충성심(loyalty)

<표 II-5>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하 차원

Schriesheim etal.(1999)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하 요소에 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교환 계(LMX)의 하 요소로 상호 지원,신뢰,호감,자율권,주의(attention)

충성심 등이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으며,그 에서도 존경,신뢰 조(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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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andobligation)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구성요소로 이용하고 있음을 주장

하 다.이 세 가지 구성요소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질의 개념을 설명하는 하

요소로 많은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으며(장은주,이기은,2008;장 아,최애경,2007),이

세 가지 구성요소인 상호간의 능력에 한 존경,상호간의 신뢰 그리고 상호간의 의무

(interactingobligation)는 시간이 지나면 경력 지향의 사회 교환으로서 트 십으로

발 한다(Schreisheimet.al,1999).이 외에도 Liden과 Maslyn(1998)은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하 요소로 정서 애착(affect),충성심(loyalty),공헌의욕(contribution),존

경심(professionalrespect)을 제시하고 있다.Graen과 Uhl-Bien(1995)도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다차원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LMX의 하 요인으로 의무감(obligation),

존경심(respect),신뢰(trust)를 제시하 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집단 내 상사와 부하 간의 교환

계 수 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 연구에서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질을 비서와

상사 간의 업무 계에서 부하인 비서가 인지하는 상사와의 교환 계로 정의하고자 한

다.이때 부하가 느끼는 상사와의 교환 계의 질의 결정요인은 Liden과 Maslyn(1998)이

제시한 부하가 지각하는 상사와의 정서 애착,상사에 한 충성심,상사와 조직에 한

공헌의욕 그리고 상사에 한 존경심으로 구성된다.

2)상사-부하 교환 계(LMX)측정도구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측정하는 도구는 Graen과 Uhl-Bien(1995)그리고 Liden

과 Maslyn(1998)의 도구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표 II-6 참조>).Graen과

Uhl-Bien(1995)의 척도는 LMX-7인 단일차원의 7개 측정항목을 제시하고 있다.이들은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의무감((obligation),존경심(respect),신뢰(trust)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 으나,이들이 개발한 14개 항목들이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요인

분석을 통해 하나의 단일 요인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주장하 다.이들이 제시한 도구는 5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문항별 응답 척도가 상이하다. 를 들어 1번 문항은

거의 그 지 않다(Rarely:1)에서 ∼ 매우 그 다(VeryOften:5)까지 이며,2번 문항은

그 지 않다(Notatall:1)에서 매우 그 다(Fully:5)로 응답척도를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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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제시한 LMX-7단일차원의 측정도구는 선험 도구이나 이후 많은 실증 연구

들을 통해 이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김성 ,황수 ,양 교,2009;

장 아,최애경,2007;정 용,조철호,2010;Gerster& Day,1997).장 아와 최애경

(2007)은 기업 임원 비서를 상으로 이 측정도구를 사용하 으며,내 일치도 계수는 .91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이 측정도구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개념을 다차

원 속성으로 이해한 것과 달리(<표 II-6>참조),측정에 있어서는 단일차원으로 측정하

는 한계를 갖고 있다.

Scanduran&Graen(1984)가 개발한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단일 역 측정도구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고 있다(Tordera,

Gonzalez-Roma&Peiso,2008).이 도구를 이용하여 Tordoraetal.(2008)이 공 보건센

터 직원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항의 내 일치도 계수는 .8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개발한 상사-부하 교환 계(LMX)도구는 1995년 이 의 선행연구,즉

Graen과 Uhl-Bien(1995)그리고 Liden과 Maslyn(1998)의 도구가 개발되기 이 많은 연

구에서 사용되었으나(Kinicki& Vecchio,1994;Kozlowski& Doherty,1989;Major,

Kozlowski,Chao&Gardner,1995),최근의 연구에서는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Liden과 Maslyn(1998)은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다차원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측정도구도 하 차원으로 구분됨을 주장하며 실증분석을 통하여 4가지의 하 차원인 정

서 애착(affect),충성심(loyalty),공헌의욕(contribution)그리고 존경심(professional

respect)으로 4 역 12문항을 개발하 다.각 문항에 해 동의하지 않음(Strongly

Disagree:1)에서 동의함(StronglyAgree:7)까지 7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며,기업에 재직 인 직원과 최근 근무경험이 있는 학생과 학원생을 상으로 조사

한 결과 재직 인 직원그룹의 하 요소별 내 일치도 계수는 정서 애착 .90,충성심

.74,공헌의욕 .74,존경심 .89로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냈다.Liden과 Maslyn(1998)이 개발

한 도구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다차원으로 이해한 선행연구들에서 많이 사용되

고 있다(김미형,2009;Bauer,Erdogan,Liden& Wayne,2006;Kamdar& VanDyn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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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Scanduran&

Graen(1984)
Graen&Uhl-Bien(1995) Liden&Maslyn(1998)

조사 상 공 보건센터 직원1) 기업 임원 비서2)

- 직원(organizational

employee)3)

-학생(재 는 최근

근무경험 있는 학부

학원생)

도구명 LMX7 LMX-MDM

하 역

문항수

1 역 7문항1)

(:"Doyouknowhow

satisfiedyoursupervisor

iswithyou?","Towhat

extentdoyoufindyour

supervisor able to

understand your

problemsandnees?")

1 역 7문항

(Doyouknowwhereyou

stand with yourleader...

doyouusuallyknowhow

satisfied yourleaderis

withwhatyoudo?(Rarely,

VeryOften)

- How welldoes your

leader recognize your

potential? 그 지 않

다(NotatAll:1)∼매우

그 다(Fully:5)

4 역 12문항

-정서 애착(3)

-충성심(3)

-공헌의욕(3)

-존경심(3)

응답범 4 Likert1)

5 Likert

그 지 않다(Notat

All: 1) ∼매우 그 다

(Fully:5)

7 Likert

동의하지

않음(StronglyDisagree:

1)∼

동의함(StronglyAgree:

7)

채 방식 · 수합계 ·

타당도 · 탐색 요인분석2)
-탐색 요인분석

-확인 요인분석

신뢰도 .881) .912) 역별 .74∼.903)

비고

-문항별 응답 척도가 상

이함(를 들어 1번 문

항은 Rarely ∼ Very

Often,2번 문항은 Not

atall∼ Fully로 측정)
1)Tordera,Gonzalez-Roma&Peiso(2008)의 실증분석 자료
2)Grein&Ulh-Bien(1995)에는 타당도,신뢰도 등이 락되어 장 아,최애경(2010)의 연구결

과를 제시함
3)‘공헌의욕’역은 1차 조사결과 내 일치도가 낮아,수정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학생과

생산직 근로자를 상으로 .74와 .77의 신뢰도 결과를 얻음

<표 II-6>선행연구에서 활용되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측정도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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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구성은 단일차원보다는

다차원 속성으로 이해되고 있으며,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측정에서도 이를 토

로 측정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Liden,Sparrowe&Wayne,1997).이 연구에서 상사-부

하 교환 계의 질은 비서와 상사 간의 업무 계에서 부하인 비서가 인지하는 상사와

의 교환 계로 정의하 고,상사를 지원하는 비서에게 상사와의 정서 애착,상사에

한 충성심,상사와 조직에 한 공헌의욕 그리고 상사에 한 존경심은 기업 임원 비서의

상사와의 교환 계를 측정하기에 합하다고 할 수 있다.

3)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직무수행과의 계

직무에 있어 상사가 부하에게 기 하는 직무의 수 과 부하 자신의 직무인지에는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며,이러한 직무이해의 차이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통해 일

수 있어(Hsiung&Tsai,2009),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직무수행에 정 인 향

을 미치게 된다(Kamdar& VanDyne,2007;Townsend,Da-Silva,Mueller,Curtin&

Tetrick,2002;Wayne,Shore,Bommer& Tetrick,2002;Xu,Huang,Lam & Mian,

2012).비서의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비서의 직무특성상 비서는 독자 으로 존재할 수 없

고 상사와 비서간의 계에서만 발생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비서의 직무수행에 요한 측변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비서직에 있어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직무수행의 계에 한 연구는 아

직 수행되지 않았으며,장은주와 이기은(2008)이 맥락수행과 유사한 개념인 조직시민행동

에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외에도

비서직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직무만족,이직의도 등의 직무태도와 련한 연

구들이 수행되고 있다(이종찬,장경혜,2003;장 아,최애경,2007; 수진,구 모,2003).

수진과 구 모(2003)는 서울지역의 기업 임원 비서를 상으로 상사-부하 교환 계

(LMX)의 질과 비서의 직무만족 갈등지각과의 계를 분석한 결과 상사와의 교환 계

(LMX)의 질을 높게 지각하는 비서일수록 직무만족이 높고 갈등지각의 정도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이는 상사와 교환 계(LMX)의 질이 높은 비서는 보다 많은 재량권과 직무

할당 그리고 상사와 커뮤니 이션 기회가 제공되므로 자신의 성과에 해 상사가 만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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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이에 따라 직무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장은주와 이

기은(2008)은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조직시민행동 직무만족과의 계를 분석하

으며,연구결과 모두 정(+)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학 총장비서를 상으로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질을 연구한 이종찬

과 장경헤(2003)의 연구결과에서도 총장과 비서(상사-부하)간 교환 계(LMX)의 질이 높

은 경우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를 보면, 학조

직의 비서도 기업 임원 비서와 같이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질이 직무태도인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수 의 향상에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장 아와 최애경(2007)은 국

내기업과 외국기업 외국합작사에 근무하는 임원 비서를 상으로 상사와 비서의 교환

계(LMX)질과 직무태도인 직무만족,조직몰입,이직의도와의 계를 분석하 으며,연

구결과 상사와의 교환 계(LMX)의 질을 높이 지각하는 비서일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직의도에는 부(-)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 다.이와

같이 비서의 직무태도와 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상사와 부하 간 교환 계(LMX)가 형성

되어 발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이론을 통해 상사와 비서의

사회 교환이 비서의 직무에 유의한 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나인표,1998;

이종찬,장경혜,2003;장은주,이기은,2008;장 아,최애경,2007).즉,비서의 직무특성상

직무수행을 해서 상사와 많은 상호작용을 가져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상사-부

하 교환 계(LMX)가 형성되게 되며 이러한 교환 계가 비서의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

는 변인이 될 수 있다.

상사-부하 교환 계(LMX)에서 상사와 부하는 각기 다른 상호 계를 발 시키며,상

사와 부하 간의 높은 교환 계의 질은 상사와 부하가 더 많은 물질 자원,정보 흥미

로운 직무를 교환할 때 발생된다(Liden&Maslyn,1998;Kang&Stewart,2007).높은

질의 상사-부하 간 교환 계를 유지할 때에 부하는 상사로부터 우호 인 우를 받게 되

고,직무 련 커뮤니 이션이 향상된다(Graen&Scandura,1987). 한 상사와 충분한

의 기회를 갖게 될 뿐 아니라 좋은 성과평가를 받을 수 있어 부하는 다양한 혜택을

리게 되며(Harris,Wheeler&Kacmar,2009),이처럼 부하가 높은 질의 상사-부하 교환

계을 맺게 되면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Gerstner&Day,1997).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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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질이 높은 부하에게 상사는 보다 요하고 흥미로운

과업들을 임하고 혜택을 더 부여함으로써 부하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상사에 한 스트 스를 일 수 있게 되며(오인수 외,2006),상사-부하 교환 계(LMX)

의 질은 부하의 직무행동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즉,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통해 상사와 좋은 계를 맺고 있는 부하들은 높은 수 의 직무수행을 보여 으로써 상

사에게 보답하려 하므로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질은 부하의 직무수행 향상에 정

인 향을 다(Gerstner& Day,1997;Huang,Iun,Liu& Gong,2010;Xuetal.,

2012).

Kamdar와 VanDyne(2007)도 다국 기업의 엔지니어를 상으로 상사-부하 교환 계

(LMX)와 직무수행의 계를 분석하며,직무수행을 직무수행(taskperformance)과 내

동료를 돕는 행동인 시민행동 수행(citizenshipperformance)으로 구분하고 각각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 냈다.이처럼 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직무수행 뿐만 아

니라 맥락수행과 유사한 용어인 시민행동 수행과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arrisetal,2009;Ilies,Nahrgang&Morgeson,2007).상사-부하 교환 계(LMX)

이론에 따르면 부하들이 상사로부터 지원,신뢰 유무형의 이익을 받게 되면 부하들은

이에 보답하고자 하는 의무감이 향상된다(Gouldner,1960;Erdogan&Enders,2007에서

재인용).이에 높은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맺고 있는 부하들은 상사에게 높은 직무

수행 성과로 보답하려 한다(Erdogan&Enders,2007;Harrisetal.,2009).

Harris외(2009)는 다양한 조직의 종사원(엔지니어,회계직원,은행가,비서 행정지원

직원,교사,기업 임원 공무원)을 상으로 상사-부하 교환 계(LMX)에서 부하가 인

지하는 상사와의 교환 계(LMX)와 부하의 직무수행과의 계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들은 부하의 직무수행을 상사가 인지하고 있는 부하의 직무수행

완수 수 등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하의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

는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Chen,Lam Zhong(2007)의 연구

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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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 워먼트와 직무수행의 계

1)임 워먼트 개념

임 워먼트(empowerment)는 사 의미로 ‘권한 부여’,‘권한 임’등의 의미로 정의

되며,경 학에서 임 워먼트는 할 수 있다는 개인 경험의 동기부여 과정을 말한다

(Corsun&Enz,1999).임 워먼트의 의미를 단순한 ‘임’이 아닌 ‘할 수 있게 하다(to

enable)'의 의미로 해석한 Conger와 Kanungo(1988)는 임 워먼트를 동기부여 인 측면과

계구조 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으며,동기부여 인 측면에서 임 워먼트는

조직구성원이 무언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즉 개인의 능력에 한 개인 신

념을 강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한 계구조 인 측면에서의 임 워먼트는 조직구성

원에게 활력을 주기 해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으로,구성원 간의 힘(power)은 조직에서의

공식 인 권한 는 통제권을 의미한다.

Thomas와 Velthouse(1990)는 임 워먼트의 개념을 과업수행자신감에서 동기부여 개념

으로 확장하 으며,임 워먼트를 다차원 인 속성으로 인식하고 임 워먼트를 개인의 직

무역할 수행 의미성,과업수행자신감(competence),자기결정력 향력의 인식을 통

해 증가된 내재 과업 동기부여(intrinsictaskmotivation)로 정의하 다.Spreitzer(1995)

는 Thomas와 Velthouse(1990)의 주장과 동일하게 4개의 하 차원들로 임 워먼트가 구

성되어 있음을 주장하 다.

Spreitzer(1995)가 임 워먼트의 하 요소로 제시한 의미성은 개인의 기 에 비추어

단된 직무 목표의 가치를 의미한다.과업수행자신감(competency)은 능숙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개인의 믿음으로서,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로 주어진 직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한 개인 믿음을 의미한다.자기결정력은 직무활동의 시

작과 조 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단력을 나타낸다(Deci,Connel&Ryan,1989).마

지막으로 향력은 개인의 직무활동이 목표성취 는 목 등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

는 개인 신념을 의미하며(Thomas& Velthouse,1990),보다 구체 으로 업무단

(workunit)내에서 리와 운 결과에 한 개인의 향력 수 을 의미한다(Logan&

Ganster,2007).Spreitzer(1995)는 임 워먼트의 구성개념을 실증연구를 통해 타당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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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이후 이들이 주장한 임 워먼트의 다차원 인 속성과 하 구성요인의 지각을 통한

내재 동기유발과정을 임 워먼트의 주요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기 로 한 련연구

들이 수행되고 있다(남경희,박정호,2002;박혜진,최애경,2009;Siegall&Gardner,2000;

Spreitzer,1995,1996).

Pecci와 Rosenthal(2001)도 임 워먼트의 개념을 자신이 맡은 직무 역할에 한 개인

지각에 을 두고 이를 이해하 다.이처럼 구성원의 내면 동기 측면을 강조한 심리

임 워먼트는 개인의 직무수행을 통해 직 으로 얻은 경험과 자신의 역할에 한

인지태도와 연 된다(오붕익,이시경,2011;Harrisetal.,2009;Spreitzer,1995).Keller와

Dansereau(1995)는 임 워먼트를 개인 인 통제,즉 결정력의 지각으로 이해하 고

Leslie,Holzhalb&Holland(1998)는 조직구성원의 임 워먼트를 직무수행 상사에게 의

존하는 것과 반 로 구성원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향력(power)에 한 구성원의

속성으로 이해하 다.이러한 워의 개념에 있어 박원우(1997)는 임 워먼트의 워는

zero-sum이 아닌 positive-sum,즉 상사와 부하의 상호작용의 결과 서로의 워가 더 커

질 수 있음을 강조한 근방법으로 이해하고 구성원에게 임 워시켜 자율 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상사와 부하 모두 워가 커지는 상으로 이해하 다.

임 워먼트는 부하에게 권한을 다고 해서 리자의 권한이 어드는 것이 아니며,부

하에게 권한을 으로써 상사와 부하 모두 힘이 커지게 된다(임창희,김 천,2003).

Cattaneo와 Chapman(2010)도 임 워먼트를 사회 상호 계속에서의 향력(power)으로

이해하 으며,이들은 임 워먼트를 향력이 작은 개인이 향력을 높일 수 있는 가치있

는 목 을 설정하고 자기효능감,지식 과업수행자신감(competence)을 발달시켜 자신의

행동의 향력을 반 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을 토 로 이 연구에서는 임 워먼트를 단순한 권한 임에 국한하

지 않고 조직구성원이 과업에 해 개인의 내 동기를 강화하는 심리 측면을 심으

로 고찰하고자 한다.즉,조직구성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수행하기 해서는 자신에게 주

어진 직무 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과업수행자신감을 지니고 자신의

직무 직무수행의 가치를 지각하고 있어야 개인의 내 동기화가 활성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임 워먼트를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가치를 인식하고 직무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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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자신감과 역량을 키우며 직무수행에서 자기결정력과 향력을 지각함으로서 직무에

한 수행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임 워먼트 측정도구

개인 수 의 임 워먼트 측정은 Spreitzer(1995),Leslie 외(1998) Pecci와

Rosenthal(2001)의 도구 등이 활용된다(<표 II-7>참조).개인의 임 워먼트 측정에 많이

활용되고,상 으로 일 개발된 것은 Spreitzer(1995)가 개발한 측정도구이다.

Spreitzer(1995)는 임 워먼트가 다차원 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Thomas와

Velthouse(1990)가 제시하고 있는 임 워먼트의 4가지 하 요소인 의미성,과업수행자신

감(competence),자기결정력 향력을 측정하기 한 도구를 개발하 다.특히 도구선

정 기 으로 임 워먼트의 개별 요인에서 하나의 차원에만 이 맞추어진 항목들과 문

항들이 조직환경이 아닌 개인 경험에 이 맞추어진 항목들을 기 으로 측정문항을

선정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 각 역별 가장 높은 타당도를 보인 3개 문항을 선정하여 측

정도구를 구성하 다.

Spreitzer(1995)가 임 워먼트를 측정한 4개의 구성개념은 의미성(meaning),과업수행자

신감(competence),자기결정력(self-determination)그리고 향력(impact)을 말한다.의미

성은 자신의 직무 역할과 신념 직무행동 들이 합한지를 의미하며,과업수행자신감

(competence)은 직무수행에 한 자신감과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자기결정성은

직무의 자율권을 그리고 향력은 직무 결과에 한 향력의 정도를 의미한다.결국 이

러한 지각은 자신의 직무 역할에 한 극성(activeorientation)으로 나타난다.그에 따

르면 의미성이란 작업 목 의 가치 는 작업역할의 요구와 개인의 신념 간의 합성을

말하며,과업수행자신감(competence)은 능숙하게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한 개인의 믿음으로서 자기권능감과 일치하는 개념이다.자기결정력은 작업방법,속도

노력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율성을 반 하며, 향력이란 개인의 직무에서

략 ·리 는 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향력의 행사 정도에 한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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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Spreitzer(1995)
Leslie,Holzhalb&

Holland(1998)

Pecci&

Rosenthal(2001)

조사 상
- 간 리자

-하 직 직원
사회복지사

유통업 서비스

종사자

하 역

(문항수)

4 역,12문항

-의미성(3)

-과업수행자신감(3)

-자기결정력(3)

- 향력(3)

3 역,18문항

- 자기 임 워먼트

(PersonalOrientation

toWork:6)

-조직구성원 임 워먼

트(WorkEnvironment:

6)

-클라이언트 계변화

(Work Relationship:

6)

3 역,9문항

-SE국제화(3)

-직무 역량(3)

-직무 자율성(3)

응답범 7 Likert

5 Likert

동의함(Strongly

Agree:1)∼

동의하지 않음(Strongly

Disagree:5)

5 Likert

동의하지

않음(StronglyDisagree:

1)∼

동의함(StronglyAgree:

5)

타당도 확인 요인분석 탐색 요인분석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

- 간 리자 체

역 .72

-하 직 체 역

.62

역별 .82∼.83 역별 .69∼.80

비고
-측정도구명:Worker

EmpowermentScale

<표 II-7>선행연구에서 활용되는 개인의 심리 차원의 임 워먼트 측정도구 비교

Spreitzer(1995)가 개발한 도구는 의미성 3문항,과업수행자신감 3문항,자기결정력 3문

항 향력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응답범 는 7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간 리자와 직 이 낮은 직원들을 상으로 조사한 체 내 일치도 계수는

간 리자는 .72,직 이 낮은 직원은 .62로 보고하 다.이 도구는 개인수 의 임 워먼트

를 측정하는 도구로 선행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권인수,최 근,2011;오상은,

2009;Gomez& Rosen,2001;Harrisetal.,2009;Raub& Robert,2010;Siegall.&

Gardner,2000;Wong&Lee,2009),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수정되어 활용되기도 한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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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조철호(2010)는 4가지 하 요인 과업수행자신감(competence)을 제외한 3가지

요인만을 이용하 으며,Alsua(2002)는 요인분석을 통해 자기결정력과 향력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 새로운 변수명인 통제감으로 명하여 의미성,과업수행자신감(competence)

그리고 통제감을 임 워먼트의 요인으로 측정하 다.Harris외(2009)는 7 척도를 수정

하여 5 리커트 척도로 측정도구를 구성하 으며 남기 (2009)는 4 리커트 척도로 측

정도구를 구성하여 이용하 다.

Leslie외(1998)는 임 워먼트를 업무자 특성과 조직의 요구를 더 잘 맞출 수 있는 결

과로 이해하고 Spector(1986)의 WorkLocusofControlScale을 기 로 측정도구를 개발

하 다.Leslie 외(1998)는 임 워먼트를 3개의 역인 자기효능감의 지각(Personal

OrientationtoWork)6문항,업무환경 지각(WorkEnvironment)6문항,업무 계(Work

Relationship)6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응답범 는 동의함(Strongly

Agree:1)에서 동의하지 않음(StronglyDisagree:5)까지 5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

어 있으며,사회복지사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내 일치도 계수는 자기 임 워먼트

.83,업무환경 지각 .83,업무 계 .8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이들이 개발한 임 워먼트의

측정도구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개인의 직무에 한 지각,과업수행에서의 자신감 자기

결정력 등 개인의 심리 동기부여과정으로 이해한 Spretizer(1995)의 도구와 달리 ‘업무

환경 지각’과 ‘업무 계’ 역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을 둘러싼 조직분 기와 직무 간 계

까지 포함하고 있어 측정 역이 개인에서 조직환경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장신재(2003)가 사회복지사의 임 워먼트를 측정하기 하여 Leslie외

(1998)의 측정도구 구성개념을 토 로 세부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세 가지 역으로 하

요인을 분류하 으며,이는 자기 임 워먼트(PersonalOrientationtoWork),조직구성원

임 워먼트(WorkEnvironment),클라이언트 계변화(WorkRelationship)이다.장신재

(2003)는 자기 임 워먼트 8문항,조직구성원 임 워먼트 9문항,클라이언트 8문항으로 총

25문항을 구성하 으며,사회복지사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 일치도 계수는 자기 임

워먼트 .68,조직구성원 임 워먼트 .76,클라이언트 계변화 임 어먼트 .68로 양호하

게 나타났다.국내의 사회복지사의 임 워먼트 측정 련 연구에서는 Leslie외(1998)의 측

정도구를 그 로 이용하거나(김명성,2012),국내 사회복지사를 상으로 Lieslie외(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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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개발한 장신재(2003)의 측정도구를 이용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이동 ,김정업,2012).

Pecci와 Rosenthal(2001)은 임 워먼트를 직무에 부여된 자율성의 지각인 의의 개념

으로 이해하 으며,경 자 혹은 리더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장 근무자의 직무수행에는

리더십 스타일보다는 직무에 부여된 자율성이 더욱 정 인 효과를 볼 수 있음을 강조

하 다.이들은 연구 상을 서비스업으로 한정하고 서비스업의 장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하기 한 조건으로 홀륭한 서비스의 가치를 이해,그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 다.Pecci와 Rosenthal(2001)은

이들이 주장한 임 워먼트의 개념을 토 로 척도를 개발하 으며,이 척도는 훌륭한 서비

스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ofSE)3문항,직무 역량(jobcompetence)3문항 그리고

직무 자율성(jobautonomy)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이 제시한 3가지 역은

Spreitzer(1995)가 제시한 의미성,과업수행자신감 자기결정력과 유사하다.응답범 는

동의하지 않음(StronglyDisagree:1)에서 매우 동의함(StronglyAgree:5)까지 5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유통서비스 종사자를 상으로 이 도구를 측정한 결과,내

일치도 계수는 SE국제화 .80,직무 역량 .69,직무 자율성 .76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임 워먼트 측정도구 가운데 가장 표 인 측정도구는

Spreitzer(1995)가 개발한 도구이며,하 요소는 의미성 3문항,과업수행자신감 3문항,자

기결정력 3문항 향력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도구는 임 워먼트의 개념을 직

무에 을 맞추고 직무에 있어 개인수 의 임 워먼트를 측정하는 도구로 선행연구에

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어,일반 으로 임 워먼트를 측정하기에 합하다고 볼 수 있

다.

3)임 워먼트와 직무수행과의 계

직무수행 장에서 임 워먼트의 개념은 구성원들에게 직무에 한 재량권과 결정권을

주어 그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과정을 의미하며(Eccles,

1993),과업수행자신감,자기결정력, 향력 등 직무 련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Drake,

Wong&Salter,2007).따라서 높은 수 의 임 워먼트를 지각하는 직원은 그들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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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기부여되고 이는 정 인 직무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Spreitzeretal.,1997).

임 워먼트가 높은 직원은 과업수행자신감을 바탕으로 스스로 노력하게 되고 이는 맡

은 직무에 한 동기를 유발하게 되므로(Spreitzer,1995;Thomas&Velthouse,1990),임

워먼트는 부하의 직무태도 직무행동에 향을 미치게 되는데 심리 임 워먼트는

부하의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김희철 외,2009;Cho,2008;Enz&

Fulford,1995;Lidenetal.,2000).임 워먼트는 맥락수행과 유사한 의미로 간주되는 자

발 이고 동 인 행동인 조직시민행동(권인수,최 근,2011;한진환,김이태,2007;

Seibert,Wang&Courtright,2011;Wat& Schaffer,2005)은 물론 직무성과(Harriset.

al.,2009;Koberg,Boss,Senjem &Goodman,1999)에도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임 워먼트와 비서의 직무수행에 한 선행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으나,최근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 임 워먼트와 직무태도 련 선행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박혜

진,최애경,2009;신국희,2002;이희숙,2003;정성휘,2006).비서의 직무수행에 있어 임

워먼트에 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업의 구조변화로 인해 비서의 역할이 다기능화,조

정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어 상사의 지시에 따르는 수동 역할에서 변화하는 확 된 요

구를 수행해야 하는 능동 비서직무의 특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희숙,2003;정

성휘,2006).즉,비서직 역시 통제 심의 리에서 벗어나 자율과 몰입 심으로 변화되

어야 하며,이에 따라 동기가 유발되고 성취감을 느껴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향상될 수

있다(신국희,2002).

정성휘(2006)는 비서의 임 워먼트 수 이 높아지면 직무에 한 충만감이 높아지고

통제감을 높이게 되어 궁극 으로 직무만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주장하 으며,연구결과

임 워먼트 의미성,과업수행자신감 향력이 직무만족에 정(+)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비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일에 해 의사결정권을 갖고,직무에

한 자신감을 갖게 되면,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무력감 스트 스 해소를 격감시키고

나아가 강한 직무의욕 성취감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박혜진과 최애경(2009)은

기업의 비서를 상으로 비서의 임 워먼트 수 정도와 임 워먼트가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으며 연구결과 비서의 임 워먼트 수 은 비교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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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수동 비서보다는 능동 으로 비서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임 워먼트의 하 구성요소 의미성, 향력과 과업수행자신감이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자기결정력은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비서의 직무태도와 임

워먼트에 한 선행연구(신국희,2002;이희숙,2003;정성휘,2006)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임 워먼트를 지각한 비서는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고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

더욱 더 몰입하고 있어,비서의 직무수행에 있어 임 워먼트는 요한 변인으로 기 할

수 있다.

임 워먼트와 직무수행과의 계를 밝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Liden외(2000)는 임

워먼트 하 요인 의미성과 과업수행자신감(competence)이 직무수행인 부하의 동,구

두 커뮤니 이션,기획 조직,기술 능력,고객 서비스,업무량에 모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Enz와 Fulford(1995)는 임 워먼트의 구성요인인 의미성,과업수행

자신감,자기결정력 향력 모두가 부하의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 냈다.Cho(2008)는 직무수행을 의미하는 역할 내 수행(in-roleperformance)과 직무수

행을 지원하는 조직시민행동인 역할 외 수행(extra-roleperformance)으로 구분하여 임

워먼트와 역할 내외 수행과의 개별 인 계와 더불어 역할 내외 수행을 합한 개인의 직

무수행과 임 워먼트와의 계를 분석하 으며,연구결과 임 워먼트가 모두에 직 으

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 다.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임 워먼트는 부하

의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기 (2009)와 최철수(2001)는 임 워먼트와 직무성과의 계를 분석하 으나,남기

(2009)는 직무성과를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나 과업을 달성하기 하여 보여

노력의 과정이나 결과로,최철수(2001)는 구성원이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종사원의 직무수행능력과 직무를 기꺼이 수행하고자 하는 자발 인 의욕으로 설명

하고 있어 이는 직무수행을 의미한다.남기 (2009)의 연구에서 임 워먼트는 직무성과,

즉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다른 선행연구와 달리 임

워먼트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철수

(2001)의 연구에서도 임 워먼트가 직무수행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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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경 자의 기본 인 과업은 종사원들이 자발 으로 능력

을 발휘하여 직무를 효과 으로 수행해 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임 워먼트의 하 구성요인인 직무 자율성과 결정성을 지각하는 조직구성원은 스스로

직무 실수를 찾아내고 이를 수정할 수 있어 직무가 효율 으로 진행되며(Lawler,1992),

나아가 높은 임 워먼트 지각은 직무수행과정에 있어 심리 안정감을 갖게 되어 신

직무행동 도 인 직무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허갑수,변상우,

2007;Raub&Robert,2010).이와 같이 부하들의 정 인 직무정서인 개인의 심리

임 워먼트 지각은 부하의 직무수행에 직 인 향을 미치므로 구성원의 임 워먼트에

한 심을 가져지게 되면 정 인 직무수행결과를 얻을 수 있다(김희철 외,2009).

심리 임 워먼트가 높을수록 상호호혜규범에 의하여 권한을 주는 상사에 한 믿음

이 강해질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 부하는 조직에 한 자발 이고 충성 인 행동을 하려

하므로 임 워먼트는 맥락수행과 유사한 개념인 조직시민행동에 해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권인수,최 근,2011:한진환,김이태,2007;Wat&Shaffer,2005).한진환과

김이태(2007)의 연구에서도 조직구성원들의 심리 임 워먼트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종업원들에게 심리 임 워먼트를 강화

시켜 수록 조직에 기여하기 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므로 조직시민행동이 높아

짐을 의미한다(한진환,김이태.2007;Huang,Iun,Liu&Gong,2010).

라.성격요인과 직무수행의 계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매개

효과

부하의 직무수행은 직무와 련한 상사와의 교환 계(LMX)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특성이 직무수행에 직 인 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상사와의 교환 계

(LMX)가 원활하지 않으면 직무수행수 이 낮아질 수 있다.이규만(1999)은 외향성 정도

가 높은 부하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통해 부하의 조직행동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보고하며,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부하의 성격과 직무수행의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

을 확인하 다.그러나 아직까지 성격요인과 직무수행 계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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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X)의 매개역할에 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으며,성격요인과 직무수행

계에서의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조 효과 성격요인과 직무만족 계에서 상사-

부하 교환 계(LMX)의 매개 계의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박명옥,2008;Bauer,

Erdogan,Liden&Wayne,2006).

Baueretal.(2006)는 기업의 신규 임원(newexecutives)을 상으로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직무수행의 계에 있어 성격요인인 외향성의 조 효과를 분석하 으며,연구

결과 신규 임원들이 외향성이 낮은 경우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직무수행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반 로 외향성이 높은 신규 임원들은 상사-부하 교환 계(LMX)

가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호텔종사원을 상으로 성격요인과

직무만족 계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매개역할을 연구한 박명옥(2008)의 연구

에서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친화성,외향성,신경증(정서 안정성) 이지성으로 구

성된 성격요인과 직무만족 계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간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성격요인과 직무태도인 직무

만족 계에서 진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상사-부하 교환 계(LMX)모델이 상사와 부하의 개별 인 계에 을 두고

있어 부하의 개인 특성은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선행요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Bernerthetal.(2007)는 성격 5요인 부하의 성실성과 외향성 성격요인이 상사-부하 교

환 계(LMX)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이지성과 신경증(정서 안정성)은

부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외향성과 상사-부하 교환 계

(LMX)가 유의한 정 인 계를 맺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르면(Bernerthetal.,2007;

Nahrgang,Morgeson&Ilies,2009;Phillips&Bedeian,1994),타인과 활발한 상호작용

을 하려하는 부하의 외향성 성격요인은 상사와 더욱 가까운 계로 발 시키려 하므로

상사-부하 교환 계(LMX)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Sears와 Hackett(2011)는 타

인에 한 심을 나타내는 친화성 성격요인이 상사에 한 정서 애착에 향을 미쳐

상사와의 교환 계(LMX)에 간 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처럼

인 계를 설명해주는 외향성과 친화성 성격특성이 상사와의 교환 계(LMX)에 정 인

향 계를 보이는 것은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상사와의 개별 인 계를 토 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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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이러한 선행연구를 토 로 개인의 성격요인은 상사부하

교환 계(LMX)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직

무수행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를 토 로 직무수행과 성격요인의 계에서 상

사-부하 교환 계(LMX)의 매개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마.성격요인과 직무수행의 계에서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

조직구성원의 성격요인은 임 워먼트 지각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보건교사를 상으로 성격유형과 임 워먼트의 계를 연구한 이윤경(2011)은 직무 역이

다양하고 신속한 응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은 보건교사에게 외향성은 임 워먼트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 다.개인의 성격요인은 직무수행과 더불

어 구성원의 직무수행 동기(performancemotivation)에도 향을 미치고 있는데,Judge와

Illies(2002)는 메타분석을 통해 직무수행동기를 목표설정,직무수행 기 자기 효능감

으로 구분하여 성격 5요인과의 계를 탐색하여 성실성과 신경증(정서 안정성)이 직무

수행의 동기부여에 가장 향력이 있는 변인임을 주장하 다.이 연구에서 임 워먼트를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미성,과업수행자신감,자기결정력 향력

을 지각함으로써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는 개인의 동기부여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므

로,Judge와 Illies(2002)가 주장한 직무수행 동기부여 하 요소인 자기효능감 기 등

은 과업수행자신감(competence)과 향력으로 간주할 수 있어 성실성과 정서 안정성

성격요인은 큰 범주의 임 워먼트에 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성격요인이 임 워먼트 지각에 향을 미치고,임 워먼트가 직무수

행에 미치는 향 계를 고려해 성격요인과 직무수행 사이의 계에 있어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추론할 수 있지만,아직까지 이들 간의 상호 계에 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

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개인 간의 차이는 임 워먼트와 직무수행의 계를 조 하게 되

며(Wall,Cordery&Clegg,2002),임창희(2000)는 부정 감정성향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더라도 그 만큼의 동기부여를 받지 못해 그 효력이 감된다고

주장하고 있어,개인의 성격요인은 임 워먼트를 통해 조직유효성에 간 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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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임 워먼트와 직무수행의 계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매

개효과

임 워먼트는 과업수행자신감을 토 로 동기화된 심리과정이므로 상사의 행동이 부하

의 임 워먼트 지각에 향을 미치게 된다(김희철 외,2009;송병식,고성돈,2001;유승동,

2001;Huangetal.,2010;Keller&Dansereau,1995;Raub&Robert,2010).특히,높은

수 의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맺고 있는 부하들은 자신의 직무수행에서 상사의 지

원은 물론 직무자율성,즉 자기결정력이 증가되어 개인의 임 워먼트 지각수 이 높아지

게 되므로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임 워먼트에 정 인 향력에 하여 많은 연구

들이 보고되고 있다(한진환,김이태,2007;Gómez& Rosen,2001;Lidenetal.,2000;

Wat&Schaffer,2005;Zhou,Wang,Chen&Shi,2011).

이와 같이 조직구성원의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임 워먼트 그리고 임 워먼트와

직무수행의 향 계를 고려해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직무수행 사이의 계에 있

어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추론할 수 있으며,임 워먼트와 조직구성원의 직무행동에

있어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매개 효과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검증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심덕섭,양동민,하성욱(2010)이 국내 제조업체의 사무직 종사자를 상으로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에서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임 워먼트가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향을 완 매개하고 있

음을 보고하 다. 한 강 석(2004)은 서비스 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향에 있

어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임 워먼트의 계를 분석하며,서비스 지향 조직시민

행동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에서 임 워먼트의 매개역할을 보고하 다.이

외에도 한진환과 김이태(2007)는 호텔,보험업,증권업,유통업 등 서비스업종의 종업원들

을 상으로 조직시민행동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에서 임 워먼트의 매개역

할을 실증분석하며,맥락수행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직시민행동과 상사-부하 교환 계

(LMX)의 계에서 임 워먼트 지각이 조직시민행동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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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구통계학  특성과 비서의 직무수행의 계

개인의 직무수행은 연령이나 학력 등의 인 특성이나 재직기간,직 등의 개인 업

무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비서의 직무수행 직무태도와 련된 인구통계학

특성에 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연령과 재직기간이 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

령과 재직기간에 해서는 직장에서 직무를 경험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반복 인 직무

행동과 직무행동의 숙련수 을 의미하는 직무수행은 향상될 수 있으며,비슷한 이유로 연

령이 높아짐에 따라 경험이 축 되어 이는 직무수행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진과 구 모(2003)는 기업 임원 비서들이 지각하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직무

태도인 직무만족 갈등지각과의 계에서 연령과 재직기간(경력)을 통제변수로 사용하

여 이 두 변수들의 효과를 분석하 으며,연령만이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갈등지

각의 계에서 통제변수로서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직무만

족에서는 연령과 재직기간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상사-부하의 교환 계

(LMX)와 갈등지각의 계에서 직무행동의 경험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상사와의 계와

갈등지각과 같은 감정조 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Duarte,Goodson Klich(1994)는 부하의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직무수행과의

계에서 부하가 인지하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질이 높을 때에는 부하의 직무수

행(objectiveperformance) 상사와의 근무기간과는 상 없이 상사의 부하직무평정

(performanceratings)은 높게 나타났으나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질이 낮을 때에는

직무기간이 부하의 직무수행에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상사와 풍부한 교

류를 하지 못한 부하들에게 상사와의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 상사 직무에 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며,재직기간은 간 으로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

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서를 상으로 재직기간과 직무수행의 계를 분석한 김미 (2013b)의 연

구에서 재직기간은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장은주와 이기은

(2008)의 연구에서는 성격특성인 성실성,외향성 이지성과 조직시민행동 직무만족

의 계에서 연령과 재직기간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 다.이들도 비서직 종사들

이 연령과 근속년수가 높아짐에 따라 경험이 축 되어 이 변수들이 조직시민행동과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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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에 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하 으나 연구결과 연령과 재직기간은 유의한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비서직 종사자들을 상으로 연령과 재직기간이

직무수행 직무태도에 미치는 향에 한 선행연구결과 연령과 재직기간의 향력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계속 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인구특성변인으로 자주 다루어지는 것은 성별이다.그러나

임원 비서의 경우 국내 30 기업의 최고경 자를 2명 이상의 비서가 1명의 공동으로 지

원하는 경우에만 남자 비서가 있으며,그 외에 1명의 비서인 경우 모두 여자 비서로 나타

났으며(선형보,최애경,2010).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태도에 한 연구에서도 조사 상자

의 1.9%만이 남자비서로 나타났다.(이열리미,조계숙,2013).김미 (2013b)의 비서의

직무수행에 한 연구에서도 남자 비서의 비율은 3.6%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진(2010)

은 기업 임원 비서의 신뢰와 직무태도와의 계에 한 연구에서 부분의 비서직 종사

자가 여성이므로 조사 상을 여성 비서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이와 같이 기업의

비서직 종사자는 성별에서 여자 비서의 수가 많아 남성보다 월등히 많이 성별차이에 따

른 직무수행의 계를 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특성변인 학력과 직 도 직무수행과 연 을 가진 변인으로 볼 수 있다.교육수

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문 분야에서 도 이고 흥미있는 과제를 수행하여 학문 ·기

술 으로 기여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오창환,정철 ,2012). 수진과 구 모(2003)의

연구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직무만족 갈등지각의 계에서 학력을 통제변

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력은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갈등지각의 계에서만

갈등지각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수행은 아니지만 부정 감정조

로 생각할 수 있는 갈등지각에는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 다.학력

은 비서의 직무수행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김미 ,2013b),기업

임원 비서와 장과 원을 보좌하 비서와는 직무환경 지각에 차이가 있어(박혜진,최

애경,2009),이를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비서의 직무수행은 아니지만 이열리미와 조계숙(2013)은 비서의 과업갈등과 계갈등

지각에 있어 학력과 직 의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으며,학력변인은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원, 리 과장 등의 직 에 따라 갈등지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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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임 워먼트와 직무수행의 계를 부하의 직 으로 구분한 Huangetal.(2010)는

간 리자 그룹과 일반 사원인 콜센터 직원 매장 매사원 그룹으로 조사 상을 구분

하여 임 워먼트와 직무수행 조직시민행동의 계를 분석하 다.연구결과 간 리자

그룹만이 임 워먼트가 직무수행과 조직시민행동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불확실한 직무환경에서 단력을 발휘해야 하는 간 리자는 정해진

업무메뉴얼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콜센터 직원과 매장 직원과 달리 주어진 직무에

한 개인 동기부여 과정인 임 워먼트는 직무수행에 유의한 향을 미치게 되므로 직

이 임 워먼트와 직무수행의 계에 간 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 스토랑의 매니

를 상으로 심리 임 워먼트와 직무수행 간의 계를 분석한 Wallace,Johnson,

Mathe와 Paul(2011)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고 있어 직 은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아.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상사-부하 교환 계(LMX)  임 워먼트의 

계 종합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업무특성 계를 구명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면,직무수행은 성격 5요인,상사-부하 교환 계(LMX) 임 워먼트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8>참조).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조직구성원 개인의 성격특성이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며,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높을수록 직무수행 수 이 향상

되고,자신의 직무를 요하게 인식하고 과업수행자신감을 가질수록 그리고 직무자율성과

향력이 높아질수록 직무수행 수 도 높아진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선행연구결과를 토

로 직무수행과 련 변인 간의 향 계를 설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첫째,성격 5요인 외향성은 직무수행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외향성은

고객과 활발한 계를 유지해야 하는 업직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는 개념 가정(Prienetal.,2009), 업직 종사자에게 외향성 성격요인이 직무수행에

향을 미친다는 상 계 연구(유태용,이도형,1997)와 메타분석((Barrick&Mount,1991;

Hurtz&Donovan,2000)의 연구가 있다. 한 리자를 상으로 외향성이 직무수행에

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이동훈 외,2010;Barrick&Mount,1993)가 있다.친화성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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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행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친화성은 다른 사람들과 자주 하거나 돕

는 직업인 업직이나 리직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향을 미친다는 이론 가정(Barrick

& Mount,1991),고객서비스직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친화성 성격요인이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상 계 연구(이형주,최계 ,2008)와 메타분석(Huntz& Donovan,2000)등

이 있었다.

성실성은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친다.성실성은 부분의 직업 종사자의 직무수

행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개념 가정(Arthur,2001;Barricketal.,2001),메타분석

(유태용,민병모,2001;Barrick&Mount,1991)의 연구가 있다. 한 리자를 상으로

성실성이 직무수행에 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Barrick&Mount,1993;Barricketal.,

1993)가 있다.정서 안정성은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친다.정서 안정성은 직무

수행의 일반 인 측변인이라는 이론 가정(Barrick&Mount,2005),메타분석(유태용,

민병모,2001;Hurtz와 Donovan,2000)연구가 있으며,외식업 종사자의 직무성과에 정서

안정성이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상 계 연구(유희경 외,2007)등이 있다.이지성

은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친다.이지성은 고객서비스직의 직무수행에 향을 미친

다는 메타분석(Huntz& Donovan,2000),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상 계 연구(Chan&Schmitt,2002)등이 있다.

둘째,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직무수행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이와

련된 선행연구로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부하의 직무수행을 향상시킨다는 이론

가정(Townsendetal.,2002;Wayneetal.,2002),상사와 높은 질의 교환 계(LMX)

를 유지하는 부하의 직무수행이 향상된다는 실증연구(Gerstner&Day,1997;Huanget

al.,2010;Xuetal.,2012),개인 뿐만 아니라 의 직무수행을 향상시킨다는 상 연구

(Kamdar&VanDyne,2007)가 있었다. 한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타인과 력

하는 맥락수행과 이와 유사한 의미인 조직시민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친다.이에 한

선행연구로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맥락수행과 유사한 조직시민행동을 측하는

변인이라는 이론 가정(Iliesetal.,2007),부하의 조직시민행동을 향상시킨다는 상

계 연구(Harrisetal,2009),메타분석(Iliesetal.,2007)등이 있었다.

셋째,임 워먼트는 직무수행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이에 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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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임 워먼트는 직무수행에 향을 미친다는 이론 가정(남기 ,2009;Lidenetal.,

2000;Spreitzeretal.,1997),임 워먼트가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일 미친다는 실증

인과 계(남기 ,2009),임 워먼트와 직무수행에 한 상 계 연구(최철수,2012;

Lidenetal.,2000)등이 있다.직무수행에서 개인의 단력이 요구되는 리직을 상으

로 임 워먼트가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실증 인과 계(Huangetal.,

2010),상 계 연구(Wallaceetal,2011)등이 있었다.

넷째,성격요인은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매개로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친

다.이와 련된 선행연구로는 부하의 개인특성 변수들이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매개로 직무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이론 가정(이규만,1999),특히 외향성 성격요인이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매개로 직무수행에 향을 미친다는 인과모형(이규만,1999),

외향성 성격요인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간의 정 인 상 계(Bernerthetal.,

2007;Nahrgangetal.,2009;Phillips&Bedeian,1994)등이 있었다.성격 5요인과 직무

수행 간의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매개효과에 한 선행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

으나,친화성 성격요인이 상사와의 정서 애착(affect)계를 매개로 상사-부하 교환 계

(LMX)에 향을 미친다는 인과 계 연구(Sears&Hackett,2011)가 있다.

다섯째,성격요인은 임 워먼트를 매개로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친다.외향성 성

격요인이 임 워먼트에 직 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서는 외향성은 임 워먼트

에 향을 미친다는 상 계 연구(이윤경,2011),메타분석(Judge&Illies,2002)등이 있

다.

여섯째,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임 워먼트를 매개로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친다.이와 련된 선행연구로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임 워먼트를 매개로 직

무수행에 향을 미친다는 이론 가정(심덕섭 외,2010),상 계 연구(심덕섭 외,2010;

Lidenetal.,2000)등이 있었다.

일곱째,인구통계특성 변인은 직무수행에 향을 미친다.이와 련된 선행연구로는 상

사의 평정이 낮은 부하는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직무수행

과의 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Duarteetal.,1994),임 워먼트와 직무수행의

계에서 직 이 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angetal.,2010;Wallac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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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1).기업 임원 비서의 인구통계학 특성과 직무수행과의 선행연구는 아직 시도되

지 못하고 있으나,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직무태도인 직무만족과 갈등지각에서 연

령이 통제변인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수진,구 모,2003),비서의 갈등지각에 직

이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열리미,조계숙,2013)

계 선행연구

성격 5요인→직무수행

유태용,이도형(1997),유태용,민병모(2001),이동훈 외

(2008), 이원석(2011), 이형주, 최계 (2008), Barrick &

Mount(1991),Barrick&Mount(1993),Chan&Schmitt(2002),

Huntz & Donovan(2000),Kamdar & Van Dyne(2007),

Salgado(1997)

상사-부하 교환 계(LMX)→

직무수행

Gerstner& Day(1997),Harris etal,(2009),Huang,et

al.(2010),Iliesetal.(2007),Kamdar&VanDyne(2007),Xu

etal.,(2012),Townsendetal.,(2002),Wayneetal.(2002)

임 워먼트→직무수행

김희철 외(2009),남기 (2009),최철수(2012),Cho(2008),

Huangetal.(2010),Lidenetal.(2000),Spreitzeretal.(1997),

Wallaceetal,(2011)

성격요인→상사-부하 교환

계(LMX)→직무수행
이규만(1999)

성격요인→임 워먼트 이윤경(2011),Judge&Illies(2002)

상사-부하 교환 계(LMX)→

임 워먼트→직무수행
심덕섭 외(2010),Lidenetal.(2000)

인구통계특성→직무수행
Duarte, Goodson & Klich(1994), Huang et al.(2010),

Wallaceetal.(2011)

<표 II-8>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상사-부하 교환 계(LMX) 임 워먼트의 계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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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 방법

1. 연 형

이 연구의 목 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상사-부하 교환 계

(LMX) 임 워먼트와의 계를 구명하는데 있다.이에 따라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은 직무수행,성격 5요인,상사-부하 교환 계(LMX),임 워먼트이며 직무수행과 주

요 변인 간의 계에 한 선행연구 고찰을 토 로 〔그림 III-1〕과 같은 변인들 간의

계에 한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그림 III-1〕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련 변인들 간의

계에 한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하여 개인

특성 그리고 비서의 직무특성 요인들을 종합 으로 고려하고자 하 다.비서의 직무수행

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에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외에도 다양한 변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개인특성으로는 타인과 구별해주는 특징으로 개인차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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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되는 성격 5요인인 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 이지성을 선정하 다.

기업 임원 비서는 상사를 포함한 사내외 이해 계자들과 다양한 인간 계를 맺고 있어

상사와 외부와의 의사소통이 매우 요한 직무특성이 되므로 극 인 인간 계를 나타

내는 외향성은 직무수행에 향을 미칠 수 있어 선정하 다.이와 더불어 비서는 상사는

물론 외부인에게 정 한 태도와 세심한 배려심을 지녀야 하는 직무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비서에게 밝은 인상, ,좋은 매 ,미소 등의 친화성 요소로 간주할 수 있는 직무자질

이 비서에게 요하게 인식되고 있어 이를 토 로 친화성을 변인으로 선정하 다.근면한

특성을 나타내는 성실성과 기업과 상사의 이미지를 표하는 기업 임원 비서에게 정서

안정성은 요한 직무특성이므로 직무수행의 변인으로 선정하 다.개방 이고 교양이 풍

부한 특성을 가진 이지성은 업무환경 변화에 빠르게 응해야 하는 비서직의 특성상 비

서의 직무수행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선정되었다.

비서의 직무특성으로는 비서직이 비서와 상사 간의 계형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상사의 리더십 특성 상사와 부하를 개별 계로 제한 상사-부하 교환 계(LMX)

를 직무특성 변인으로 선정하 다. 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서 경 자를 효율

으로 보좌하기 한 비서의 직무수행은 상사의 지시에만 따르는 수동 인 비서 역할이

아닌 극 이고 능동 인 직무수행이 요구되며,이에 과업수행의 자신감을 토 로 비서

스스로 직무수행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개인의 직무정서인 임 워먼트를 변인으로 선

정하 다.

이 연구의 모형에 따르면 첫째,성격 5요인인 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

이지성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둘

째,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직무수행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셋

째,임 워먼트는 직무수행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넷째,성격 5요인은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매개로 직무수행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성격 5요인은 임 워먼트를 매개로 직무수행에 간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여섯째,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임 워먼트를 매개로 직무수행에 간 으

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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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대상

이 연구의 상은 국내 기업에서 임원 비서직을 수행하고 있는 비서이다.그러나 국

내기업에서 최고경 자 는 경 자를 보좌하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비서의 직함을 가진

비서의 수를 정확하게 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 으로 기업 임원 비서에 한 구

체 인 통계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기업 임원 비서의 명

확한 모집단 황을 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의 편의를 하여 조사모집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이 연구에서는 기업 임원과 비서직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임원 비서

의 조사모집단을 한상공회의소의 기업정보 사이트(http://www.korchambiz.net)에서 제

공하는 2012년 매출액 기 1000 기업 가운데 상 500 기업으로 설정하 다.

국내기업에 한 자료는 국경제인 연합회의 회원사 정보와,매일경제신문 한국경

제신문에서 매년 발간하는 기업정보,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상장회사 정보 등에서 제

공되고 있으나 한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기업정보는 유가증권/코스닥 상장기업 외

부감사법인을 상으로 한 매출액 자산총계를 기 으로 순 별로 정리하여 제공하기

에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기 로 연구를 진행하 다.

500 기업 임원 비서의 모집단 규모를 보다 명확히 추정하기 하여 500 기업의

5%인 25개 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락처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하고 이어서 각 기업

과의 개별 화연락을 통하여 비서의 수와 비서를 두고 있는 임원의 직 을 조사하 다.

<표 III-1>과 같이 500 기업 임원 비서의 모집단을 추정하기 하여 매출액 순 를 기

으로 한 체계 표본추출방법(systemeticsampling)을 사용하여 매출액 순 1 ,21 ,

41 순으로 조사하 으나,기업에 따라 비서 련 정보를 외비로 하는 곳이 있어 그럴

경우 다음 순 혹은 앞 순 의 기업을 조사하 으며,25개 기업에서 총 154명의 비서의

수를 악하 다.

기업 임원 비서의 운 황을 보면 최고경 자(CEO)1명은 1명의 비서 는 비서실

의 2∼3명 비서로부터 직무보좌를 받고 있다(선형보,최애경,2010).여러 명의 비서가 1

명의 상사를 보좌하는 경우,비서들이 직무를 분담하므로 비서 1명이 수행하는 직무의 범

가 제한 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조사 상에서 제외시켰다.25개 기업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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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1명의 최고경 자를 2명의 비서가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2014년 2월

재 상사를 지원하는 개인 비서는 154명 3개 기업의 6명을 제외한 148명으로 악되

었다.이를 토 로 500 기업의 비서는 148명(25개 기업)×20=2,960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Dillman,Smyth와 Christian(2009)이 제시한 표집크기 계산 공식에 의하면 모집단이

2,960명일 때 95%의 유의수 에서 정 표본의 수는 340명이다.

기업(매출

액 순 )*
임원 비서

수

비서가

있는 임원직

기업(매출

액 순 )*
임원 비서

수

비서가

있는 임원직

A(3) 7 사장,감사 N(261) 2 표이사

B(21) 7 본부장 이상 O(283) 1 사장

C(41) 3 기 1) P(301) 1 사장

D(61) 30 본부장 이상 Q(321) 1 사장

E(82) 6 사장 이상 R(341) 3 사장 이상

F(101) 10 이사 이상 S(361) 1 사장

G(121) 26 상무 이상 T((381) 4 본부장 이상

H(140) 2 사장 이상 U(401) 6 감사 이상

I(161) 2 사장 이상 V(421) 2 부사장,사장

J(182) 1 사장 W(441) 6 상무 이상

K(203) 10 본부장 이상 X(461) 1 표이사

L(226) 10 상무 이상 Y(482) 2 사장,회장

M(241) 10 본부장 이상 총계 154명

2014년 2월 재
*비서를 두고 있는 임원을 기 사항으로 다루고 있어 기업명은 밝히지 않음

<표 III-1> 500 기업 임원 비서의 모집단 추정을 한 표본추출

표본의 선정은 기업 임원 비서의 목록이 없는 을 감안하여 한상공회의소의 기업

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2012년 매출액 기 상 500 기업의 표 화를 이용하여

화연락을 통하여 기업 임원 비서 황을 악하여 설문가능한 부수를 결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3. 측정도  

이 연구에서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상사-부하 교환 계(L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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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워먼트의 계를 구명하기 한 조사도구로 질문지를 사용하 다.질문지는 다섯

가지 역으로 구성되었다.첫 번째 역은 비서의 직무수행의 실제 수행수 을 측정하는

척도이며,두 번째 역은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측정하는 척도이며,세 번째 역

은 임 워먼트를 측정하는 척도이며,네 번째 역은 비서의 개인특성인 성격 5요인을

측정하는 척도이며,다섯 번째 역은 조사 상자의 일반특성을 측정하는 역으로 구성

되었다(<표 III-2>참조).

이 에서 직무수행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선행연구 고찰과 직 기업 임원 비서들과

의 인터뷰 문가회의를 통하여 직 개발한 도구이며,성격 5요인,상사-부하 교환

계(LMX) 임 워먼트에 한 도구는 이 연구의 목 에 부합하다고 단되는 선행 측

정도구의 문항을 추출하여 기업 임원 비서에 합하도록 재구성한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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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역 하 역 문항수 문항번호

직무수행

일정 리 5 I.1∼ 5

화응 5 I.6∼ 10

방문객응 4 I.11∼ 14

사무 어 2 I.15∼ 16

보고 3 I.17∼ 19

회의 리 2 I.20∼ 21

출장 리 4 I.22∼ 25

문서 정보 리 5 I.26∼ 30

경 환경 동향 분석 3 I.31∼ 33

개인신상보좌 3 I.34∼ 36

경조사 2 I.37∼ 38

기타(사무환경 리/회계) 2 I.39∼ 40

상사-부하

교환 계

(LMX)

정서 애착 3 II.1,5,9

충성심 3 II.2,6,10

공헌의욕 3 II.3,7,11

존경심 3 II.4,8,12

임 워먼트

의미성 3 III.1,5,9

과업수행자신감 3 III.2,6,10

자기결정력 3 III.3,7,11

향력 3 III.4,8,12

성격 5요인

외향성 10 IV.1,2,3,4,5,6,7,8,9,10

친화성 10 IV.11,12,13,14,15,16,17,18,19,20

성실성 10 IV.21,22,23,24,25,26,27,28,29,30

정서 안정성 10 IV.31,32,33,34,35,36,37,38,39,40

이지성 10 IV.41,42,43,44,45,46,47,48,49,50

인구통계학 특성 7 V.1∼ 7

합계 121

<표 III-2>질문지 구성

가.직무수행 측정도구

직무수행의 측정은 상사,동료 자기평가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이 에서 직무수행

을 측정 상자 자신이 하는 자기평가 방법은 직무를 통한 자기개발과 자기실 을 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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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가장 신뢰롭고 타당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다(강

순,임화순,2008;박윤희,2003;Chan&Schmiitt,2002). 한 질문지에 의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는 비용과 시간이 감된다는 장 이 있어(나승일,김기용,2007),이 연구에서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self-administeredquestionnairesurveymethod)을 통해 기업

임원 비서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수행을 측정하고자 한다.

직무수행의 측정은 비서의 직무수행을 측정하기 해 개발된 측정도구가 없어 〔그림

III-2〕와 같은 도구개발 차를 수립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 다.연구자가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경우 련 이론에 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측정도구 개발을 한 이

론 고찰을 토 로 하 역을 도출하여 문항선정을 하게 된다(박윤희,2003;이명훈,

2006).그러나 측정도구와 련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경우 하 역을 설정하고 역별

측정문항은 실제 측정 상을 통해 사실 자료를 수집하여 측정문항을 구성한다(이종범,

정철 ,2005;최동선,2003).이 연구에서는 비서의 직무수행 측정도구 련 선행연구

가 충분하지 않아,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분석과 비서 NCS(2013)문헌자료 고찰을 토

로 하 역과 핵심작업을 도출하고 기업 임원 비서들의 의견을 반 하여 1차 비문

항을 개발하 다.이후 비서 련 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 임원 비서의 주요 직

무수행에 한 측정기 을 악하 고,1차 비 문항과 직무수행 측정기 을 결과를 토

로 문가그룹으로 구성된 문가회의에서 그 내용의 타당성에 한 검증을 실시하여

비조사 문항이 측정도구로 개발되었다.선행연구를 토 로 개발된 12개 직무 역의

비문항은 비조사와 본조사 자료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 8개의 구성요인을 확인하여

기업 임원 비서의 하 직무 역을 재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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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측정도구 개발 차

1)측정문항 초안 구성 

직무수행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해 국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분석 련 선행연구와

비서 NCS(2013)자료를 토 로 일정 리, 화응 ,방문객응 ,회의 리,출장 리,경조

사업무,문서 리.사무환경 리,회계,정보수집 리,개인신상보좌,보고,경 환경

동향 분석,사무 어의 주요 직무 역이 선정되었다(<표 II-3>참조).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서의 직무수행 련 측정도구가 개발되지 못하여 측정문항 구성에 한

사실 인 직무자료를 수집하기 하여 직 기업 임원 비서 4명을 선정하여 이들로부

터 핵심 작업 직무내용에 한 자료를 수집하 다.이들 직 비서는 500 기업의 비

서 기업규모,근무 경력,상사 직 등을 고려하여 4명을 선정하 으며,평균 비서 경

력은 5년 5개월(64.5개월)이며,기업의 소재지는 모두 서울이었다.상사의 직 은 부회장

1명,사장(표이사)2명, 무 1명이며,비서의 직 은 리 2명,사원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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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비서 직무의 요도에 한 직 비서들의 의견에 따라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된 작업이 제외되기도 하고 측정문항에 추가된 작업들도 있다.<표 II-2>에서 3개

이상의 선행자료에서 공통으로 제시된 작업 ‘발신하기’,‘방문객 안내하기’,‘방문객 배

웅하기’,‘응 실 정리하기’,‘회의 후 회의장 정리하기’,‘문서 발신하기’,‘소모품 물

품 주문하기’는 기계 이고 단순한 직무내용이라는 직 비서들의 의견을 반 하여 비

문항에서 제외되었으며,‘외국어 번역하기’작업은 기업 임원 비서들의 직무수행 빈도가

낮다는 의견이 있어 측정문항에서 제외되었다.한편으로는 선행연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

으나 직 비서들로부터 기업 임원의 보좌에서 요성이 강조된 ‘상사의 사내외 일정에

한 문의 응 ’,‘출장지 정보수집’이 비문항에 포함되었다.

직무 역에서는 기업 임원 비서는 문서 리보다는 상사 개인의 정보 리 직무가 더

많고 요하며 이 역의 직무들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 하여 ‘문서 리

역’과 ‘정보 리 역’의 2개 과업을 ‘문서 정보 리 역’으로 합하여 제시하 다.사

무환경 리 역과 회계 역은 각 역의 측정문항이 1개 도출되어 독립된 직무 역으

로는 나타낼 수 없어 2개를 합하여 기타 역으로 제시하 다.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총

12개 직무 역에서 40개의 1차 비 문항이 도출되었다(〔부록 3〕참조).

2)측정기  도출

직무수행의 숙련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기 해서는 각 직무 역 작업에서

요하게 측정되어야 할 기 에 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직무를 수행하기 해서는 이

에 필요한 직무역량인 지식,기술,태도가 요구되며( 욱,김진모,2005), 기업 임원

비서의 주요 직무 수행에 한 측정기 을 악하여 이를 측정문항에 반 함으로써 직무

수행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이를 하여 직 비서경력 35년 이상인 직 기

업 임원 비서 1명과 7년 이상의 비서경력이 있는 인사담당자 2명 그리고 비서교육 문가

3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업 역 핵심작업에서의 주요 직무행동을 평가하는 측정기

을 악하 다(〔부록 1〕,〔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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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내용타당도 검증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해 련 문가를 상으로 내용타당

성을 검토하고 비조사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 다.조사도구의 신뢰성 확보를 해서

는 문가의 선정과정이 매우 요하다.이 연구에서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을

가장 잘 악하고 있다고 단되는 문가로 7년 이상 경력의 직 500 기업 임원 비

서 4명,임원 비서경력 7년 이상인 기업 인사담당자 2명, 학의 비서 련학과 임교

원 3명 비서 회 비서교육 문가 1명을 선정하 다(〔부록 2〕참조).

1차 으로 개발된 비문항은 직무수행의 측정기 인터뷰 결과를 토 로 문가 그룹

으로 구성된 문가회의를 통해 그 내용의 타당성에 해 검증을 하 다.이때 각 과업별

표 인 직무 작업들이 포함되었는지,각 하 역별로 제시된 행동 시들이 합한

지,각 문항에 표 의 어색함이나 의미가 불확실한 것은 없는지,문항 내용을 응답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 다. 한 주요 작업 ‘방문객 안내하기’등과

같이 기계 인 직무행동은 삭제되었으며,1개의 작업이 1개 측정문항으로 구성되도록 하

다.

그러나 직무내용에 따라 2개의 작업이 1개의 측정문항으로 구성되기도 하 다. 로

‘일정정보수집’과 ‘일정표작성’은 선행연구에서 각각의 작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정표

작성의 숙련도는 련정보수집의 선행작업이 필수 이라는 문가의견을 토 로 2개 작

업이 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6개 문항에서 2개 작업이 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이외에도 1개 작업이 1개 이상의 측정문항에 포함되기도 하 는데, 로 ‘화선별’은

다른 작업인 ‘화응답’ ‘화연결’등의 작업과 함께 하나의 작업으로 구성되기도 하

고 ‘화선별’작업만으로 하나의 문항이 구성되어 3개의 문항에 포함되어 있는데, 문가

들은 비서직무 빈도수가 가장 높은 화응 의 부분은 ‘화선별’이 주요 목 이 됨

을 강조하 으며 이것이 측정문항 구성에 반 되었다(〔부록 1〕참조).

일정 리 역의 직무는 시간과 계가 있어 측정기 에서 정확성과 비성이 강조되

었으며, 문가회의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구체 인 상황 직무내용이

측정문항에 자연스럽게 제시되도록 비조사 측정문항이 구성되었다. 화응 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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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친 과 상황 단력 등의 측정기 이 측정문항에 자연스럽게 제시되도록 단어수정과

구체 상황이 검토되어 최종 비조사 문항이 구성되었다.

방문객응 역의 1차 비 문항 방문객 안내는 기계 인 직무라는 문가들의 의

견에 따라 삭제되었으며, 정된 방문객에 한 장소 다과 비 련 문항이 추가되었

다. 부분의 방문객은 정된 경우가 많아 이에 숙련도 측정을 해 구체 인 비상황

을 추가하여 문항들이 수정되었다.회의 역은 1차 비 문항으로 3개가 개발되었으나

회의 화응 방문객 응 련 문항은 다른 문항과 복되어 삭제되었으며,회의

는 비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회의 자료 비 사무기기 검의 요성이 강조되어

측정문항이 수정되었다.출장업무는 정확성이 가장 기본 인 측정기 이 되며, 련 정보

의 악 취합능력과 상사 선호도의 정확한 악이 요구되므로(〔부록 1〕참조).내용

타당도 검토과정에서는 이러한 측정기 과 구체 인 직무상황에 한 추가가 측정문항

수정에 반 되었다.출장비용 정산은 개별 인 측정문항으로는 요도가 낮아 삭제되었으

나 회계업무에 부분 으로 포함되었다.

문서 정보 리 역의 직무수행에서는 문서 리의 단력과 문서작성에 필요한 컴

퓨터 활용능력이 요한 측정기 이 되므로,내용타당도 검토에서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상황에 한 내용으로 측정문항이 수정 재구성되었다. 비 문항에서는 문서의

폐기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문가회의에서 강조되어 비조사 문항에 추가되었다.고객의

정보 리에서는 비문항에서 화응 역의 1차 비 문항으로 선정된 화번호 리

직무를 기타 고객 데이터베이스 리로 확장하여 문항을 구성하 다.개인신상보좌 역

에서는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비서직무의 변화가 보고되고 있어(강나리,2012;송가은,

최애경,2012), 문가회의에서 상사의 스마트폰 활용 련 항목을 수정하며 이와 련한

문항이 비 조사 문항에 선정되었다.경조사 역에서는 정보수집보다는 신속정확한 업

무처리 보고가 내용타당도 검토에서 논의되어 측정문항이 수정되었다.기타 역인 사

무환경 리와 회계 역의 측정문항에서는 문가회의를 통해 직무숙련도가 측정될 수

있도록 구체 인 업무가 문항수정에 반 되어 비조사 도구가 개발되었다.

사무 어 역에서는 기업 임원 비서들의 직무수행 빈도가 높고 사무 어를 활용한

주요 직무행동으로 화응 1개 문항과 방문객 응 1개 문항이 개발되었다.보고 역



-86-

은 상사에게 지시받기,지시받은 메시지 달하기와 보고하기 각 1문항이 측정문항에 포

함되었다.경 환경분석 역은 3개의 하 역인 내부환경 악하기,외부환경 악하

기와 경 진 동향분석이 있으며,각 1문항씩 3개 문항을 개발하 다.이 경 진 동향

분석은 개인신상보좌 역에서 제시된 ‘로필 리’작업을 수정하여 문항을 수정하 다.

내용타당도 검증과정에서 비문항에 한 지시문과 응답방식을 검토하 다.직무수행

련 국내 선행연구에서 박윤희(2003)는 응답척도로 ‘매우 잘 수행하지 못한다’,‘잘 수행

하지 못한다’,‘보통이다’,‘잘 수행한다’,‘매우 잘 수행한다’를 사용하 으며,이명훈(2006)

은 ‘매우 낮음’,‘낮음’,‘보통’,‘높음’,‘매우 높음’을 사용하 다.이 연구에서는 기업 임

원 비서의 직무수행 정도를 묻기 한 응답척도로 비서가 객 으로 자신의 직무수행

숙련도를 응답하기에 한 ‘아주 잘 못한다’,‘잘 못한다’,‘보통(간)이다’,‘잘 한다’,‘매

우 잘 한다’로 구성하 다.

4) 비조사  본조사

비조사를 통하여 문항의 내 일치도 계수(α)의 합성,수정된 항목- 체 상 에 의

한 변별도 분석,문항 제거 시 체 도구의 신뢰도 계수를 높이는 문항을 검증하여 본조

사에 활용하기에 합한지를 검증하 다(〔부록 6-1〕 참조). 비조사의 타당도 검증에

서는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선행연구에 의해 분류된 직무 역을 확인하려 하 으

나 유사한 직무들의 공통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요인분석에서 안정된 요인을 얻기 한

표본크기는 연구자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강 철,2013;탁진국,2007;

Arrindell&Ende,1985).안정된 요인을 얻기 한 사례수는 200개 이상이거나 측정문항

수의 5배 이상(탁진국,2007)측정문항의 20배 이상(Hairetal.,1985)이 필요하다.이와

같이 표본크기에 해 무 엄격한 기 을 제시할 필요는 없으나 무 작은 표본크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강 철,2013).이 연구의 목 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을 측정하

고 하 구성요인을 구명하는 것이다.선행연구를 토 로 40개의 직무수행 측정문항으로

안정된 요인을 기 하기 해서는 60개의 비조사 자료로는 안정 인 요인분류의 결과

를 기 하기 어려우며, 비조사에서 문항제거 등으로 무리하게 하 요인을 분류하기 보

다는 본조사에서 안정된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하여 비조사 측정문항을 모두 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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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하 다.

비조사결과 연구자가 작성한 직무수행 측정도구 40개 문항의 내 일치도 계수는 .958

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36번 문항에서 문항삭제 시 α값이 증가하 으나 해당문항

제거 시 신뢰도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를 토 로 36번 문항인 ‘나는 상사의

스마트폰 최신정보기기 기능을 숙지하여 상사의 기기사용을 지원한다.’를 ‘나는 상사의

스마트폰 최신정보기기 기능을 숙지하여 상사의 기기활용을 지원한다.’로 응답자가 문

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항내용을 조 수정하여 본조사에서 활용하 다.

다음으로 문항의 변별도를 단하기 해 문항- 체 상 분석을 실시하 다.분석결과

.282-.756으로 상 계가 나타났다.문항과 체 문항 간의 상 계수가 .30미만이면 척도

내에서 기여도가 낮은 문항으로 평가되므로(홍윤미,황경자,김미자,박창기,2008),문항-

체 상 계에서 .282로 나타난 17번 문항과 .296으로 나타난 29번 문항은 이러한 결과

를 반 하여 문항의 표 을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수정하여 본조사에 활용하

다.

본조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에 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

며,8개 구성요인이 도출되었다.요인분석에서 요인 재량이 .40이하로 나타난 4번,20번,

21번 문항과 여러 요인에 복되게 나타나는 25번 문항 등 4개 문항은 삭제하 다(<표

IV-3>참조).

직무수행 측정문항의 내 일치도 계수(Cronbach'sα)는 .954로 신뢰할 수 으로 나타

났다.하 요인별 내 일치도 계수는 일정 리 역이 .782,상황 단 역 .763, 인

계 리 역 .835,외국어 역 .816,커뮤니 이션 역 .720,정보처리 활용 .726,경

정보분석 역 .723,정보 리 기타 상사지원 역이 .896이었으며 양호한 수 이었

다.

나.성격 5요인 측정도구

성격요인(Big5)측정도구는 Goldberg(2001)가 개발한 IPIP(InternationalPersonality

ItemPool)를 사용하 다.신강 ,이랑,허창구,김재연(2006)의 연구에서 제시된 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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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신뢰도(Cronbach'sα)는 외향성 .89,친화성 .82,성실성 .81,정서 안정성 .84,이

지성 .76으로 나타나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한 편이다.두 가지 각 성격요인들은 10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부 (-)으로 표 된 문항은 자료분석 이 에 역산으로 처

리하 다.

성격 5요인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IPIP(InternationalPersonality

Item Pool)를 사용하므로 비조사에서는 해당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하여 문항의

내 일치도 계수(α)의 합성,수정된 항목- 체 상 에 의한 변별도를 분석하 다.성격

5요인의 체 내 일치도 계수는 .824로 높게 나타났으며,외향성은 .890,친화성은 .898,

성실성은 .867,정서 안정성은 .859,이지성은 .869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정서

안정성 척도 10개 문항 32번 문항과 37번 문항은 문항제거 시 α값이 증가하 다.이지

성 척도에서도 10개 문항 44번 문항과 49번 문항에서 문항제거 시 α값이 증가하 다.

이와 같이 성격 5요인 50개 문항 4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는 문항제거 시

α값의 증가가 없었다(〔부록 6-2〕참조).

다음으로 문항의 변별도를 단하기 하여 문항- 체 상 계를 분석한 결과

.157-.749로 상 계가 나타났다.문항과 체 문항 간의 상 계수가 .30미만이면 척도

내에서 기여도가 낮은 문항으로 평가되는데(홍윤미,황경자,김미자,박창기,2008),문항-

체 상 계에서 32번 문항과 37번 문항은 .241과 .157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조사 결과를 반 하여 정서 안정성 성격요인 2개 문항과 이지성 성격요

인 2개 문항이 수정되었다(〔부록 6-2〕참조).성격요인 측정문항은 정문항과 부정문항

이 섞여있어 불성실응답을 제거하기 하여 추가된 문항은 없다.성격요인 측정도구는 선

행연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만큼, 비조사의 신뢰도 분석에서 문항이 제거

될 때 신뢰도가 높아진 4개 문항을 삭제하기 보다는 문항의 본질 인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 에서 문항을 수정하여 보완하 다.

본조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에 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문항의 내 일치도 계

수(Cronbach'sα)를 분석하 다(<표 III-3>참조).성격 5요인 측정도구의 체 신뢰도는

.870으로 신뢰할 수 으로 나타났다.하 요인별로는 외향성 .696,친화성 .757,성실성

.844,정서 안정성 .834,이지성 .898로 나타났으며,사회과학에서 신뢰도 분석결과 .6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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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어(송지 ,2009),이 연구

에서는 신뢰도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구분 내 일치도 계수(Cronbach'sα)

성격5요인

외향성 .696

.870

친화성 .757

성실성 .844

정서 안정성 .834

이지성 .898

<표 III-3> 성격 5요인의 신뢰도 검증 결과

성격 5요인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김인구 외,2007;신강 외,2006,Vey,2003)를 통

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으나,이 연구에서 연구요인별로 분류되는지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주성분분석을 이용하 고 요인들 간의 상호독

립성을 유지하며 회 하는 직각회 방식을 실시하 다.요인분석 결과 <표 III-4>와 같이

성격 5요인이 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이지성으로 분류됨을 확인하 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에는 정서 안정성 8개 문항이 비교 높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내

고 있으며,요인 2에는 외향성 9개 문항이,요인 3에는 성실성 8개 문항이 도출되었다.요

인 4에는 이지성 6개 문항이,요인 5에는 친화성 4개 문항이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각각의 성격특성과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의 계를 구명하는 것이 목

이므로 요인으로 묶인 문항만을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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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외향성

IV-1 .680

IV-2 .599

IV-3 .642

IV-4 .649

IV-5 .667

IV-7 .726

IV-8 .506

IV-9 .598

IV-10 .614

친화성

IV-11 .649

IV-13 .513

IV-15 .715

IV-17 .695

성실성

IV-21 .645

IV-22 .794

IV-23 .656

IV-24 .804

IV-25 .502

IV-26 .646

IV-27 .777

IV-30 .525

정서

안정성

IV-31 .626

IV-33 .656

IV-35 .739

IV-36 .696

IV-37 .810

IV-38 .843

IV-39 .804

IV-40 .794

이지성

IV-41 .701

IV-43 .583

IV-45 .662

IV-47 .582

IV-48 .484

IV-50 .773

고유값 5.090 4.067 3.946 3.316 2.679

%분산 14.542 11.619 11.274 9.473 7.654

% 14.542 26.161 37.435 46.908 45.563

<표 III-4>성격 5요인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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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상사-부하 교환 계(LMX)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질은 상사 부하 간의 업무 계에서 부하

가 인지하는 상사와의 교환 계(LMX)로 정의하 다.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측정

은 Liden과 Maslyn(1998)의 연구에서 부하가 지각하는 상사와의 정서 애착,상사에

한 충성심,상사와 조직에 한 공헌의욕 그리고 상사에 한 존경심으로 구분한 측정도

구를 사용하 다.상사-부하 교환 계(LMX)측정도구는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범 는 ‘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5)’까지 5 리커트 척도로 체크하도

록 구성되었다.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α)는 Liden과 Maslyn(1998)의 연구에서 정

서 애착 .90,충성심 .74,공헌의욕 .77,존경심 .89로 나타나 양호한 수 의 신뢰도를 보

이고 있다.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측정도구는 문가회의를 통해 국내 기업 임

원 비서에 합하도록 비조사 도구를 구성하 다(〔부록 4〕참조).

국내 기업 임원 비서에 합하도록 수정된 비조사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하

여 60명의 기업 임원 비서를 상으로 한 비조사를 통하여 문항의 내 일치도 계수

(α)를 분석하 다.상사-부하 교환 계(LMX)측정문항의 체 내 일치도 계수는 .941로

높게 나타났으며,하 요인별로 정서 애착 .897,충성심 .830,공헌의욕 .740,존경심 .877

로 연구에서 활용하기에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부록 6-3〕참조).충성심 3개 문항

2번 문항과 공헌의욕 척도에서도 1개 문항인 3번 문항에서 문항제거 시 α값이 증가하

으며 문항제거 시 신뢰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존경심 척도에서도 3개 문항 1개

문항인 4번 문항에서 문항제거 시 α값의 증가하 으나 문항제거 시 신뢰도의 변화가 크

지 않았다.이들 3개 문항은 응답자가 문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항내용을 수정하여 본조

사에서 활용하 다.다음으로 문항의 변별도를 단하기 하여 문항- 체 상 계를 분

석한 결과 .570-.885로 높은 상 계가 나타났다.

비조사를 통하여 기업 임원 비서에 맞게 수정된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를 확보하

기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요인추출방식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 다.요인분석결

과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정서 애착과 존경심이 하나의 요인으로 나타났다(〔부

록 6-4〕참조).이는 정서 애착 척도의 측정문항을 기업 임원 비서에 맞게 수정하면

서 ‘존경한다’,‘믿고 따른다’의 표 이 존경과 같은 요인으로 응답자가 이해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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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따라서 척도 고유의 의미가 응답자에게 해질 수 있도록 측정문항을 수정하여 본

조사에서 활용하 다.공헌의욕 척도에서는 3개의 문항이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어

1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된 공헌의욕 3번 문항을 수정하 다.

본조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에 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문항의 내 일치도 계

수(Cronbach'sα)를 분석하 으며,(<표 III-5>참조).상사-부하 교환 계(LMX)측정도

구의 체 신뢰도는 .928로 신뢰할 수 으로 나타났다.하 요인별로는 정서 애착 .890,

충성심 .846,공헌의욕 .693,존경심 .869로 나타나,이 연구에서는 신뢰도에는 무리가 없

는 것으로 단된다.

구분 내 일치도 계수(Cronbach'sα)

상사-부하

교환 계

(LMX)

정서 애착 .890

.928
충성심 .846

공헌의욕 .693

존경심 .869

<표 III-5>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신뢰도 검증 결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Baueretal.,2006;Harriset.al.,

2009)를 통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으나,이 연구에서 연구요인별로 분류되는지

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주성분분석을 이용하 고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며 회 하는 직각회 방식을 실시하 다.본조사 측정도구의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III-6>과 같이 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정서 애착,충

성심,공헌의욕,존경심으로 분류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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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애착도

II-1 .798

II-5 .685

II-9 .747

충성심

II-2 .615

II-6 .852

II-10 .859

공헌의욕
II-7 .917

II-11 .518

존경심

II-4 .681

II-8 .830

II-12 .854

고유값 2.689 2.433 2.387 1.356

%분산 24.449 22.121 21.697 12.324

% 24.449 46.570 68.267 80.591

<표 III-6>본조사용 상사-부하 교환 계(LMX)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라.임 워먼트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임 워먼트를 조직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직무수

행의 가치를 인식하고 직무수행에서의 자신감과 역량을 키우며 직무수행에서 자기결정력

향력을 지각함으로써 직무에 한 수행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으로 정의하 다.임

워먼트의 측정은 Spreitzer(1995)의 연구에서 임 워먼트를 의미성,과업수행자신감,자기

결정력 향력으로 구분하여 개발한 측정도구를 문가회의를 통해 국내 기업 임원

비서에 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 다(〔부록 4〕참조).

이 연구에서 임 워먼트 측정도구는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응답범 는 ‘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5)’까지 5 리커트 척도로 체크하도록 구성되었다.측

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α)는 Liden외(2000)의 연구에서 의미성 .92,과업수행자신감

.77,자기결정력 .85, 향력 .86으로로 나타나 높은 수 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 기업 임원 비서에 합하도록 수정된 비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

하기 하여 먼 60명의 기업 임원 비서를 상으로 한 비조사를 통하여 문항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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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도 계수(α)를 분석하 다.임 워먼트 측정문항의 체 내 일치도 계수는 .95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하 요인별로 의미성 .883,과업수행자신감 .861,자기결정력 .852, 향

력 .833으로 연구에서 활용하기에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부록 6-5〕참조).각 측정

변인별로 문항제거 시 내 일치도가 증가하는 문항은 없었다.다음으로 문항의 변별도를

단하기 하여 문항- 체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분석결과 각 문항은 해당 역과

높은 상 계를 나타내 변별도가 확보되었다.의미성은 .799-.810,과업수행자신감은

.812-.851,자기결정력은 .790-.814, 향력은 .752-.867로 상 계가 나타났다.

기업 임원 비서에 맞게 수정된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를 확보하기 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하 다.요인추출방식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 다.요인분석결과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의미성과 자기결정력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들 2개 요인에서 요인 재값이

.40이상으로 나타났다(〔부록 6-6〕참조).이는 선행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된

측정문항을 국내 기업 임원 비서에 맞게 수정하면서 ‘경력 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업무 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등의 수정된 문항들이 오히려 측정문항의 원래 의미

를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척도 고유의 의미가 응답자에게 해질 수 있도록 측정

문항을 수정하여 본조사에서 활용하 다.

본조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에 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문항의 내 일치도 계

수(Cronbach'sα)를 분석하 다(<표 III-7>참조).임 워먼트 측정도구의 체 신뢰도는

.901로 신뢰할 수 으로 나타났다.하 요인별로는 의미성 .851,과업수행자신감 .848,자

기결졍력 .774, 향력 .756로 나타나 신뢰할 수 으로 단된다.

구분 내 일치도 계수(Cronbach'sα)

임 워먼트

의미성 .851

.901
과업수행자신감 .848

자기결정력 .756

향력 .774

<표 III-7> 임 워먼트의 신뢰도 검증 결과

임 워먼트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으나,이 연구

에서 연구요인별로 분류되는지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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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분석을 이용하 고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며 회 하는 직각회 방식을 실

시하 다.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III-8>과

같이 임 워먼트는 의미성,과업수행자신감,자기결정력, 향력으로 분류됨을 확인하 다.

측정변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의미성

III-1 .823

III-5 .783

III-9 .845

과업수행

자신감

III-2 .818

III-6 .787

III-10 .751

자기결정력
III-7 .607

III-11 .775

향력
III-4 .853

III-12 .775

고유값 2.390 2.342 1.822 1.415

%분산 23.90 23.416 18.215 14.151

% 23.90 47.316 65.531 79.682

<표 III-8>본조사용 임 워먼트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마.통제변인

이 연구에서는 직무수행과 련 변인들 간의 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하여 인

구통계학 특성이 주는 향을 통제하고자 한다.인구통계학 특성 변인 직무수행과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직무태도에 한 선행연구를 토 로 연령,학력,직 ,재

직기간을 통제변인으로 선정하 다.

4. 료수집

이 연구에서 자료수집은 국내 500 기업의 임원을 상사로 보좌하는 비서를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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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과 화조사 그리고 SNS를 통하여 이루어졌다.설문조사는 한상공회의소의 기업

정보 사이트(http://www.korchambiz.net/)에서 제공하는 2012년 매출액 기 상 500

기업을 상으로 하여 실시하 다.

비조사는 2014년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08부를 배포하여 총 63부가 회수되었다(회

수율 58.3%).이 에서 불성실응답,미응답자료 3부를 제외하여 60부를 비조사 분석에

서 사용하 다(유효응답률 55.6%).본조사는 2014년 10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루어졌

으며,자료수집은 우편 조사방법,이메일 조사방법 그리고 온라인 조사방법을 함께 이용

하 다.자료수집을 해 500 기업의 표 화를 통해 임원실과 연결하여 해당 기업에

재직 인 임원 비서인지를 확인하고 설문 조를 구하고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 으

며,기업 표 화로 임원실에 연락하여 임원 비서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2개의

4년제 학교의 최근 5년간 졸업생과 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3개의 2년제 학

임교원으로부터 500 기업에 임원 비서로 재직 인 졸업생을 추천받아 이들에게 개별

으로 화하여 500 임원 비서로 재직 인지를 확인한 후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수집 조를 구하 다.

자료수집을 해 기업의 임원 비서 력자를 섭외하고 먼 력자에게 개별 인

연락을 취하고,연구의 취지와 질문지 발송에 해 논의하 다.특히 이 단계에서는 각

기업별로 설문조사 상자가 몇 명이 가능한지를 악하고, 력자에게 연구의 취지,설

문 응답방법,질문지 발송 유의사항에 해 논의하고 질문지 설문응답자에 한 인

센티 안내 등이 포함된 설문패키지를 발송하 다.그러나 력자들이 기업의 외부이

메일 발송제한으로 설문응답 설문발송의 어려움을 하 으며,동료 비서들과도 이메

일이 아닌 SNS를 통해 평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 온라인 설문을 요청하여 이를

비하 다.실제로 우편 조사방법과 이메일 자료수집방법만을 이용한 10월 6일부터 10월

22일까지 53개 기업 55명의 임원 비서에게 메일을 발송하 으며 응답한 메일은 27개로

설문응답률은 49.1%로 높았으나 회수된 응답자료는 27개 밖에 얻지 못하 으며,사외발

송 제한이 있는 2개 기업에서는 21개의 응답 자료가 우편으로 회수되었다.

10월 22일 이후부터는 온라인 설문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이메일 119명의 기업 임원

비서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며 온라인 설문도 안내하 으며,설문응답자에게 SNS로 인센



-97-

티 를 발송하며 동료에게 설문요청을 재요청하 으며 질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기 하여

설문지를 발송하고 3일 후에 응답확인 화를 실시하 다.이외에도 질문지의 회수율과

불성실응답을 최소화하기 하여 성격 5요인의 측정문항 안내문에서는 성격요인 측정결

과를 요청하는 응답자에게 개인별 성격 측정결과 안내를 포함하 다.

의 과정을 통해 우편 조사로 21부,이메일 조사로 39부,온라인 조사로 293부가 수집

되어 총 353부가 수집되었다.이 에서 불성실응답,미응답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282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응답자의 일반 특성은 <표 III-9>와 같다.응답자의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이 271명

(96.1%)으로 남자 11명(3.9%)보다 많았다.연령은 평균 25.98세로 19세에서 47세까지 분포

하고 있었다.학력은 4년제 학 졸업이 123명(45.9%)으로 가장 많았으며,2년제 학 졸

업도 117명(43.7%)로 많았으며,고졸 17명(6.3%), 학원졸 11명(4.1%)순이었다.직 은

체로 사원 이 2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리 25명(9.3%),과장 8명(3.0%)이

었으며 기타직 으로는 주임 3명,차장 1명이 있었다.

비서 재직기간은 1년에서 3년 사이가 104명(39.1%)으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는 1년

미만이 65명(24.4%),3년에서 5년 사이 57명(21.4%),5년에서 10년 사이가 30명(11.3%),

10년 이상은 10명(3.8%)순으로 나타났다.고용형태는 정규직이 142명(53.8%)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는 자체계약직이 62명(23.5%)과 견직이 58명(22.0%)로 비슷한 분포로 나

타났다.이를 통해 국내 기업 임원 비서의 45%가 비정규직인 계약직과 견직으로 고

용되고 있으며,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련하여 조사 상자의 비서 재

직기간 3년 미만 비서가 169명(64%)으로 많이 나타난 것과도 연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상사의 직 은 사장 이상이 97명(36.6%)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상무 90명

(33.1%), 무 45명(16.5%),부사장 25명(9.2%)순이었으며,기타 직 으로는 감사 1명,고

문 2명,이사 3명과 지사장 1명이 있었다.상사의 직 과 고용형태의 계에서 상사가 기

업의 CEO인 사장 이상 직 의 임원 비서 총 97명 71명(73.2%)이 정규직이었으며,25

명(25.8%)만이 자체계약직과 견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사장 이하

직 의 임원 비서(160명) 정규직은 66명(41.2%)이며 비정규직은 91명(56.9%)으로 비정

규직 고용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상사 직 에 따른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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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비고

성별

남 11 3.9

여 271 96.1

계 282 100

연령

20-24세 102 36.2
평균:25.98세

(최소:20세

최고:47세)

무응답 31명

25-29세 113 40.1

30-34세 29 10.3

35-39세 5 1.8

45-49세 2 .7

학력

고졸 17 6.3

문 졸 117 43.7

졸 123 45.9

학원졸 11 4.1

계 268 100

직

사원 225 84.0

기타(주임 3명,차장

1명)

리 25 9.3

과장 8 3.0

기타 10 3.7

계 268 100

비서

재직기간

1년 미만 65 24.4

1년∼3년 미만 104 39.1

3년∼5년 미만 57 21.4

5년∼10년 미만 30 11.3

10년 이상 10 3.8

계 266 100

고용형태

정규직 142 53.8

자체계약직 62 23.5

견직 58 22.0

기타 2 .8

계 264 100

상사직

상무 90 33.1

기타(감사 1명,고문

2명,이사 3명,지사장

1명)

무 45 16.5

부사장 25 9.2

사장 이상 97 35.7

기타 15 5.5

계 272 100

<표 III-9> 응답자의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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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료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forWindows18.0을 이용하여 빈도,백분율,평균,

표 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 다.다음으로 연구가설에 한 계를 구명하기 하

여 계 회귀분석이 이용되었다(<표 III-10>참조).

구분 분 석 내 용 분석방법

기 통계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변인별 수
빈도,백분율,

평균,표 편차

연구가설 1 기업 임원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과의 계 계 회귀분석

연구가설 2
기업 임원비서의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

와의 계
계 회귀분석

연구가설 3 기업 임원비서의 직무수행과 임 워먼트와의 계 계 회귀분석

연구가설 4
기업 임원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의 계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매개효과
계 회귀분석

연구가설 5
기업 임원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과의 계에서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
계 회귀분석

연구가설 6
기업 임원비서의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

와의 계에서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
계 회귀분석

주)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련 변인간의 회귀분석에서 연령,재직기간,학력,직 을 통제변인으

로 포함

<표 III-10>연구가설별 자료 분석방법

모든 분석에서는 통계 유의수 은 0.05로 설정하여 처리되었다.구체 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조사 상자인 기업 임원 비서의 일반 특성과 변인인 직무수행,성격 5요인

(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이지성),상사-부하 교환 계(LMX),임 워먼트

의 수 을 악하기 하여 빈도,평균,표 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 다.

둘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련 변인 간의 향력을 구명하기에 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한 기본가정 첫 번째는 분석결과를 신

뢰하고 일반화하기 해서 분석결과에 심각한 향을 수 있는 이상치(outliers)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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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외시켜야만 한다.자료 에 체 형태에서 동떨어져 큰 잔차를 갖는 값을 이상치

(outlier)라 한다.이상치는 자료에 한 회귀식에 향을 미치는데,이상치가 없는 경우의

결정계수가 이상치가 있는 경우보다 더 크다.이상치의 발생 원인은 자료 입력과정에서의

오류,응답 과정에서 응답자의 특이한 답변 등에서 발생한다.단일변량에서 이상치의 발

견은 표 편차를 이용하여 ±3이상의 값을 가지면 이상치라고 단한다.이 경우는 두 변

수의 산포도 분석을 통해서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일반 으로 산포도는 평균선을 기

으로 50∼90%의 신뢰 수 을 이용해서 이상치 여부를 단한다.다변량 분석 회귀

분석의 진단에서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를 이용하여 이상치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

게 된다.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계를 통하여 최종 으로 282개의 응답자료를 분석에 사

용하 다.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련 변인인 성격 5요인,상사-부하 교환 계(LMX)

임 워먼트과의 계를 검증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이때 분석

결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하여 다 공선성과 Durbin-Watson검정을 실시하 다.

다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 간에 상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다.독립변인

간에 상 계가 있는 것을 다 공선성이라하며,다 공선성은 독립변인간의 상 이 지나

치게 높은 경우에 발생한다.다 공선성이 존재하게 되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개별 변인

의 변량을 해석하는 것이 모호해지게 되어 오류를 범하게 되므로 독립변인 간의 다 공

선성이 없어야 한다.다 공선성이 있는지를 단하는 지표는 공차한계(Tolerance)와 변

량팽창계수(VIF)이다.공차한계가 .10이하이거나 변량팽창계수가 10이상으로 나타나면

독립변수 간에 다 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Durbin-Watson검정은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검증하기 한

방법이다.독립성은 실제 자료 값에서 측값을 뺀 나머지 잔차끼리는 서로 상 을 보여

서는 안된다는 의미인데,만약 잔차들끼리 상 을 보이게 되면,검정통계량을 과 추정하

게 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즉,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유의미하게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Durbin-Watson의 통계량은 보통 d라고 표기한다.d값은 0에서 4사이의 값을 가

지며,2에 가까운 값(보통 1에서 3사이)을 가질수록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한다.반

로 0이나 4에 가까운 값이 나오면 잔차 사이에 상 이 존재하여 분석결과로 나온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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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당성이 떨어지게 된다.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인과 독립변인들간의 계를 확인하기

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다 공선성과 Durbin-Watson검증을 통해 회귀모

형이 합한 것을 확인하 다.

셋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

성,이지성)의 계에 한 설명력과 향력을 구명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직무수행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령,학력,비서 재직기간,비서직 을 통제한 상

태에서 성격 5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 으며,변인 간의 향력을 확인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넷째,연구가설인 ‘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정 인

계가 있을 것이다.’는 계 회귀분석을 통해 구명하 다.통제변인을 연령,학력,비서

재직기간,비서직 을 선정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

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4가지 구성요인과의 계를 확인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 다.통제변인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재직기간에 해 직

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를 확인하기 하여 추가로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섯째,연구가설인 ‘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정 인 계가 있을

것이다.’는 계 회귀분석을 통해 구명하 다.통제변인을 연령,학력,비서 재직기간,

비서직 을 선정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임

워먼트의 4가지 구성요인과의 계를 확인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

하 다.통제변인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재직기간에 해 직무수행과 임 워먼트의

계를 확인하기 하여 추가로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여섯째,연구가설인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의 계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James와 Brett(1984),Baron과 Kenny(1986)

그리고 Kenny(2014)가 제안한 방법을 토 로 매개분석을 실시하 다.첫 번째 단계에서

는 원인변인(causalvariable)과 결과변인(outcomevariable)의 계를 검증한다([그림

III-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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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매개분석 단계 개념도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인 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이지성이 종속변인

인 직무수행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다.두 번째 단계에서는 원인 변인인

X와 매개변인 M의 계를 검증하는데,독립변인인 성격 5요인과 매개변인인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를 검증하 다.세 번째 단계는 매개변인과 결과변인을 검증한다.

[그림 III-3]를 토 로 Y를 결과변인으로 하여 매개변인인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직무수행(Y)의 계를 살펴보았다.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c'의 값이 0인 경우 완 매개,

0이 아닌 경우 부분매개로 단한다.이 연구에서는 계 회귀분석을 통하여 성격 5요

인과 직무수행의 계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일곱째,연구가설인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에서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James와 Brett(1984),Baron과 Kenny(1986) 그리고

Kenny(2014)가 제안한 방법을 토 로 매개분석을 실시하 다.이 연구에서는 계 회

귀분석을 통하여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에서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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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연구결과

1. 측정변  반적 특

이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인인 성격 5요인,상사-부하 교환 계(LMX) 임

워먼트와 종속변인인 직무수행의 평균,표 편차,최소값과 최 값 등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성격 5요인에서 성실성은 3.71과 친화성은 3.70이 가

장 높은 수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지성 3.27,외향성 3.24,정서 안정성 2.93

순으로 나타났다.정서 안정성은 보통(3)이하로 나타나 이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3.77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국내 기업 임원 비서들은

상사와 정서 애착,존경심,충성심 공헌의욕에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 워

먼트도 3.75로 나타나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정에서 가치를 인식하고 직무수행에

서의 자신감과 결정력 향력에 해 보통 이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인 직무수행은 평균 3.78로 기업 임원 비서들은 보통 수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구분 변인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5 평균

독립변인

성격 5요인 .399 2.14 4.91 3.32

외향성 .609 1.40 5.00 3.24

친화성 .464 2.30 5.00 3.70

성실성 .596 2.30 5.00 3.71

정서 안정성 .727 1.22 5.00 2.93

이지성 .467 2.10 4.90 3.27

상사-부하 교환 계(LMX) .662 1.36 5.00 3.77

임 워먼트 .573 2.00 5.00 3.75

종속변인 직무수행 .491 1.00 5.00 3.78

<표 IV-1>성격 5요인,상사-부하 교환 계(LMX),임 워먼트,직무수행의 기술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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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 간의 계성을 악하기 하여 상 계 분석을 실시하 으

며,종속변인인 직무수행은 모든 련 변인과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부록 8〕참조).

2. 대기업 원 비  직 수행 수준과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은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기 하여 개발한 12개 직무

역 40문항의 수행수 과 이 연구에서 요인분석결과 8개 요인구조로 분류된 36문항의

수행수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가.직무 역별 직무수행 수

선행연구를 기 하여 개발된 12개 직무 역의 40문항의 수행수 은 5 척도에서 개별

문항의 평균,표 편차,최소값,최 값,해당없음의 응답수를 나타낸 것이다(<표 IV-2>

참조).12개 직무 역 40문항의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총 평균은 3.79로 나타

났다.이를 통해 기업 임원 비서들은 보통 수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이 가장 높은 업무는 기타(사무환경 리/회계)

역(평균 4.25)의 업무 으며,그 다음으로 경조사 역의 업무(평균 4.05), 화응

역의 업무(평균 3.97)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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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문항1)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해당없음빈도

일정 리

I-1 3.85 .786 1 5 16

I-2 3.89 .811 1 5 5

I-3 3.71 .788 1 5 3

I-4 3.85 .811 1 5 15

I-5 3.83 .843 1 5 1

소계 평균 3.82

화응

I-6 4.00 .764 1 5 4

I-7 3.79 .879 1 5 2

I-8 4.17 .723 1 5 5

I-9 3.89 .830 2 5 6

I-10 4.12 .823 1 5 4

소계 평균 3.97

방문객응

I-11 3.39 .878 1 5 25

I-12 3.24 1.008 1 5 18

I-13 3.90 .784 1 5 7

I-14 3.64 .759 2 5 17

소계 평균 3.54

사무 어

I-15 3.17 .991 1 5 35

I-16 3.04 .970 1 5 38

소계 평균 3.11

보고

I-17 3.75 .759 1 5 1

I-18 3.86 .759 2 5 7

I-19 3.99 .732 2 5 1

소계 평균 3.86

회의 리

I-20 3.97 .835 1 5 14

I-21 3.75 .784 1 5 21

소계 평균 3.87

출장 리

I-22 3.96 .823 1 5 27

I-23 3.72 .844 1 5 49

I-24 3.31 .963 1 5 57

I-25 3.87 .818 1 5 20

소계 평균 3.75

문서 정보 리

I-26 4.05 .785 2 5 16

I-27 3.73 .855 1 5 18

I-28 3.72 .791 1 5 12

I-29 3.95 .861 1 5 9

I-30 4.02 .856 1 5 17

소계 평균 3.89

경 환경 동향분석

I-31 3.22 .881 1 5 50

I-32 3.22 .949 1 5 17

I-33 3.93 .866 1 5 17

소계 평균 3.48
1)직무수행 측정문항은 〔부록 7〕본조사 질문지 ‘I’ 역의 1∼40번 문항 참조

<표 IV-2>임원 비서의 직무 역별 직무수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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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문항1)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해당없음 빈도

개인신상보좌

I-34 3.86 .973 1 5 32

I-35 3.97 .931 1 5 25

I-36 3.75 .953 1 5 26

소계 평균 3.86

경조사

I-37 4.10 .843 1 5 9

I-38 3.97 .855 1 5 30

소계 평균 4.05

기타(사무환경 리/

회계)

I-39 4.19 .872 1 5 1

I-40 4.32 .824 1 5 7

소계 평균 4.25

체 평균 3.79
1)직무수행 측정문항은 〔부록 7〕본조사 질문지 ‘I’ 역의 1∼40번 문항 참조

<표 IV-2>임원 비서의 직무 역별 직무수행 수

이외에도 문서 정보 리 역(평균 3.89),회의업무 역(평균 3.87),개인신상보좌

역(평균 3.86),보고업무 역(평균 3.86),그리고 일정 리 역(평균 3.82)등이 체

평균(3.79)이상의 직무수행 수 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출장 리 역(평균 3.75),방

문객응 역(평균 3.54),경 환경 동향분석 역(평균 3.48) 사무 어 역(평균

3.11)은 총 평균(3.79)이하의 직무수행 수 을 보여주고 있으며,이 역에서 해당없음 빈

도 역시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사무 어 역은 응답자의 표 편차에서

도 .991과 .970으로서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어,비서에 따라 직무수행 수 에 차이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조사 상을 외국어사용이 한정 인 국내 기업 임원 비서로

한정함으로써 이 역의 평균 직무수행 수 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서에 따라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수행 수 을 역별로 살펴보면 일정 리 역에서는 문항 2‘주기 으로 상사의

일정확인 자료보고(평균 3.89)’의 직무수행 수 이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는 문항 1

‘일정표 작성(평균 3.85)’과 문항 4‘상사의 면담일정 조정(3.85)’에 한 직무수행 수 이

높게 나타났다.이 역에서 직무수행 수 이 가장 낮게 나타난 업무는 문항 3‘상사의

일정을 기억하여 질문에 비(평균 3.71)’로 나타났다. 화응 역에서는 5개의 문항

3개 문항의 직무수행 수 평균이 4.0이상으로 나타났으며,문항 8‘즉시 화연결하

지 않는 고객에 한 화응 (평균 4.17)’가 가장 높았으며,문항 10‘부재 화의 메모

달(평균 4.12)’,문항 6‘걸려온 화의 선별(평균 4.0)’순으로 나타났다. 화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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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업무에서 해당없음은 282명 6명 이하로 나타나 거의 모든 기업 임원 비서는

화응 역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방문객응 역에서는 문항 13‘정된 방문객을 한 장소 견 비(평균 3.90)’가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는 문항 14‘약속되지 않은 방문객 응 (평균 3.64)’,문항 11‘

정된 방문객 자료 비(평균 3.39)’,문항 12‘주요 고객의 음료기호 차량 정보 수집(평

균 3.24)’순으로 나타났다.사무 어 역의 2개 직무인 문항 15‘화응 사무 어(평균

3.17)’와 문항 16‘방문객응 사무 어(평균 3.04)’로 40개 문항 가장 낮은 직무수행 수

을 나타내고 있어,국내 기업 임원 비서들의 직무 어와 련한 직무의 수행수

이 상 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밝 졌다.

보고업무 역에서는 문항 19‘지시사항 처리 후 보고(평균 3.99)’가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문항 18‘담당자에게 지시사항 달 확인(평균 3.86)’,문항 17‘상사의 지시사항

확인 업무내용 악(평균 3.75)’이었으며,3개의 직무에서 비슷한 직무수행 수 을 보

이고 있다.회의업무 역의 직무수행 수 은 문항 20‘회의개최 통지 확인(평균 3.97)’,

문항 21‘회의자료 비 기자재 검(평균 3.75)순으로 나타났다.

출장 리 역에서는 문항 22‘출장 련 호텔 교통편 약(평균 3.96)’의 직무수행

수 이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는 문항 25‘출장 업무보고(평균 3.87)’순이었다.반면

문항 24‘출장지 정보 조사(평균 3.31)’의 직무수행 수 이 가장 낮았으며,해당없음도 57

명이 응답하고 있어 많은 기업 임원 비서들이 상사의 공식 출장일정 이외의 출장정

보 련 지원은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문서 정보 리 역에서는 문항 26‘우

편물 분류(4.05)’와 문항 30‘고객의 화번호 등 데이터베이스 리(평균 4.02)’의 직무수

행 수 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문항 28‘문서 정보 리(평균 3.72)’와

문항 27‘문서작성(평균 3.73)’이 비교 수행수 이 낮게 나타났다.

경 환경 동향분석 역에서는 문항 33‘상사의 정보 리 제공(평균 3.93)’직무의

수행수 이 가장 높았으며,문항 31‘회사 경 련 정보 악’은 평균 3.22의 직무수행

수 으로 나타났으며 문항 32‘거래처 경쟁기업 정보 악’도 평균 3.22의 직무수행 수

을 나타내고 있다.개인신상보좌 역에서는 문항 35‘건강 련 지원(평균 3.97)’의 직무

수행 수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다음으로는 문항 34‘신용카드,여권,비자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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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확인(평균 3.86)’,문항 36‘최신정보기기 활용지원(평균 3.75)’순으로 나타났다.

경조사 역에서는 문항 37‘경조사 련 비(평균 4.10)’와 문항 38‘화환 조화 도착

비(평균 3.97)’의 직무수행 수 으로 나타나 국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에서 상사의

경조사 련 업무 지원의 수행수 이 높은 것으로 밝 졌다.기타 역인 문항 39‘사무환

경 리(평균 4.10)’와 문항 40‘회계 련 업무 기한 내 처리(평균 4.32)’와 같이 비교 단

순한 직무의 수행수 은 모두 4.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없음 응답자도 매우

었다.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을 측정하기 한 측정문항의 응답에서 직 수행하지 않는

직무의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응답하도록 하 다. 역별 해당없음 결과를 살펴보면

체 응답자 282명 가운데 약 10%인 28명을 과하는 해당없음 빈도를 보여주는 역은

사무 어 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사무 어 역의 직무수행 수 (평균 3.04)역

시 12개 직무 역 가운데 가장 낮은 수 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결과는 아직 국내

기업에서 임원 비서가 직 외국인을 상 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비서들의 일반 인

직무범 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출장 리 역의 문항 23과 24의 해당없음 빈도는 49명과 57명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문항 22의 해당없음 응답자는 27명으로 나타나 많은 국내 기업에서 임원

출장 비를 기업 내의 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개인신상보좌 역은

해당없음 빈도가 28을 넘는 문항은 34번이 유일하나 문항 34번과 35번의 해당없음 빈도

는 25,26으로 나타나 개인신상보좌 역의 직무는 상사 는 기업에 따라 수행여부에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이외에는 일부 역의 문항인 경 환경 동향분석 역 문항

31(50명)과 경조사 역 문항 38(30명)이 응답자의 10%(28명)를 과하는 해당없음 빈도

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며 기업 임원 비서들은 경조사 역,기타(사무환경 리/회계)

화응 역의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지각하고 있었다.반면,

사무 어 역과 경 환경 동향분석 역 업무에 한 직무수행 수 은 낮게 평가하고

있어 국내 기업 임원 비서들에게 어 련 업무와 회사 련 정보 악 업무는 주요

업무 범 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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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직무수행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기업 임원 비서의 구성요인을 구명하기 하여 직무수행 측정도구의 요인분석결과

기업 임원 비서 직무수행 측정도구는 임원 비서가 지각하는 직무의 유사성으로 8개 구

성요인이 도출되었다(<표 IV-3>참조).

요인분석에서 공통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4번,20번,21번 문항의 직무수행수 은

체평균 3.79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으나(<표 IV-2>참조),4번 문항의 해

당없음 응답자 15명 12명의 상사직 은 상무로 나타났으며,20번 문항의 해당없음 응

답자 14명 상무 비서는 6명, 무비서는 2명으로 나타났다.21번 문항의 해당없음 응

답자 21명 상무 비서 10명, 무비서 6명으로 나타나,3개 문항에서 무이하 임원 비

서 이 업무를 비서의 직무로 인식하지 않는 비서들이 많이 있어 직무 공통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특히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회의업무 2개 측정문항(20번,21번)이

요인분석결과 모두 삭제되었는데,이는 20번 ‘나는 상사가 주재하는 회의참석자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고 참석여부를 확인한다.’에서 ‘상사가 주재하는 회의’라는 구체 인 상황의

포함으로 사장 이상의 최고경 자와 달리 상무비서와 무비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가 많거나 문항의 해석의 오류에서 오는 것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문항의 수정을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추후 연구에서 상사의 직 과 상사의 업무와 회의업무와의

계를 구체 으로 악하여 기업 임원 비서의 회의업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여러

요인에 공통성을 나타낸 25번 문항인 ‘출장 업무보고’는 다른 요인들과 복되어 나타

나고 있는데,이는 문항에 나타난 업무내용이 ‘일정 련 보고’와 ‘일반 보고’등의 업무들

과 복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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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1)

요인1

(정보 리

기타

상사지원)

요인2

(인

계

리)

요인3

(상황

단)

요인4

(커뮤니

이션)

요인5

(일정

리)

요인6

(정보

처리

활용)

요인7

(외국어)

요인8

(경

정보

분석)

I-1 .688

I-2 .685

I-3 .442

I-5 .452

I-6 .658

I-8 .619

I-9 .619

I-10 .556

I-26 .481

I-7 .481

I-11 .610

I-12 .647

I-13 .410

I-14 .518

I-23 .587

I-24 .623

I-15 .829

I-16 .828

I-17 .597

I-18 .706

I-19 .627

I-27 .749

I-28 .644

I-36 .550

I-31 .663

I-32 .587

I-22 .497

I-29 .494

I-30 .577

I-33 .617

I-34 .705

I-35 .539

I-37 .559

I-38 .566

I-39 .706

I-40 .694

고유값 4.801 3.467 2.783 2.734 2.485 2.206 2.162 1.811

%분산 13.336 9.631 7.730 7.593 6.902 6.128 6.005 5.029

% 13.336 22.967 30.697 38.290 45.192 51.320 57.325 62.355
1)직무수행 측정문항은 〔부록 7〕본조사 질문지 ‘I’ 역의 1∼40번 문항 참조

<표 IV-3>본조사용 직무수행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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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비서의 직무 련 선행연구에서는 유사한 직무를 심으로 역을 구분하고 있으

며, 문가회의에서도 유사한 직무를 하 12개 역으로 구분하여 각 직무별 측정기 을

제시하 으나(〔부록 1〕참조),요인분석결과 직 기업 임원 비서들은 직무역량을 기

으로 직무를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표 IV-3>참조).8개의 요인구조를 요약하

면 요인 1은 ‘정보 리 기타 상사지원’,요인 2는 ‘인 계 리’,요인 3은 ‘상황 단’,

요인 4는 ‘커뮤니 이션’,요인 5는 ‘일정 리’,요인 6은 ‘정보처리 활용’,요인 7은 ‘외

국어’,요인 8은 ‘경 정보분석’으로 분류된다.상황 단, 인 계 리 등과 같이 부분

의 요인들이 직무역량으로 묶여 있으나,일정 리 요인과 정보 리 기타 상사지원 요

인은 직무 심으로 요인이 묶여있다.이를 통해 상사와 련한 모든 업무가 합쳐진 일정

리와 상사의 기타 지원 업무는 개별 인 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는 8개 구성요인으로 분류된 36문항의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을

나타내는 것으로,5 척도에서 개별 36문항의 요인 역별 평균,표 편차,최소값,최

값,해당없음의 응답수를 나타낸 것이다.8개 요인의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총 평균은 3.78로 나타났다.<표 IV-2>에서와 같이 기업 임원 비서들은 보통 수 이상

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이 가장 높

은 요인 역의 업무는 상황 단력이 요구되는 역(평균 4.05)의 직무 으며,그 다음으

로 정보 리 기타 상사지원 역(평균 4.03),일정 리 역(평균 3.82)순으로 나타났

다.이외에도 커뮤니 이션(평균 3.86)이 체 평균(3.78)이상의 직무수행 수 을 보여주

고 있다. 인 계 리(평균 3.57),외국어(평균 3.11),정보처리 활용(평균 3.73),그리

고 경 정보분석(평균 3.22)은 총 평균(3.79)이하의 직무수행 수 을 보여주고 있으며,이

역에서 해당없음 빈도 역시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무수행 수 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정보 리 기타 상사지원 역에서 기타 상사지

원 련 업무인 문항 22,34,35,39,40모두 평균 이상의 수행수 을 나타내고 있으며,정

보 리 련 업무인 문항 29,30,33,37,38도 모두 평균 이상의 수행수 을 나타냈다.반

면에 해당없음 빈도수도 높아 상사 련 지원은 기업과 상사의 성향에 따라 비서의 직무

수행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인 계 리 역은 화응 ,내방객 응 출장 리 역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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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수 은 문항 13‘정된 방문객을 한 장소 견 비(평균 3.90)’가 가장 높

았으며,다음으로는 문항 7‘주요 고객의 화응 (평균 3.79)’,문항 23‘출장 련 연락

출장일정표 작성(평균 3.72)’,14‘약속되지 않은 방문객 응 (평균 3.64)’순으로 나타났다.

인 계 직무 출장 련 직무인 23,24번 문항과 정된 방문객 련 비 직무인 11번,

12번 문항에서 해당없음의 빈도수가 15이상 나타나고 있으며 수행수 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직 기업 임원 비서 에는 고객응 에 필요한 자료조사와

비 련 업무를 비서의 직무로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비서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 단 역에서는 5개의 문항 4개 문항의 직무수행 수 평균이 4.0이상으로 나

타났으며,상황 단 역에는 화응 련 측정문항이 4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1

개 문항은 문서 리 련 문항이 포함되었다.문항 8‘즉시 화연결하지 않는 고객에

한 화응 (평균 4.17)’가 가장 높았으며,문항 10‘부재 화의 메모 달(평균

4.12)’,문항 26우편물의 선별(평균 4.05),문항 6‘걸려온 화의 선별(평균 4.0)’순으로

나타났다.

커뮤니 이션 역에서는 문항 19‘지시사항 처리 후 보고(평균 3.99)’가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문항 18‘담당자에게 지시사항 달 확인(평균 3.86)’,문항 17‘상사의 지시

사항 확인 업무내용 악(평균 3.75)’이었으며,3개의 직무에서 비슷한 직무수행 수

을 보이고 있다.

일정 리 역에서는 문항 2‘주기 으로 상사의 일정확인 자료보고(평균 3.89)’의

직무수행 수 이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는 문항 1‘일정표 작성(평균 3.85)’의 직무수행

수 이 높게 나타났다.이 역에서 직무수행 수 이 가장 낮게 나타난 업무는 문항 3

‘상사의 일정을 기억하여 질문에 비(평균 3.71)’로 나타났다.일정표 작성직무에서 ‘해당

없음’은 16명으로 나타나,이들은 상사일정을 비서로서 종합 으로 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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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1)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해당없음빈도

정보 리

기타 상사지원

I-22 3.96 .823 1 5 27
I-29 3.95 .861 1 5 9
I-30 4.02 .856 1 5 17
I-33 3.93 .866 1 5 17
I-34 3.86 .973 1 5 32
I-35 3.97 .931 1 5 25
I-37 4.10 .843 1 5 9
I-38 3.97 .855 1 5 30
I-39 4.19 .872 1 5 1
I-40 4.32 .824 1 5 7
역 소계 4.03

인 계 리

I-7 3.79 .879 1 5 2
I-11 3.39 .878 1 5 25
I-12 3.24 1.008 1 5 18
I-13 3.90 .784 1 5 7
I-14 3.64 .759 2 5 17
I-23 3.72 .844 1 5 49
I-24 3.31 .963 1 5 57
역 소계 3.57

상황 단

I-6 4.00 .764 1 5 4
I-8 4.17 .723 1 5 5
I-9 3.89 .830 2 5 6
I-10 4.12 .823 1 5 4
I-26 4.05 .785 2 5 16
역 소계 4.05

커뮤니 이션

I-17 3.75 .759 1 5 1
I-18 3.86 .759 2 5 7
I-19 3.99 .732 2 5 1
역 소계 3.86

일정 리

I-1 3.85 .786 1 5 16
I-2 3.89 .811 1 5 5
I-3 3.71 .788 1 5 3
I-5 3.83 .843 1 5 1
역 소계 3.82

정보처리 활용

I-27 3.73 .855 1 5 18
I-28 3.72 .791 1 5 12
I-36 3.75 .953 1 5 26
역 소계 3.73

외국어
I-15 3.17 .991
I-16 3.04 .970 1 5 38
역 소계 3.11

경 정보분석
I-31 3.22 .881 1 5 50
I-32 3.22 .949 1 5 17
역 소계 3.22

체 평균 3.78
1)직무수행 측정문항은 〔부록 7〕본조사 질문지 ‘I’ 역의 1∼40번 문항 참조

<표 IV-4>직무수행 8개 요인 36문항의 요인별 직무수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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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활용 역은 컴퓨터를 활용한 문서 련 업무와 스마트폰 등의 정보기기활

용을 통한 상사지원 업무로 구성되었다.3문항 모두 총 평균(3.78)보다 낮았으며,수행수

은 문항 36‘최신정보기기 활용지원(평균 3.75)’,문항 27‘문서작성(평균 3.73)’,문항 28

‘문서 정보 리(평균 3.72)’순으로 나타났다.외국어의 2개 문항인 15‘화응 외국

어 구사(평균 3.17)’와 문항 16‘방문객응 련 외국어구사(평균 3.04)’는 가장 낮은 직무

수행 수 을 나타내고 있으며,해당없음 빈도수도 35명 이상으로 나타나 로벌 시 에

비서의 외국어,특히 어구사능력의 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실제 국내 기업 임원

비서들의 외국어 사용은 매우 제한 인 것이며,외국어와 련한 직무의 수행수 도 상

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밝 졌다.경 정보분석 역은 NCS에서 경 환경 동향분석

역의 3문항 회사와 거래처 련 정보 악 지식가공에 한 것으로 수행수 (3.22)

은 외국어 역(3.11)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3. 대기업 원 비  직 수행과 격 5  계

연구가설 1‘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성격 5요인과 정 인 계가 있을 것이다.’

를 확인하기 하여 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회귀분석에서는 분석결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하여 다 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이를 해 직

무수행과 성격 5요인 간의 다회귀분석에서 다 공성선을 진단하 으며,분석결과 공차

한계는 .414∼.881의 범 가 나타났고 변량팽창계수(VIF)는 1.135∼2.418의 범 를 보이고

있었다(〔부록 9-1〕참조).이러한 결과는 통제변인들과 독립변인들이 어느 정도의 상

계를 가지고 있지만,변인 간의 상 계가 심각한 다 공선성을 일으키는 정도는 아님

을 의미한다. 한 Durbin-Watson값을 보면 2.051로 나타나고 있어 기 값인 2에 근

해 있어 잔차들과의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을 확인하 다(<표 IV-5>참

조).

직무수행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령,학력,비서 재직기간,비서 직 을 통제한 상태에

서 성격 5요인인 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이지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

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단계 선택방식으로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인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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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재직기간,직 을 투입하 고,모형 2에서는 성격 5요인인 외향성,친화성,성실성,

정서 안정성,이지성을 투입하 으며, 계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5>와 같다.

변인

직무수행

모형1 모형2

표 화계수(β) t 표 화계수(β) t

통제

변인

연령 .061 .651 .011 .131

학력 .051 .764 -.008 -.132

재직기간 -.061 -.929 -.092 -1.571

직 (비서) .276 3.142* .279 3.643*

성격

5요인

외향성 .079 1.281

친화성 .082 1.272

성실성 .298 4.981*

정서 안정성 .013 .231

이지성 .221 3.736*

R2 .102 .336

△R2 .234

F 6.799* 13.130*

Durbin-Watson 2.051

*<.05

<표 IV-5> 직무수행에 한 성격 5요인의 계 회귀분석 결과

직무수행에 한 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이지성의 설명력은 통제변인

인 연령,학력,재직기간,직 (비서)을 투입한 모형 1에 비하여 성격 5요인을 투입한 모

형 2에서 설명력이 증가하 다(△R2=.234).성격 5요인인 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이지성을 투입한 모형 2는 직무수행을 33.6%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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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성격 5요인과 정 인 계가 없을 것이

다.

가설 1-1.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외향성과 정 인 계가 없을 것이

다.

가설 1-2.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친화성과 정 인 계가 없을 것이

다.

가설 1-3.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성실성과 정 인 계가 없을 것이

다.

가설 1-4.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정서 안정성과 정 인 계가 없

을 것이다.

가설 1-5.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이지성과 정 인 계가 없을 것이

다.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한 외향성의 향 계를 분석한 결과,외향성은 직무

수행에 유의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외

향성과 정 인 계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지 못하 다.이에 따라 기업 임

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외향성은 정 인 계일 것이라는 연구가설 1-1은 기각되었다.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한 친화성의 향 계를 분석한 결과,친화성은 직무

수행에 유의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친

화성과 정 인 계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지 못하 다.이에 따라 기업 임

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친화성은 정 인 계일 것이라는 연구가설 1-2는 기각되었다.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한 성실성의 향 계를 분석한 결과,성실성(β=.298,

p<.05)은 직무수행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임원 비서

의 직무수행은 성실성과 정 인 계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이에 따라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실성은 정 인 계일 것이라는 연구가설 1-3은 채택

되었다.성격 5요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실성(β

=.298,p<.05)과 이지성(β=.221,p<.05)으로 나타났으며,이 에서 성실성의 향력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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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향력을 미치고 있었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있어 조직의 규칙을 지키려는 개인 특성이 가장 요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한 정서 안정성의 향 계를 분석한 결과,정서

안정성은 직무수행에 유의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정서 안정성과 정 인 계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지 못하 다.

이에 따라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정서 안정성은 정 인 계일 것이라는 연

구가설 1-4는 기각되었다.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한 이지성의 향 계를 분석한 결과,이지성(β

=.221,p<.05)은 직무수행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임

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이지성과 정 인 계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이에

따라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이지성과 정 인 계일 것이라는 연구가설 1-5는

채택되었다.이지성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향력은 성실성(β=.298,

p<.05)에 비하여 작게 나타나고 있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는 지 자극과 다

양성을 좋아하는 성격보다는 조직의 규칙들을 수하려는 성실성이 더욱 요한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성격 5요인과 직무수행과의 계에 한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성격 5요인 성실성

과 이지성이 직무수행에 정 으로 유의한 향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성격 5요인과 정 인 계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따

라서 연구가설 1‘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은 정 인 계가 있을 것이

다’는 부분 채택되었다.

4. 대기업 원 비  직 수행과 상사- 하 환 계(LMX)  계

가.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

연구가설 2‘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정 인 계

가 있을 것이다.’를 확인하기 하여 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회귀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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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분석 결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하여 다 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이를 해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간의 다회귀분석에서 다 공성

선 진단을 진단하 으며,분석결과 공차한계는 .429∼.987의 범 가 나타났고 변량팽창계

수(VIF)는 1.013∼2.329의 범 를 보이고 있었다(〔부록 9-2〕참조).이러한 결과는 변인

들이 어느 정도의 상 계를 가지고 있지만,변인 간의 상 계가 심각한 다 공선성을

일으키는 정도는 아님을 의미한다. 한 Durbin-Watson값을 보면 1.975로 나타나고 있

으며,기 값인 2에 근 해 있어 잔차들과의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을 확

인하 다(<표 IV-6>참조).

직무수행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령,학력,비서 재직기간,비서의 직 을 통제한 상태

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단계 선택방식으로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인 연령,학력,재직기간,직 (비서)을 투입

하 고,모형 2에서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투입하 으며, 계 회귀분석 결과

는 <표 IV-6>과 같다.

변인

직무수행

모형1 모형2

표 화계수(β) t 표 화계수(β) t

통제

변인

연령 .059 .635 .049 .582

학력 .045 .686 .070 1.187

재직기간 .265 3.034* .227 2.896*

직 (비서) -.039 -.599 -.045 -.766

독립

변인

상사-부하

교환 계(LMX)
.428 7.746*

R2 .098 .278

△R2 .180

F 6.530* 18.503*

Durbin-Watson 1.975

*p<.05

<표 IV-6> 직무수행에 한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 회귀분석 결과

직무수행에 한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설명력은 통제변인인 연령,학력,재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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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직 (비서)을 투입한 모형 1에 비하여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투입한 모형 2에

서 설명력이 증가하 다(△R2=.180).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투입한 모형 2는 직무

수행을 27.8%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정 인

계가 없을 것이다.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한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향 계를 분석한

결과,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직무수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정 인 계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

(LMX)는 정 인 계일 것이라는 연구가설 2는 채택되었다.이는 상사와의 원만한 계

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더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에 한 추가분석결과

이 연구에서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다차원 속성으로 이해하여 4가지 하 요

인으로 분류하 고 추가분석을 통해 기업 임원 비서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

(LMX)의 하 요인과의 계를 계 다회귀분석 하 다(<표 IV-7>참조).회귀분석

결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하여 다 공선성을 진단하여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 으며(〔부록 9-3〕참조),Durbin-Watson검증에서도 2.007로 나타나 기

값인 2에 근 해 있어 잔차들과의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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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직무수행

모형1 모형2

표 화계수(β) t 표 화계수(β) t

통제

변인

연령 .059 .635 -.013 -.166

학력 .045 .686 .043 .780

재직기간 .265 3.034* .213 2.947*

직 (비서) -.039 -.599 -.042 -.785

독립

변인

정서 애착 .051 .585

충성심 -.044 -.593

공헌의욕 .509 7.927*

존경심 .076 .958

R2 .098 .395

△R2

F 6.530* 19.379*

Durbin-Watson 2.007

*p<.05

<표 IV-7> 직무수행에 한 상사-부하 교환 계(LMX)하 요인의 계 회귀분석 결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하 요인인 정서 애착,충성심,공헌의욕 존경심과

직무수행의 계를 계 회귀분석결과,공헌의욕(β=.509,p<.05)요인만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

는 충성심과 존경심은 비서직 종사자들에게 필수 으로 요구되는 자질인 만큼 직 비서

들에게는 보편 인 직무태도로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통제변인 직무수행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재직기간을

기 으로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를 추가 으로 회귀분석 하 다

(<표 IV-8>참조).재직기간은 조직과 직무의 응과 용능력이 부족한 신입사원과 직

무에 응한 비서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일반 으로 신입비서의 재직기간은 1년 미만으

로 한정하나,새로운 조직과 직무에 응하는 신입비서 기간은 연구자에 따라 2년 는 3

년으로 간주하고 있다(김미 ,2013a;조 아,2008).이 연구에서는 직무수행의 하 역

을 모두 수행하는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고,재직기간의 응답척도를 ‘① 1년 미

만’,‘② 1∼3년 미만’으로 구성하고 있어 신입비서 재직기간 기 을 3년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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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서의 재직기간을 3년 미만인 신입비서 그룹과 3년 이상의 경력비서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직무수행의 계를 확인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회귀분석결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하여 다 공선성을 진단

하 으며,신입비서와 경력비서 그룹에서 모두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부록 9-4〕참조).Durbin-Watson검증에서도 신입 비서는 1.887과 경력 비서는

1.926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 값인 2에 근 해 있어 잔차들과의 상 계가 없어 회귀모

형이 합한 것을 확인하 다.

변인

재직기간 3년 미만 신입비서의

직무수행(n=169)

재직기간 3년 이상 경력비서의

직무수행(n=97)

표 화계수(β) t 표 화계수(β) t

독립

변인

정서 애착 .111 1.099 -.107 -.689

충성심 -.018 -.208 .046 .356

공헌의욕 .551 6.800* .524 5.220*

존경심 .023 .241 .079 .571

R2 .387 .298

F 25.837* 9.770*

Durbin-Watson 1.887 1.926

*p<.05

<표 IV-8> 재직기간별 직무수행에 한 상사-부하 교환 계(LMX)하 요인의 다회귀분석

결과

<표 IV-8>에서와 같이 상사-부하 교환 계(LMX)하 요인 에서 비서의 직무수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입비서와 경력비서 모두 공헌의욕 요인만이 통계 으로 유의

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실시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한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추

가 다회귀분석 결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하 요인과 직무수행의 계에서는

공헌의욕만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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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기업 원 비  직 수행과 워 트  계

가.직무수행과 임 워먼트의 계

연구가설 3‘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임 워먼트와 정 인 계가 있을 것이다.’

를 확인하기 하여 계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회귀분석에서는 분석결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하여 다 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이를 해 직

무수행과 임 워먼트 간의 다회귀분석에서 다 공성선 진단을 진단하 으며,분석결과

공차한계는 .428∼.899의 범 가 나타났고 변량팽창계수(VIF)는 1.112∼2.338의 범 를 보

이고 있었다(〔부록 9-5〕 참조).이러한 결과는 변인들이 어느 정도의 상 계를 가지

고 있지만,변인 간의 상 계가 심각한 다 공선성을 일으키는 정도는 아님을 의미한

다. 한 Durbin-Watson값을 보면 1.737로 나타나고 있어 기 값인 2에 근 해 있어 잔

차들과의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을 확인하 다(<표 IV-9>참조).

직무수행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령,학력,비서 재직기간,비서의 직 을 통제한 상태

에서 임 워먼트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단계 선택방

식으로 모형 1에서는 통제변인인 연령,학력,재직기간,직 (비서)을 투입하 고,모형 2

에서는 임 워먼트를 투입하 으며, 계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9>와 같다.

직무수행에 한 임 워먼트의 설명력은 통제변인인 연령,학력,재직기간,직 (비서)

을 투입한 모형 1에 비하여 임 워먼트를 투입한 모형 2에서 설명력이 증가하 다(△

R2=.323).임 워먼트를 투입한 모형 2는 직무수행을 42.1%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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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직무수행

모형1 모형2

표 화계수(β) t 표 화계수(β) t

통제

변인

연령 .059 .635 .006 .081

학력 .045 .686 -.001 -.010

재직기간 .265 3.034* .132 1.854

직 (비서) -.039 -.599 -.036 -.697

독립

변인
임 워먼트 .599 11.572*

R2 .098 .421

△R2 .323

F 6.530* 34.887*

Durbin-Watson 1.737

*p<.05

<표 IV-9> 직무수행에 한 임 워먼트의 계 회귀분석 결과

가설 3.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임 워먼트와 정 인 계가 없을 것이

다.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한 임 워먼트의 향 계를 분석한 결과,임 워먼

트는 직무수행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기업 임원 비서

의 직무수행은 임 워먼트와 정 인 계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어 기업 임

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임 워먼트와 정 인 계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3은 채택되

었다.이러한 결과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서는 비서 스스로 자신의 직무와 직

무수행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밝 졌

다.

나.직무수행과 임 워먼트의 계에 한 추가분석결과

임 워먼트는 4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각 요인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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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기 하여 추가 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표 IV-10>참조).회귀분석결과

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하여 다 공선성을 진단하 으며,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9-6〕참조).Durbin-Watson검증에서도 1.751로 나타나 기 값

인 2에 근 해 있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을 확인하 다.

변인

직무수행

모형1 모형2

표 화계수(β) t 표 화계수(β) t

통제

변인

연령 .059 .635 .045 .634

학력 .045 .686 -.044 -.859

재직기간 .265 3.034* .080 1.174

직 (비서) -.039 -.599 -.037 -.754

독립

변인
임 워먼트

의미성 -.060 -.967

과업수행자신감 .488 7.237*

자기결정력 .174 2.274*

향력 .122 1.803

R2 .098 .486

△R2 .383

F 6.530* 28.052*

Durbin-Watson 1.751

*p<.05

<표 IV-10> 직무수행에 한 임 워먼트 하 요인의 계 회귀분석 결과

임 워먼트의 하 요인인 의미성,과업수행자신감,자기결정력, 향력과 직무수행의

계를 다회귀분석한 결과 과업수행자신감(β=.488,p<.05)과 자기결정력(β=.174,p<.05)

요인만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로 기업 임원 비서들의 직무수행에서는 직무수행 능력에 한 자

신감과 직무기술이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한 직무자율성

과 자기결정력도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

을 확인하 다.

통제변인 직무수행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재직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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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으로 임 워먼트 하 요인과 직무수행의 계를 추가 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향력을 살펴보았다(<표 IV-11>참조).

변인

재직기간 3년 미만 신입비서의

직무수행(n=169)

재직기간 3년 이상 경력비서의

직무수행(n=97)

표 화계수(β) t 표 화계수(β) t

독립

변인
임 워먼트

의미성 -.001 -.013 -.095 -1.018

과업수행자신감 .485 6.187* .416 3.799*

자기결정력 .193 2.181* .126 .874

향력 .053 .661 .353 3.056*

R2 .426 .557

F 30.367* 28.887*

Durbin-Watson 1.811 1.612

*p<.05

<표 IV-11> 재직기간별 직무수행에 한 임 워먼트 하 요인의 다회귀분석 결과

<표 IV-11>에서와 같이 재직기간에 따라 국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임 워먼트의 하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3년 미만의 신입비서 그룹에서

는 과업수행자신감(β=.485,p<.05)과 자기결정력(β=.193,p<.05)이 직무수행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년 이상 경력의 비서그룹에서는 과업수

행자신감(β=.416,p<.05)과 향력(β=.353,p<.05)이 직무수행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

을 미치고 있었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과업수행자신감은 재직기간에 상 없이 국내 기

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 다.자기

결정력과 향력은 비서 재직기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신입비서에게는 직

무에 한 자율성과 결정력이 직무수행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력비

서들은 소속부서에서의 향력의 지각이 직무수행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한 임 워먼트 하 요인과의 계에 한 다회귀

분석 결과와 재직기간을 기 으로 추가 다회귀분석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표 IV-12>에서와 같이 과업수행자신감은 모든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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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측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자기결정력은 직무수행 수 이 비교 낮을 거라

생각되는 신입 비서 그룹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이와는 반 로 향력은 직무수

행 수 이 상 으로 높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는 3년 이상 경력 비서그룹에서 직무수

행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변인
기업 임원 비서

직무수행

재직기간별 직무수행

3년 미만 신입비서 3년 이상 경력비서

독립

변인
임 워먼트

의미성 -.060 -.001 -.095

과업수행자신감 .488* .485* .416*

자기결정력 .174* .193* .126

향력 .122 .053 .353*

*p<.05

<표 IV-12> 직무수행에 한 임 워먼트 하 요인의 다회귀분석 결과(표 화계수(β))종합

6. 대기업 원 비  직 수행과 격 5  계에  상사- 하 

환 계(LMX)  매개효과

연구가설 4‘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

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매개효과

분석은 Kenny(2014)가 제시한 4단계 회귀분석방법을 토 로 실시하 다.1단계에서는 독

립변인인 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이지성이 종속변인인 직무수행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다.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성격 5요인과 매개변인인 상

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를 검증하 으며,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상사-부하 교

환 계(LMX)와 직무수행의 계를 살펴보았다.매개효과를 단하기 해서는 3단계의 경

로가 모두 유의하여야 하며,마지막으로 4단계에서 성격 5요인과 직무수행의 계에서 상

사-부하 교환 계(LMX)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이러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토 로 성격 5요인인 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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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지성과 직무수행의 계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표 IV-13>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변인 직무수행
상사-부하

교환 계(LMX)
직무수행 직무수행

표 화

계수(β1)
t

표 화

계수(β2)
t

표 화

계수(β3)
t

표 화

계수(β4)
t

통제

변인

연령 .011 .131 -.044 -.504 .049 .582 .022 .277

학력 -.008 -.132 -.099 -1.591 .070 1.187 .018 .309

재직기간 -.092 -1.571 .112 1.370 .227 2.896* .251 3.378*

직 (비서) .279 3.643* -.030 -.484 -.045 -.766 -.084 -1.492

독립

변인

외향성 .079 1.281 -.020 -.300 .085 1.413

친화성 .082 1.272 .070 1.022 .064 1.029

성실성 .298 4.981* .288 4.523* .224 3.732*

정서 안정성 .013 .231 .076 1.260 -.006 -.114

이지성 .221 3.736* .269 4.266* .152 2.575*

상사-부하

교환 계
.428 7.746*** .255 4.304*

R2 .336 .246 .278 .384

△R2 .090 .032 .106

F 13.130* 8.467* 18.503* 14.554*

Durbin-Watson 2.051 2.036 2.025 1.828

*p<.05

<표 IV-13>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의 계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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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

의 계를 매개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 4-1.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외향

성의 계를 매개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 4-2.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친화

성의 계를 매개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 4-3.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실

성의 계를 매개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 4-4.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정서

안정성의 계를 매개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 4-5.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이지

성의 계를 매개하지 않을 것이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성격 5요인 성실성(β1=.298,p<.05)과 이지성(β1=.221,

p<.05)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2단계 분석에서는 성격 5

요인인 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이지성 성실성(β2=.288,p<.05)과 이지

성(β2=.269,p<.05)이 상사-부하 교환 계(LMX)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3단계 분석에서는 매개변인인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3=.428,p<.05).4단계 분석 결과에서

성격 5요인 성실성(β4=.224,p<.05)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β4=.257,p<.05)가 직

무수행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지성(β4=.152,p<.05)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β4=.255,p<.05)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의 회귀계수가 모두 유의하 고 성실성의 표 화 계수(β)가 .298에서 .224로 감

소하 으며,이지성의 표 화 계수(β)가 .221에서 .152로 감소하 다.이러한 결과는 성실

성과 직무수행의 계 그리고 이지성과 직무수행의 계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

가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 다.따라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기업 임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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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직무수행과 성실성의 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4-3은 채택되었으며,상사-

부하 교환 계(LMX)가 직무수행과 이지성의 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4-5도 채

택되었다.

성격 5요인과 직무수행의 계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한 1단계에서 성실성과 이지성만이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고 외향성,친화성,정서

안정성은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지 않으며,2단계에서도 외향성,친화성 그리고 정서

안정성은 상사-부하 교환 계(LMX)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

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성격 5요인과 직무수행의 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기

해서는 3단계 회귀분석 결과가 모두 유의해야 하는데,1단계와 2단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외향성,친화성 정서 안정성과 직무수행의 계

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매개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

한 결과를 토 로 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외향성의

계를 매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지 못하여 외향성과 직무수행의 계에

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4-1은 채택되지 못

하 다. 한 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친화성 그리

고 직무수행과 정서 안정성의 계를 매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되지 못하

여 직무수행과 친화성의 계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

는 연구가설 4-2그리고 직무수행과 정서 안정성의 계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

(LMX)가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4-4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성격 5요인 성실성 이지성과 직무수행의 계에서 상

사-부하 교환 계(LMX)가 부분 인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결과로 상

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실성의 계를 매개하지 않

을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되어 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

행과 성실성의 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4-3은 채택되었다. 한 상사-부하 교

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이지성의 계를 매개하지 않을 것이라

는 가설이 기각되어 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이지

성의 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4-5는 지지되었다.따라서 상사-부하 교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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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의 계를 매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어 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

요인의 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4는 부분 채택되었다.

7. 대기업 원 비  직 수행과 격 5  계에  워 트

 매개효과

연구가설 5‘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매개효과 분석은 Kenny(2014)

가 제시한 4단계 회귀분석방법을 토 로 실시하 으며,매개효과 검증방법을 토 로 성격

5요인인 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이지성과 직무수행의 계에서 임 워먼

트가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표 IV-14>참조).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종속변인 직무수행 임 워먼트 직무수행 직무수행

표 화

계수(β1)
t

표 화

계수(β2)
t

표 화

계수(β3)
t

표 화

계수(β4)
t

통제

변인

연령 .011 .131 .031 .371 .006 .081 -.004 -.054

학력 -.008 -.132 .028 .478 -.001 -.010 -.021 -.413

재직기간 -.092 -1.571 .243 3.141* .132 1.854 .163 2.376*

직 (비서) .279 3.643* -.052 -.871 -.036 -.697 -.067 -1.309

독립

변인

외향성 .079 1.281 .058 .932 .052 .946

친화성 .082 1.272 -.044 -.670 .103 1.814

성실성 .298 4.981* .257 4.266* .175 3.210*

정서 안정성 .013 .231 .092 1.601 -.031 -.611

이지성 .221 3.736* .313 5.243* .071 1.303

임 워먼트 .599 11.572* .477 8.390*

R2 .336 .322 .421 .490

△R2 .014 .099 .069

F 13.130* 12.370* 34.887* 22.361*

Durbin-Watson 2.051 1.852 1.756 1.740

*p<.05

<표 IV-14>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의 계에서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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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의 계를 매개

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 5-1.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외향성의 계를 매개

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 5-2.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친화성의 계를 매개

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 5-3.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실성의 계를 매개

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 5-4.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정서 안정성의 계

를 매개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 5-5.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이지성의 계를 매개

하지 않을 것이다.

매개효과 검증의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이지

성이 종속변인인 직무수행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데, 다회귀분석을 통해

성실성과 이지성이 직무수행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인 성격 5요인과 매개변인인 임 워먼트와의 계를 검증

하 으며,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이지성 변인 성실성과 이지성 변인

만이 임 워먼트에 유의하게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단계에서는 매개변

인과 종속변인인 직무수행의 계를 검증하여 임 워먼트와 직무수행은 유의한 정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단하기 해서는 지 까지의 세 단계의 경로가

모두 유의하여야 한다.외향성,친화성,정서 안정성은 1단계와 2단계에서 모두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임 워먼트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외향성,친화성

정서 안정성의 계를 매개하지 않는다는 가설은 기각되지 못하여 연구가설 5-1,

5-2,5-4는 기각되었다.4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임 워먼트가 성격 5요인과 직무수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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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데,<표 IV-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

격 5요인 성실성과 직무수행의 계에서 임 워먼트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따라서 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실성의 계를 매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어 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실성

의 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5-3은 채택되었다.이지성은 3단계의 회귀분석 결과

에는 모두 유의하 으나,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이지성의 계에서 임 워먼트

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4단계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임 워먼

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이지성의 계를 매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되지 못하여 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이지성의 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5-5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성격 5요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실성의

계에서 임 워먼트가 부분 인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의 계를 매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

각되어 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의 계를 매개할 것이

라는 연구가설 5는 부분 채택되었다.

8. 대기업 원 비  직 수행과 상사- 하 환 계(LMX)  계

에  워 트  매개효과

연구가설 6‘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

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매개효과

분석은 Kenny(2014)가 제시한 4단계 회귀분석방법을 토 로 실시하 으며,매개효과 검

증방법을 토 로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에서 임 워먼트가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표 IV-1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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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종속변인 직무수행 임 워먼트 직무수행 직무수행

표 화

계수(β1)
t

표 화

계수(β2)
t

표 화

계수(β3)
t

표 화

계수(β4)
t

통제

변인

연령 .049 .582 .075 .990 .006 .081 .010 .138

학력 .070 1.187 .109 2.032* -.001 -.010 .014 .271

재직기간 .227 2.896** .173 2.434* .132 1.854 .139 1.966*

직 (비서) -.045 -.766 -.012 -.223 -.036 -.697 -.039 -.747

독립

변인

LMX .428 7.746* .558 11.152* .142 2.347*

임 워먼트 .599 11.572* .513 8.109*

R2 .278 .408 .421 .434

△R2 .130 .013 .013

F 18.503* 33.019* 34.887* 30.537*

Durbin-Watson 2.025 1.912 1.756 1.839

*p<.05

<표 VI-15>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에서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가설 6.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

의 계를 매개하지 않을 것이다.

매개효과 검증의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종속변인인 직

무수행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는데, 다회귀분석을 통해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직무수행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인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매개변인인 임 워먼트와의

계를 검증하 으며,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임 워먼트에 유의하게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단계에서는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인 직무수행의 계를 검증하

여 임 워먼트와 직무수행은 유의한 정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단하기 해서는 지 까지의 세 단계 경로가 모

두 유의하여야 한다.직무수행 4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임 워먼트가 상사-부하 교환 계

(LMX)와 직무수행의 계에서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데,<표 IV-15>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에서 임 워먼트가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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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하 교환 계(LMX)를 매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어 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 6은 채택되었다.

9. 연 결과에 대한 논

이 연구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과 구성요인을 구명하고 기업 임원 비

서의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명하기 하여 성격 5요인(외향성,친화성,성실

성,정서 안정성,이지성),상사-부하 교환 계(LMX) 임 워먼트가 기업 임원 비

서의 직무수행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과의 계에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격 5요인 성실성과 이지성이 기

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주었다.그리고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주

었다.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실성 이지성의

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실

성의 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이러한 연구결과를 연

구목 연구가설별로 정리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과 구성요인

이 연구는 지 까지 악되지 않았던 국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을 객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선행연구에서 화응 ,내방객응 와

같이 직무 심으로 분류된 직무수행 측정문항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하 8개의 요인구조

를 확인하 으며,각 요인은 일정 리,상황 단, 인 계 리,외국어,커뮤니 이션,정

보처리 활용,경 정보분석,정보 리 기타 상사지원이다.일정 리 요인과 정보

리 기타 상사지원 요인은 직무 심으로 측정문항이 구성되어 있으나 나머지 상황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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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 리 등의 요인은 직무역량 심으로 측정문항이 분류되었다(<표 IV-3>참조).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의 총 평균은 5 척도 기 으로 3.78로 나타나 연구

결과를 통해 임원 비서들은 보통(3)수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그동안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들이 산업체 장과 학

술 차원에서 제안되고 있는데 이 연구결과는 이에 한 실증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을 요인별로 수행수 을 분석한 결과,상황 단력이 요구

되는 역(평균 4.05)의 수행수 이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 정보 리 기타 상사지원

(평균 4.03),일정 리(평균 3.82) 커뮤니 이션(평균 3.86)이 체 평균(3.78)이상의 수

행수 을 나타냈다.이 문항들은 화응 ,일정 리,보고 기타 상사지원 등과 같이

비서가 수행해야 할 기본 인 업무로서 이에 한 직무수행수 은 만족할만한 수 인 것

으로 나타났다.타인 상사의 커뮤니 이션 능력이 요구되는 화응 와 커뮤니 이션

역의 수행수 이 상 으로 높다는 연구결과는 기업 규모의 확 와 조직의 복잡성으

로 국내기업 임원 비서에게 요구되는 커뮤니 이션 리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는 선행연구(김미 ,2013a)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보화시 에 기업 임원 비서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요하다는 선행연구(Martin,2002)

와 달리 정보처리 활용 역(평균 3.73)은 체평균보다 수행수 이 조 낮게 나타나

이에 하여 추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즉,외국기업에서 비서에게 요구되는 컴퓨터 활

용능력과 국내 기업 임원 비서에게 요구되는 컴퓨터 활용능력의 차이가 있는지, 기업

임원 비서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낮은 것인지 등에 하여 후속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정보 리자로서 요구되는 직무인 고객정보 리(평균 4.03)는 직무수행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 임원 비서에게 정보 리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선행연구

(유승혜,2002;윤미숙,2000)를 지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 임원 비서들의 직무 외국어(평균 3.11) 역은 직무수행 수 이 체

평균(3.78)이하로 나타나 직무의 수행수 이 낮은 것으로 밝 졌다. 한 외국어 역에서

해당없음의 빈도가 체응답자 약 10% 이상으로 나타나 아직 국내 기업에서 임원

비서가 직 외국인을 상 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비서들의 일반 인 직무범 를 벗

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이러한 결과는 국내기업 신입비서에게 비즈니스 어지식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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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선행연구(김미 ,2013a)와 상반된 결과이며,반면에 국내기업 비서들에게는

외국어능력의 업무비 과 요도가 높지 않다는 선행연구(최애경,김은주,2006)를 지지하

는 결과이다.따라서 외국어 사무 어에 한 국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과 요성에 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 정보분석(평균 3.22)은 직무수행 수 이 체 평균(3.78)이하로 나타나 이 역에서

기업 임원 비서들의 수행수 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경 정보분석의 수행수

이 낮은 것은 정보화시 에 지식활용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김정은,조계

숙,2004;유승혜,2002)와는 상반된 결과이다.특히나 최고경 자를 상으로 상사가 기

하는 비서의 정보 지식활용수 이 높다는 선행연구(유승혜,2002)와 다른 결과가 나타

난 이유가 조사 상에 상무 이상의 임원 비서를 모두 포함하여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인

지,아니면 기업 임원 비서가 지각하는 지식 정보공유의 필요성(김정은,조계숙,2004)

과 달리 실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이 낮은 것인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다

각 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나.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의 계

이 연구에서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으로 성격요인을 선정하 으며,성격 5

요인(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이지성)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정 으로 향을 미칠 것을 가정하 다.연구결과 성실성과 이지성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유태용,이도형,

1997;Barrick&Mount,2005;Salgado,1997)를 지지하 다.그러나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외향성과 친화성 그리고 정서 안정성은

유의한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외향성과 직무수행의 계

외향성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직 인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외향성이 특정 직업의 직무수행에서만 유의한 계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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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와 호텔종업원을 상으로 외향성은 직무수행에 유의하지 않은 계를 보이고 있다

는 선행연구(.이형주,최계 ,2008)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는 반 로 외

향성이 직무수행에 유의한 향 계가 있다는 선행연구(Hurtz&Donovan,2000;유태용,

이도형,1997)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연구자는 사내외 이해 계자들 사이에서 재자

로서 활발하게 상호작용해야 하는 비서에게 외향성이 직무수행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

으로 가정하 다. 측과 달리 외향성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나,이러한 결과를 기업 임원 비서의 외향성 성격요인

이 직무수행과 유의하지 않은 변인으로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연구자의 측과 달리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서 외향성이 유의한 향을 미치

지 않은 이유는 조사 상의 차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이 연구에서는 조사

상을 국내 500 기업의 임원 비서로 조사범 를 한정하 는데,국내기업에서도 기업과

같이 기업규모가 클수록 직 단계가 세 하고 계 인 구조를 갖게 된다.따라서 기업

의 부사장 이하 임원은 각 부문별 사업을 장하며 사장 이상 직 인 사장,부회장,회장

그룹에서 기업의 외활동에 여하게 된다.이러한 임원들의 직무특성은 이들을 보좌하

는 임원 비서의 직무환경에 향을 미치게 되며,부문별 책임을 맡게 되는 부사장 이하의

임원을 보좌하는 비서에게 타인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외향성과 직무수행의

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반면에 기업의 사장 이상 임원인 최고

경 자는 내외 활동이 활발하며,이러한 직무환경에서 타인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사

장 이상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따라서 상사의 직 을 기 으로 최

고경 자 비서와 일반 임원 비서의 외향성 성격요인과 직무수행의 계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와 더불어 조사범 를 국내 500 기업이 아닌 1000 기

업이나 일반 기업으로 확장하여 일반 국내기업 임원 비서의 외향성 성격요인이 직무수행

에 향을 미치는가,국내기업보다는 조직분 기가 수평 이고 자유로운 외국기업 비서의

직무수행에 외향성이 향을 미치는가, 업직에 요구되는 외향성 정도와 임원 비서의 직

무수행에 필요한 외향성의 특징이 다른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무수행은 특정 직업의 직무행동으로 정의되며 연구자에 따라 직무수행 역에 특정

직무행동 역인 과업수행 역과 더불어 핵심직무는 아니지만 이를 지원해주는 맥락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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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포함시키기도 한다(이경근,2005;이종 ,신강 ,허창구,황재선,2008;Borman

&Motowidlo,1997;Chan&Schmitt,2002).이 연구에서는 직무수행의 범 를 비서직의

직무활동으로 제한하여 맥락수행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수도권의 비서직 종사자를 상으

로 외향성이 맥락수행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선행연구(장은주,이기은,2008)가 있다.따라서 직무수행의 범 를 맥락수행

까지 포함한 역에서의 직무수행과 외향성의 계는 후속연구를 통해 추후 논의가 필요

하다.

2)친화성과 직무수행의 계

친화성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직 인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에서는 친화성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칠 것으

로 가정하 다.그러나 친화성이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유의한 계가 아니라는 연구결

과는 타인에게 정 하고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친화성의 특성이 직무수행과 유의한 계

가 있다는 선행연구(이형주,최계 ,2008;Hurts&Donovan,2000)와 일치하지 않은 결

과이다.연구결과에서 국내 기업 신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는 친화성이 유의하지 않

았으며,이러한 결과는 국내 30 기업 최고경 자 비서에게는 친 이 요구된다는 선행연

구(선형보,최애경,2010)와 국내기업 신입비서에게 친 이 요한 직무역량이라는 선행연

구(김미 ,2013a)와는 상반된 결과이다.이러한 결과는 국내기업 신입비서에게 친 과 같

이 상 방을 배려하는 친화성 성격요인은 요한 직무역량이 될 수 있으나,실제 기업

임원 비서의 친화성 수 이 3.70으로 높은 편이므로 이러한 친화성 성격요인이 직무수행

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에 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 직무수행 측

정문항 개발에서 직무 는 역량 심의 측정문항 개발로 친화성이 반 된 직무측정이

되지 않은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성실성과 직무수행의 계

연구결과 성실성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유의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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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이는 근면하고 조직의 규칙과 규범을 잘 지키려는 성실성 요인이 부분의

직업에 측타당한 변인이라는 선행연구(Arthur,2001;Barricketal.,2001)결과를 뒷받

침한다. 한 변인의 상 요성에서 성실성(β=.298,p<.05)이 기업 임원 비서의 직

무수행에 미치는 향력은 직무수행에 유의한 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난 이지성(β

=.221,p<.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성격 5요인(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이지성) 에서 성실성이 직무수행에 가장 향력이 크다는 선행연구(이동훈 외,

2010;이형주,최계 ,2008;Barrick&Mount,1993;Hurts&Donovan,2000)결과를 지

지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맥락수행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직시민행동에 기업 비서의 성실성

이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장은주,이기은,2008)를 지지하고 있다.이 연구를

통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는 근면하고 조직의 규칙들을 수하려는 성실성 요

인이 성격 5요인 가장 큰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정서  안정성과 직무수행의 계

이 연구에서 정서 안정성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서 안정성이 직무수행의 일반 인 측변인이라는 선행

연구(유태용,민병모,2001;Barrick&Mount,2005)와는 상반된 결과이다.이 연구에서는

비서의 직무수행에 정서 안정성의 주요 요소인 침착성이 매우 요하다는 선행연구(김

정아,2012;박성민,권정언,2009)를 토 로 심리 으로 평온하고 쉽게 동요되지 않는 정

서 안정성의 특성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정 인 계가 있을 것으로 기

하 으나, 측과 달리 연구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기업

임원 비서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임원 비서 외국기업 비서를 포함한 후속연구를 실시

하여 비서의 직무수행과 정서 안정성의 계를 계속 으로 밝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기업 임원 비서의 성격 5요인 수 은 5 척도 기 에서 성실성

(3.71)과 친화성(3.70이 가장 높은 수 을 보 으며,정서 안정성(2.93)은 가장 낮을 뿐

만 아니라 보통(3)이하로 나타나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러한 평균은 호텔

베이커리의 종사자의 정서 안정성(신경증)수 을 보여 선행연구(이원석,2011)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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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어 기업 임원 비서의 정서 안정성에 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정서 안정성이 낮은 이유는 기업 임원 비서의 고용불안으로 생각할 수 있

는데,조사 상자의 45%가 비정규직인 것과 계가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따라

서 기업 임원 비서의 정서 안정성이 낮은 이유와 정서 안정성과 직무수행의 계

에 하여 다각 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이지성과 직무수행의 계

연구결과 이지성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유의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는 지성이 풍부하고 창의 인 사고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지성이 직무수행

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Chan&Schmitt,2002)결과를 지지하며,

인 기회가 많은 사무직이나 업직 종사자의 직무수행과 유의미한 계가 있다는

선행연구(Salgado,1997;유태용,이도형,1997)를 뒷받침 한다.변인의 상 요성에서

직무수행과 유의한 계로 나타난 성실성(β=.298,p<.05)보다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

수행에 미치는 이지성(β=.221,p<.05)의 향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기업 비서를 상으로 이지성과 맥락수행과 유사한 개념인 조직시민행동의 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장은주,이기은,2008)와는 상반된다.

다.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

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유의한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는 여러 선행연구(Kamdar& Van Dyne,2007;Townsend,Da-Silva,

Mueller,Curtin&Tetrick,2002;Wayne,Shore,Bommer&Tetrick,2002;Xu,Huang,

Lam&Mian,2012)결과를 지지한다.반면에 서비스업 종사자를 상으로 상사-부하 교

환 계(LMX)가 직무수행 맥락수행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나 과업수행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김미형,2009)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서 직무특성상 비서가 독자 으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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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고 상사와 비서 간의 계에서만 발생하는 독특한 직무특성을 지니고 있어,상사

와의 계는 비서의 요한 직무특성으로 고려된다는 선행연구(서보람,백지연,2010)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 비서직 종사자의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맥락수행과 유사한

개념인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장은주,이기은,2008)와 직무만

족,조직몰입 등의 직무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종찬,장경혜,2003;

장 아,최애경,2007; 수진,구 모,2003)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그동안 비서직 종

사자의 직무수행에 한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향 계를 실증 으로 다룬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이 연구의 결과는 비서의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

의 계를 실증 연구로 결과를 제시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하 요인과 직무수행의 계에서는 상사와 조직에 한

직무지향 인 태도가 직무수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 정서

애착,존경심 충성심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동안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다차원 속성으로 이해하고 상사-

부하 교환 계(LMX)를 4개의 하 차원인 정서 애착,충성심,공헌의욕,존경심으로 구

분하여 직무수행에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Bauer

etal.,2006;Harriset.al.,2009)에서는 구성요인과 직무수행의 향 계를 살펴보지 않

고 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구성요인과 직무수행의

계를 개별 으로 밝힘으로써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직무수행에 계에 하여 보

다 구체 인 결과를 제시하 다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비서를 재직기간으로 구분하

여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하 요인과 직무수행의 계를 살펴본 결과에서 공헌의

욕만이 직무수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임 워먼트의 계

연구결과 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유의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임 워먼트가 높은 직원은 과업수행자신감을 바탕으로

스스로 노력하게 되고 이는 맡은 직무에 한 동기를 유발하게 되어 임 워먼트는 부하

의 직무수행에 직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희철,송병식,강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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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Cho,2008;Enz&Fulford,1995;Lidenetal.,2000)를 지지하는 것이다.기업 임원

비서들이 능동 으로 상사를 보좌하기 해 비서가 지각하는 임 워먼트가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의 직무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신국희,2002;이희숙,

2003;정성휘,2006)와도 유사한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따라서 이 연구는 그동안 기

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임 워먼트의 계에 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증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구체 으로 임 워먼트 하 요인과 직무수행의 계에서는 과업수행자신감과 자기결정

력이 직무수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 의미성 향력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임 워

먼트의 구성요인인 의미성,과업수행자신감,자기결정력 향력 모두가 직무수행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Cho,2008;Enz&Fulford,1995)와는 상반된

결과이다.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비서직 종사자에게만 나타난 결과인지는 추후 계속 인

연구를 통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임 워먼트의 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직기간에 따른 임 워먼트 하 요인과 직무수행과의 연구결과 과업수행 자신감은 모든

그룹의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임 워먼트 하

요인 자기결정력은 3년 미만의 신입비서,부사장 이하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에서 직무수행 수 이 문 이지 못할

것으로 추측되는 신입비서에게 자기결정력이 직무수행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

반면에 직무수행 수 이 비교 높을 것으로 측되는 경력비서의 직무수행에는 향력

이 유의한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기업에서는 임원 비서의 직무

수행을 향상시키기 하여 과업수행에 한 자신감을 함양시키고 신입비서에게는 직무자

율성을 부여하고 경력비서에게는 비서실에서의 향력을 인정해 다면 기업 임원 비서

의 직무수행은 향상될 수 있다는 실증 논거를 제시한다.

마.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의 계에서 상사-부하 교

환 계(LMX)의 매개효과

이 연구결과 성격 5요인(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이지성) 에서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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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과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의 계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부분

매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외향성,친화성 정서 안정성과 직무수행의 계

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매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외

향성과 직무수행의 계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이규만,1999)와는 상반된 결과이다.이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외향성,친화성,성실

성,정서 안정성,이지성)과 직무수행의 계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매개역

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 으나 측과 달리 외향성,친화성 정서 안정성과 직무수행

의 계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매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향성,친화성 정서 안정성과 직무수행의 계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

(LMX)가 매개역할을 검증하기 해서는 매개효과 확인 첫 번째 단계에서 이들 3개 성격

요인과 직무수행과의 계가 유의해야 한다. 한 두 번째 단계에서 성격 요인과 상사-부

하 교환 계(LMX)와의 계가 유의해야 한다.연구결과에서는 외향성,친화성 정서

안정성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에 유의한 향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성격 요인이 상사-부하 교환 계(LMX)에 유의한 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박명옥,2008;이찬옥,2014)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따라서 기

업 임원 비서의 성격 요인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와 성격 요인과 직무수행

의 계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매개역할을 계속 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의 계에서 임 워먼트

의 매개효과

연구결과 성격 5요인(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이지성) 에서 성실성과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의 계에서 임 워먼트가 부분매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외향성,친화성,이지성 정서 안정성과 직무수행의 계에서 임 워먼트는

매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성격 5요인(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

이지성)과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의 계에서 임 워먼트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기

해서는 먼 성격요인과 직무수행 그리고 성격요인과 임 워먼트와의 계가 유의해야

한다.이 연구결과에서는 외향성,친화성 정서 안정성이 직무수행과 임 워먼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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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외향성이 직무수행에 유의한 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이윤경,2011)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따라서 비서직에서 성격 5요인이

임 워먼트를 통해 비서의 직무수행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해서는

외국계 기업, 비서,법률비서 등과 같이 기업 임원 비서와는 조직문화와 직무가 상이

한 비서들을 상으로 계속 인 연구를 통해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즉 임 워먼트를 통

한 성격 5요인의 직무수행에 한 간 효과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사.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에

서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

연구결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의 계에서 임

워먼트가 부분매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

수 이 높을수록 부하들은 직무에 한 자신감과 자기결정력 등이 증가되어 임 워먼트

지각 수 이 높아지게 되어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

(한진환,김이태,2007;Gómez&Rosen,2001;Lidenetal.,2000;Wat&Schaffer,2005;

Zhou,Wang,Chen&Shi,2011)를 지지한다.

그동안 비서직과 련한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임 워먼트 련 선행연구에서는

이들 변인과 직무만족 조직유효성과의 직 인 계만을 연구하 으나 이 연구에서

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임 워먼트를 통해 직무수행에 간 으로 향을 미치

는지를 확인하 다. 한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임 워먼트를 독립변인으로 동시

으로 함께 고려하여 직무수행과의 계를 구명하 다.이에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

행에 있어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직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으며,상

사-부하 교환 계(LMX)와 직무수행의 계에서 임 워먼트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나 직무수행에 있어서 비서와 상사와의 교환 계의 요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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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요약,결론 제언

1. 약

이 연구의 목 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과 구성요인을 구명하고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상사-부하 교환 계(LMX) 임 워먼트와의 계

를 구명하는데 있었다.구체 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첫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

수행 수 과 구성요인을 구명한다.둘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의

계를 구명한다.셋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를 구명한다.넷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임 워먼트의 계를 구명한다.다

섯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의 계에 한 상사-부하 교환 계

(LMX)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여섯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의

계에 한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일곱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에 한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기업에서 임원 비서직을 수행하고 있는 비서직 종사자 체이다.

하지만 모집단의 황을 정확히 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

하는 2012년 매출액 기 상 500 기업을 목표모집단으로 설정하 다.

조사도구로 사용된 질문지에는 직무수행 측정도구,성격 5요인 측정도구,상사-부하 교

환 계(LMX)측정도구,임 워먼트 측정도구,그리고 응답자의 특성에 한 조사문항이

포함되었다.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측정도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측정도구의 일반 개발

차인 측정도구 안 개발, 문가를 통한 내용 타당도 검토, 비조사를 통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통해 개발되었다.나머지 성격 5요인,상사-부하 교환 계(LMX)

임 워먼트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들을 이 연구의 목 과 조사 상에

맞도록 번안하고 표 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측정도구는 일정

리(5문항), 화응 (5문항),방문객응 (4문항),사무 어(2문항),보고업무(3문항),회의업

무(2문항),출장 리(4문항),문서 정보 리(5문항),경 환경 동향 분석(3문항),개인신

상보좌(3문항),경조사(2문항),기타(2문항)으로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40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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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공통성이 부족한 3개 문항인 4번,20번,21번 문항과 여러 요인에 복되게 나타

나는 25번 문항을 제거하여 36개 문항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 다.내 일치도 계수는

.954로 양호한 수 이었다.

성격 5요인 측정도구는 외향성(10문항),친화성(10문항),성실성(10문항),정서 안정성

(10문항),이지성(10문항)의 요인으로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졌다.내 일치도 계수는 .외향

성 .696,친화성 .757,성실성 .844,정서 안정성 .834,이지성 .898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요인분석결과 요인 재량은 .484∼.843으로 구인타당성을 해한다고 단되는 문항을 제

거하여 최종분석에는 외향성(9문항),친화성(4문항),성실성(8문항),정서 안정성(8문항),

이지성(6문항)을 활용하 다.

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정서 애착(3문항),충성심(3문항),공헌의욕(3문항),존경

심(3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내 일치도 계수는 정서 애착 .890,충성심

.846,공헌의욕 .693,존경심 .869으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냈으나 4번 문항인 공

헌의욕 1개 문항이 구인타당성을 해한다고 단하여 그 문항을 제거하고 나머지 문항

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 다.

임 워먼트는 의미성(3문항),과업수행자신감(3문항),자기결정력(3문항), 향력(3문항)

으로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내 일치도 계수는 의미성 .883,과업수행자신감 .861,자

기결정력 .852, 향력 .833으로 양호하 다.요인분석결과 요인 재량은 .607∼.853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결정력 3번 문항과 향력 8번 문항이 구인타당성을 해한다고 단하

여 2문항을 제거하고 최종분석에 활용하 다.

자료수집은 2014년 10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우편 조사,이메일 조사 온라인 조사

로 이루어졌으며,500 기업에서 우편으로 21부,이메일로 39부,그리고 온라인으로 293

부가 응답되어 총 353부가 수집되었다.자료분석은 SPSSforWindows18.0을 이용하여

빈도,백분율,평균,표 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 으며,연구가설을 구명하기 하

여 다회귀분석이 이용되었다.모든 분석에서 통계 유의수 은 0.05를 기 으로 단

하 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은 평균

으로 보통이상(평균 3.78)으로 나타났으며,직무수행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직무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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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로 분석되었다:즉,1.정보 리 기타 상사 지원,2. 인 계 리,3.상황 단,4.

커뮤니 이션,5.일정 리,6.정보처리 활용,7.외국어,8.경 정보분석 직무 역이

었다.한편,이러한 8개의 직무 역 가운데, 기업 임원 비서의 수행수 이 가장 높은 직

무 역은 3.상황 단(평균 4.05)이었고,그 다음으로 1.정보 리 기타 상사지원(평균

4.03),4.커뮤니 이션(평균 3.86),5.일정 리(평균 3.82)순으로 나타났는데,이 역들은

체 평균(3.78)이상의 직무수행 수 을 보여주었다.하지만 나머지 역들에 한 직무

수행 수 은 모두 체 평균 이하로 나타났는데,즉 6.정보처리 활용(평균 3.73),2.

인 계 리(평균 3.57),8.경 정보분석(평균 3.22),7.외국어(평균 3.11)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성격 5요인인 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 이지성 요인 에서 성

실성(β=.298,p<.05)과 이지성(β=.221,p<.05)요인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인의 상 요성에서 성실성 요인이 직무수행

에 미치는 향력이 이지성 요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428,p<.05),4개의 하 요인 공헌의욕 요인만이 직무수행

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509,p<.05).재직기간별 상

사-부하 교환 계(LMX)하 요인과 직무수행의 계에서는 신입비서와 경력비서 모두

공헌의욕 요인만이 직무수행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넷째,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β=.599,p<.05),4개의 하 요인 과업수행자신감(β=.488,p<.05)과 자기결정력

(β=.174,p<.05)요인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직기간별 임 워먼트와 직무수행의 계에서 신입비서 그룹에서

는 과업수행자신감(β=.485,p<.05)과 자기결정력(β=.193,p<.05)이 직무수행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년 이상 경력 비서그룹에서는 과업수행

자신감(β=.416,p<.05)과 향력(β=.353,p<.051)이 직무수행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성실성과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의 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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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분 으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지성과 직무수행의 계에서도

상사-부하 교환 계(LMX)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

수행은 성실성과 이지성에 직 인 향을 받으면서도,이러한 직 인 향을 주는 성

실성과 이지성은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통하여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다.

여섯째,임 워먼트는 성실성과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의 계에서 부분 으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성격 5요인 직무수행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는 이지성과 직무수행의 계에서 임 워먼트는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

지 못하 다.

일곱째,임 워먼트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의

계에서 부분 으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직

무수행에 직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임 워먼트를 통해 간 으로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2. 결론

이 연구에서는 기업 임원 비서를 상으로 성격 5요인인 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

서 안정성 이지성 요인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 임 워먼트와 직무수행의

계를 검증하 다.이러한 가설검증에 앞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측정도구를 개

발하고 하 역으로 분류하 다.연구결과를 토 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비서의 직무수행 측정도구는 8개의 하 구성요인으로 분류되며 이는 정보 리

기타 상사지원, 인 계 리,상황 단,커뮤니 이션,일정 리,정보처리 활용,

외국어,경 정보분석 역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직 비서들은 직무수행에 요구

되는 역량 심으로 업무를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직 비서의 계속 교

육 는 직무교육과 더불어 학의 비서교육에서 과업 심으로 업무를 구분하여 교육하

는 것보다 직무에 필요한 역량 심의 교육을 통해 비서의 직무수행 수 을 향상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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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둘째,성격 5요인 외향성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 사장 이상 임원 비서 그룹에서의 직무수행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실성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직 인 향

을 미친다. 향력의 정도에 있어 성실성이 직무수행에 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이는 성실성이 부분의 직무에서 측타당한 변인임을 국내 기업 임원비서직의 직

무수행에서도 확인한 것이다.

친화성과 정서 안정성은 직무수행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서 안정성의 수 이 성격 5요인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 수 도 보통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 임원 비서들이 정서 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러한 결과는 조사 상자의 53.8%(97명)만이 정규직으로 나타나 기업 임원

비서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비율(46.2%)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정서 안정성의 수 이 낮은 원인과 정서 안정성과 직무수행의 계

는 후속 연구를 통해 다각 으로 그 원인을 검토하고 구명할 필요가 있다.이지성은 기

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직 인 향을 미친다.이러한 결과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

무수행 수 은 지성이 풍부하고 창의 인 사고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외향성,친화성,성실성,정서

안정성,이지성)의 계를 종합하면 체 조사 상자의 직무수행에는 성실성과 이지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는 근면하고 이지 인 성

격특성이 직 인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상사와의 원만한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정 인 향

을 미치며,구체 으로 상사와 조직에 한 직무지향 인 태도가 직무수행에 향을 미친

다.이러한 결과는 상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는 이미 상사와 정서 애착 계를

유지하고 있어 상사와의 애착 계는 직무수행에 의미가 없으며,비서의 필수 인 직무자

질인 존경심과 충성심 한 비서들에게는 보편 인 직무태도로서 이러한 태도가 직무수

행에는 직 인 련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비서의 직무수행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상사와의 인간 인 계나 자질의 강조보다는 직무지향 인 태도를 향상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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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분 기를 조성함으로써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친다.구체 으로

과업수행에 한 자신감과 직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도는 비서의 직무수행 수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재직기간 3년 미만의 신입비서에게는 과업

수행자신감과 더불어 자기결정력이 직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어 직무환경에서

직무수행 수 의 문성이 상 으로 낮을 것으로 추측되는 비서 그룹은 업무의 자율성

을 부여함으로써 직무수행 수 을 향상시킬 수 있다.반면에 비서의 직무수행 수 이 비

교 높을 것으로 측되는 3년 이상 경력 비서 그룹의 직무수행에는 과업수행자신감과

향력이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게는 업무의 임을 통해

직무수행 수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실성 이지

성의 계에서 완 한 매개역할은 아니나 부분 으로 매개를 하고 있었다.즉,성실성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직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상사와의 원만한

계를 통해 간 으로도 직무수행에 향을 미친다.따라서 근면하고 조직의 규범을 잘

따르는 성격을 지닌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이 높다 하더라도 상사와의 원만한

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직무수행 수 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지

이고 창의 인 특성을 지닌 이지성 요인도 비서의 직무수행에 직 인 향을 미치며,

상사와의 원만한 계를 통해 직무수행에 간 으로도 향을 미치게 된다.따라서 기업

에서는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을 향상시키기 해서 비서의 성실성과 이지성의 성격

특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임원 비서와 상사와의 원만한 정서 계와 직무에

한 공헌의욕을 증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실성의 계에서 부분 으로

매개를 하고 있었다.성실성은 직무수행에 직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비서 스스

로 직무에 한 자신감과 향력 등의 지각을 통해 간 으로도 직무수행에 향을 미

친다.따라서 근면하고 조직의 규범을 잘 따르는 성격특성이 직무수행에 가장 향력이

있는 변인이나,비서 스스로 비서직무기술과 직무능력에 한 자신감과 직무자율성 등을

지각하지 못하면 비서의 직무수행에 제한 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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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실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을 향상시키기 하여 비서의 계속교육이나

직무자율성을 부과하여 직무수행 수 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일곱째,임 워먼트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계에서 부분 으로 매개를 하고 있었다.상사-부하 교환 계(LMX)는 직무수행에 직

인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임 워먼트를 통해 간 으로 직무수행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상사와의 교환 계의 질이 높을수록 직업에 한 과업수행자신감과 결정력 자

신의 향력 등의 임 워먼트에 한 지각이 높아져 직무수행 수 을 높일 수 있을 것이

다.반면에 상사와의 교환 계가 풍부하지 못하면 비서 스스로 자신의 직무수행에 한

자신감이 높다하더라도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제한 일 것이다.따라서 기업

임원 비서들은 직무수행 과정을 통해 상사와 높은 질의 교환 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3. 제언

이 연구는 그동안 비서학 분야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직

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변인의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하 다.이 연구의 결과 결론

을 토 로 실천 혹은 학문 측면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이 연구에서는 조사 상을 국내 기업 임원 비서로 한정하여 직무수행 측정도구

를 개발하 다.개발된 40문항 본조사 분석에서 삭제된 4문항 2문항의 회의 련 업

무로 국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에 회의업무가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그러나 비

서의 직무는 조직의 규모와 조직문화 그리고 비서유형에 따라 상이하다.따라서 이 연구

에서 개발된 직무수행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비서유형을 법률비서, 비서 외국기업 임

원 비서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 유형에 합한 직무수행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들이

계속 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이 연구에서는 국내 500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을 구명하 으며 직무

수행을 하 요인으로 구분하여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가 역량으로 구분됨을 확인하

다.이 연구의 결과는 직 비서의 직무수행에 한 실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직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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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속교육을 한 자료로 활용하여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이다.요인으로 분류된 직무역량을 토 로 직 비서의 직무교육에 있어 역량 심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 수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 학에서는 직무수행 수 의 분석

결과를 교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산업 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심 교육을 실 할 수 있

을 것이다.한편,분석결과에서 직무수행 수 이 낮은 직무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그 원인

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실제 기업에서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은 매우 복잡하고 형식화되

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직 비서와의 심층인터뷰 등의 질 연

구를 활용한 해석 근을 통해 기업 임원 비서 직무수행의 맥락 상황,비서의 치

에 따른 업무 계 등을 탐색하여 직무수행 수 이 낮은 원인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국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 수 에 향을 미치는 성격 요인은 성실성과

이지성 요인 그리고 사장 이상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외향성은 기업에서 인사채용 계속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다.성실하고 창의 이

고 지 인 수 을 가진 임원 비서들이 직무수행의 수 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사채용에서 극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이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성격 5요인이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 으나,연구결과에서는 성실성과 이지성만이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연구범 를 조직문화가 상이한 외국기업의 임원 비서,비서직무

가 상이한 법률비서 비서로 확장하여 직무수행과 성격 요인과의 계를 구명함으로

써 조직문화와 비서유형에 따라 비서의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성격 요인을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임원은 최고경 자의 업무 범 와 일반 임원의 업무범 에서 차

이가 있으므로,후속연구에서는 상사의 직 별로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과의 계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상사의 직 에 따라 비서의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성격 요인

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한편,정서 안정성은 성격 5요인 가장 낮은 상태이며 평균

도 보통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 임원 비서들의 정서 인 안정성이 낮은 상태인 것

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국내 기업 임원 비서의 정서 안정성이 낮은 원인에 해 후속

연구를 통해 원인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이 연구에서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 임 워먼트가 기업 임원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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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무수행과 정 인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성격 5요인과 직무수행의 계에

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임 워먼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다.따라서 기업에서

는 비서의 직무수행을 향상시키기 하여 비서와 상사 간의 정서 계와 공헌의욕,과

업수행의 자신감 자기결정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특히,이 연구결과에서는 비서의 경력에 따라 직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임 워먼

트의 하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따라서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

행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임 워먼트의 하 요인을 우선 으로 악하고 비서의 재직

경력에 따라 차별 인 근방법을 고려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여섯째,이 연구에서는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임 워먼트를 매개변인으로 선정

하여 성격 5요인과 직무수행과의 계에서 이들 변인의 간 인 향력을 확인하 다.

한 임 워먼트를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여 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직무수행과의

계에서 상사-부하 교환 계(LMX)의 간 인 향력을 확인하 다.후속연구에서는 성

격요인이 상사-부하 교환 계(LMX)를 매개변인으로 하고 다시 임 워먼트를 매개변인으

로 하는 이 매개 효과를 확인하여 성격 요인과 직무수행과의 간 인 향 계를 보다

명확하게 구명할 필요가 있다.상사-부하 교환 계(LMX)와 임 워먼트를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여 성격 요인과 직무수행의 계 성격요인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성격요인

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간 인 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이 연구에서 변인으로 설정하지 않은 인구통계학 특성 연령,학력,재직기

간 상사의 직 을 통제변인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재직기간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비서의 직무수행 수 과의 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한편,인구통계학 특성의 분석

결과에서는 비정규직 임원 비서의 비율이 45% 이상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향후에는 일반

인 인구통계학 특성에 고용형태 기업 규모와 더불어 비서 공 등을 포함하여 일

반 특성을 보다 종합 으로 설정하고 이들 변인과 직무수행의 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이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직무수행이 직무만족 이직의도 등에 미치는 향

에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이 연구에서는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에 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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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상황에서 직무수행 수 을 향상시키는 선행 변인들을 심으로 연

구를 수행하 다.일반 으로 기업에서는 직무수행 향상을 통한 직무성과,조직몰입,이직

의도 등에 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무수행과 조직차원의 성과 변인들과의 계를 구명

하는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나아가 후속연구를 통해 비서의 개인특성과 조직성

과 변인의 계에서 직무수행 변인의 매개효과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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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문가 인터뷰를 통한 기업 임원 비서의 주요 직무행동

측정기 도출 결과

과업 주요 직무행동 측정기 인터뷰 주요 내용
측정기

도출결과

일정

리

-상사의 모든 일정을 악하고 있어야 하며,시간과 계가 있기 때문

에 정확성이 매우 요함

-일정에 한 자료,장소 확인 등의 계획과 비가 빈틈이 없어야 함

- 기치 못하게 일정조정을 해야 할 경우 요도와 긴 도에 한

단력이 있어야 함.이때 체안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하며,상사의 선

호도와 련자들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함

-정확성

- 비성

-상황 단력

-융통성

-상사 악

화

응

-상사와 회사를 표한다는 서비스마인드가 화목소리,내용 등에 나

타나야 함

-실시간으로 화의 연결여부를 결정해야하므로 단력이 매우 필요하

며,상사가 화연결을 원하는 고객리스트를 비서가 알고 있어야 함

- 화연결을 하지 않는 고객에게 상냥하게 응 하여 상 가 거 당하

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이 요

-주요 고객의 경우 비서로부터 요한 사람으로 인지되고 있음이 화

응 에서 나타나야 함(: 화음성 기억 통화기록 리)

-상사부재 화는 내용을 정확히 메모하고 이를 상사에게 달해야

함

-친

- 의바름

-상황 단력

- 주요고객 정

보 인지

- 서면(메모)보

고

방문객

응

- 부분 정된 방문객이므로 기본 정보 악이 매우 요함

-고객 응 에서 친 함은 사 비(면담장소 차량출입 등)가 정확

히 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상사의 응 선호방식 내방객 통제의 선호도에 한 이해가 필요함

- 비성

-고객응 지식

-상사기호 악

사무

어*
-국제화시 에 외국인과의 화통화에 필요한 어구사능력이 필요함

-국제화시 에 외국인 방문객에 한 국제매 가 필요함*
- 어구사능력

-국제매 *

보고*

-상사의 지시사항을 6하원칙에 기 하여 재확인하는 것,즉 정확하게

경청하는 기술이 매우 요함

-보고에서는 상사의 상황을 고려한 타이 선정과 정확한 달이 필요

함

-업무와 상사에 한 이해가 있어야 상사의 지시사항을 잘 달할 수

있으며 상사가 원하는 방식의 보고를 할 수 있음

-경청기술

- 구두 커뮤니

이션

-상사 악

이해

회의

리

-회의에서는 비서가 직 업무에 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의 비(자

료,시설 등)를 철 히 하는 것이 매우 요함

-회의의 주제 목 을 이해하는 것이 회의자료 등의 비에 필요함

- 비성

-정확성

-OA기기 사용

능력

*비서 NCS(2013)발표 후 추가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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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주요 직무행동 측정기 인터뷰 주요 내용
측정기

도출결과

출장

리

-출장 약을 지원하는 여행사 는 부서가 있으므로 상사의 선호도

와 요구사항을 정확히 악하는 것이 요함

-출장 련 정보를 취합하여 정리할 수 있어야 함

-출장을 앞두고 민한 상사를 하여 출장지 출장 상 에 한

정보 악이 정확해야 함

-상사출장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

특히 긴 한 사항을 단하여 보고할 수 있어야 함

-정확성

-정보 악능력

- 상사의 선호도

악

-상황 단력

문서

정보

리

-상사와의 커뮤니 이션을 통한 문서 정보 리기 의 단력이

필요함

-최근 보안에 해 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므로 회사의 문서

정보 련 규정을 수해야 함

-문서 정보 리를 한 컴퓨터 활용능력은 기본임

-상사의 개인정보 리 폐기도 매우 요함

- 단력

-조직이해도

-컴퓨터활용능력

-정보 리능력

경

환경

분석*

-우리 조직에 한 이해가 요구됨

-상사의 업무 심분야를 악하여 련 기업의 동향과 인 정

보를 계속 으로 수집하고 보고해야 함

-경 련 정보를 악하여 이를 업무에 용시키는 능력이 필요함

-상사를 포함한 경 진의 정보를 리할 수 있어야 함

-조직이해도

-상사이해

-정보 리능력

개인

신상

보좌

-건강 련 보좌나 멤버십 등의 만기일 리를 해서는 기본 으로

상사에 한 심과 존경심이 있어야 함

-만기일 갱신 등의 융 련 보좌를 해서는 정확성이 필요함

-상사에 한 이해와 심이 있어야 상사의 정보기기,신용카드 등

련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존경심

-정확성

-상사이해

경조사

업무

-인 동향 경조사에 한 정확한 정보를 악하여 보고하는 것이

가장 요함

-상사의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요함

-조사의 경우 비기간이 짧으므로 신속정확한 일처리가 요구됨

-정확성

-지시사항 이해

-신속성

기타

(사무환

경 리)

-업무가 시작되기 항상 업무환경을 검하여 쾌 한 분 기를 만

들기 한 노력이 필요함

-상사에 한 배려 직업의식이 업무환경유지로 나타남

-직업의식

-성실성

기타

(회계)

-회사규정을 악하여 련 회계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

요함
-정확성

〔부록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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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직무수행 측정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한 문가집단

구성

문가

역
문가 정보 경력 비고

기업

임원 비서

A기업(액체연료) ○○ 이사
-비서 경력:35년 7개월

-상사 직 :회장
측정기 인터뷰

B기업(유통업)선○○ 리
-비서 경력:9년 5개월

-상사 직 :부회장

C기업(석유화학)송○○ 리
-비서 경력:7년 8개월

-상사 직 :사장(표이사)

D기업(유통업)이○○ 리
-비서 경력:7년 5개월

-상사 직 :사장(표이사)

인사담당자

(직비서)

A기업(정유업)이○○ 차장
- 직비서 경력:16년

-인사채용 경력:3년
측정기 인터뷰

B기업(유통업)양○○ 부장
- 직비서 경력:9년

-인사채용/개발 경력:6년
측정기 인터뷰

비서교육

문가

A 학교 송○○ 교수 측정기 인터뷰

B컨설 양○○ 이사(비서 회

비서교육 문가)
- 직비서 경력:12년 측정기 인터뷰

C 학교 윤○○ 교수 측정기 인터뷰

C 학교 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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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직무수행 측정도구 개발 수정과정

직

역
1차  항

 인 뷰  가회  검토 사항
 인 뷰  가회

결과에 른 

가회  후 조사 항

( 행연구 작업명)주요 직 행동  

 인 뷰 내용
가회  검토 사항 

일

리

나는 상사  일

를 작 다.

일 는 시간과 계

가 있 므  이 

도  이 

일  작 에   

  있는 구체 인 

상 진  추가

- ‘일  시작/종료시간, 모임주 , 

사항 등  포  보들 ’ 추

가

- ‘ 자  연락 여’ 추가 

나는 상사일  시작/종료시간, 모임주 , 사

항 등  포  보들  자  연락 여 일

를 작 다(일 보 집, 일 작 ).

나는 상사에게 

 일  상 시킨

다.

일 인      일

인시   구체 인 

사항 포

- ‘주  상사  일  인

여’추가

- ‘ 상   요자료 등  보고

다’추가

나는 주  상사  일  인 여 상사에

게 상 시키고 상   요자료 등  보고

다(일 인 ).

나는 상사  일 과 

여 참 , 장소 

 시간  악 다.

상사  모든 일  

히 악 는 

일 리에 여 상사  

질   요청에   

있  도  업  악이 

요구

- ‘모든 일  히 인 고 억

여’ 추가

- 악 다 → 질 에 다

나는 상사  모든 일  히 인 고 억

여 상사  질 에 다(없 ).

나는 회   약속

 요청 고 일  

조 다.

일 조 에   

요도  도에 

 상 단 , 통

일 조  구체 인 직

내용 포

- ‘업  요도  도에 라 우

를 해’추가

- ‘사내 임직원과 상사  면담일

’ 추가

-  조 다 → 조 고 리 다

나는 업  요도  도에 라 우 를 

해 사내임직원과 상사  면담일  조 고 

리 다(일 조 ).

나는 사내외에 상사

일 에  에 

히 다.

상사 일 보 공에 

 상사  도 

악과공개  단

(상사 악, 상

단 )  항구 에 포

고 도 에 

 단어  

- ‘상사  향  고 고 공개   

있는  단 여’추가

나는 상사일 에  에 상사  향  고

고 공개   있는  단 여 게 

다(없 ).

나는 상사에게 연결

 를 별 다.

연결 여부에  

상 단

연결  구체 인 직

상  시 여 별능

(상 단 ) 

- ‘ 요도  도를 단 여’ 추가

- ‘걸  ’, ‘그 지 않  

를’ 추가

나는 걸   요도  도를 단

여 상사에게 연결   그 지 않  

를 별 다( 답 ,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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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역
1차  항

 인 뷰  가회  검토 사항
 인 뷰  가회

결과에 른 

가회  후 조사 항

( 행연구 작업명)주요 직 행동  

 인 뷰 내용
가회  검토 사항 

(계속)

나는 상사  요  

고객  억 여  

게 인사를 다.

주요 고객  인지 고 

있  (주요고객인

지, )

구체 인  상  

항에 시 고  

  있는  단어  

- 요  → 주요 

- ‘목소리, 번 , 직   등 ’

- 게 → 인사말  건 다

나는 주요 고객  목소리, 번

, 직  등  억 여 를 

았    인사말  건 다(없

).

-

연결  거 여부가 

노출 지 않도  

 (상냥 /

름)

연결 지 않는 구체 인 

상  시 여  도 

- 힌 양해를 구 고’ 포

-‘즉시 연결  지 않는’, ‘상

사에게 달 다’ 포

나는 상사에게 즉시 연결  

지 않는 고객에게는 히 양해를 

구 고 모를  후 상사에게 

달 다( 별 ).

나는 상사에게 걸

   담당자  

연결  를 별

다.

상사에게  연결여

부에  단

연결 지 않는    

부  연결 상  구체

 시

- 걸   → 연결 지 않는

- 담당자  연결  를 별 다 → 

용건에 라  담당자  부

에 연결해 다 

나는 상사에게 연결 지 않는  

 용건에 라  담당자  

부 에 연결해 다( 연결 , 

별 ).

나는 상사  부재  

를 모  모

여 상사에게 달

다.

상사부재  모  

 

 모내용 구체

 시

- ‘걸  는 일시, 상  신

분, 목   연락처 등 ’추가

- 모  → 히

나는 상사부재  걸  는 일

시, 상  신분, 목   연락처 

등  히 모 여 상사에게 

달 다(부재  모 ).

객

나는 객  보

( , 자료)를 

집 다.

 객  본

인 보 악( )

악해야  보 구체  - ‘ ’추가

- ‘등  포  자료를 악 여 

사 에 상사에게 보고 다.’추가

나는  객  , 

목  등  포  자료를 악

여 사 에 상사에게 보고 다(

객  ).

나는 요  객

 료 를  

악  보를 

집 다.

 주요 고객  에   

구체 인 상  항에 

시

- 요  객 → 주요 고객이 

  상   연락 여

- 료 를  악 → 료

- ‘차량 등 보’,‘사 에’추가

나는 주요 고객이   상

  연락 여 객  

료   차량 등  보를 사

에 집 다( 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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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역
1차  항

 인 뷰  가회  검토 사항
 인 뷰  가회

결과에 른 

가회  후 조사 항

( 행연구 작업명)주요 직 행동  

 인 뷰 내용
가회  검토 사항 

객

(계속)

 객에  

  

 

사  내용  

항에 구체  시 항 추가

나는  객  해  

장소를 보 고 다과  견에 

요  를 다(다과 ).

나는  객  

신원  인  후 상사

에게 안내 다.

단 고 계 인 직

행동 삭 항 삭

나는  않  

객에게   

다.

상사  고객   내

객통 에  

도 악

직 상  구체  -  않  객 → 약속 지 않

- ‘상사  내 객  식  악

여’추가

-   → 상사 또는 부

 안내여부를 결

나는 약속 지 않  객  경우 

상사  내 객  식  악

여 상사 또는 부  안내여

부를 결 다( 객 통 ).

회

리

나는 회 개 를 즉시 

공지 다.

회  시  등   

 

- 업 임원 는 상

사가 주재 는 회  

참 여부  통지만 

행

- ‘상사가 주재 는 회 참 자에게’추

가

- ‘참 여부 인’추가

-  공지 → 통지

나는 상사가 주재 는 회 참 자에

게 회 개 를 통지 고 참 여부를 

인 다(회 개  공지 ).

나는 회 장소를 택

고 사용 약 등 회 진

행  업 를 행 다.

업 임원 는 회

에 직  여 지 않

고 회 (자료  

시 )만  게 

- 회 장소 택  내

객  복 므  

삭

- 회   시   자료 

인

- ‘회 장소 택’ 삭

- ‘회 시작 ’추가

- ‘자료를 고’추가

-  회 진행  업 를 행 → 요  

자재 시연  검

나는 회 시작 에 자료를 고 

요  자재를 시연  검 다

(회 자료 , 회 경 검

).

나는 상사  회   걸

 요  연결과 

 않  객 알

림  단 여 처 다. 

-

- 상사부재   

항과 내용 복
항 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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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역
1차  항

 인 뷰  가회  검토 사항
 인 뷰  가회

결과에 른 

가회  후 조사 항

( 행연구 작업명)주요 직 행동  

 인 뷰 내용
가회  검토 사항 

출장

리

나는 상사  출장 보를 

집 여 약 다.

- 출장 약 지원부 가 

있 므  회사규 과 

상사 도 히 

악

- 신속  약이 이

므  출장 약 시  

추가

- 약  상  구체

 시

- ‘상사출장이 해지면’추가

- 상사  출장 보를 집 여 → 회사

규 과 , 항공편 좌  등  

상사 도를 고 여

- ‘ 과 통편 ’추가

나는 상사출장이 정해지면 회사규

정과 호텔, 항공편 좌석위치 등의 

상사 선호도를 고려하여 호텔과 

교통편을 예약한다(교통, 숙박지, 

식당 등 예약).

나는 상사  출장  

보를 취 여 출장일

를 작 다. 

- 출장상   사항

  보 악

능

- 취 는 보를 구체

 시 여 직

도 

- ‘상사출장에 여 자  연

락 고 회사, 면담자, 일시, 장

소 등 ’ 추가

나는 상사출장에 대비하여 관련자

와 연락하고 관련회사, 면담자, 일

시, 장소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출

장일정표를 작성한다(출장일정표 

작성하기). 

나는 출장지 보를 집

다.1)

- 출장  민  상사

를  출장지  

 보 

- 공식일  출장일

에 포 므  부가

인 출장지 보 구체

 시

- ‘상사  공식  출장일  이외에’

추가

- ‘날씨 보,  편 시 , 명 

스토랑 등  조사 여 자료를 

다’추가

나는 상사의 공식적 출장일정 이

외에 출장지 정보인 날씨정보, 호

텔 편의시설, 유명 레스토랑 등을 

조사하여 자료를 준비한다(없음).

나는 출장 간  상사부

재시 업 를 보고 다.

- 상사 출장   

상  보고   있

는 상 단

- 출장  업 는  포

이므  구체 인 

상  시

- ‘ 생  업  처리사항에 해’

추가

- ‘ 요도  도를 단 여 출장 

인 상사에게’추가

나는 상사의 출장 중 발생한 업무

와 처리사항에 대해 중요도와 긴

급도를 판단하여 출장 중인 상사

에게 보고한다(출장 중 업무보고하

기).

나는 상사  출장 후 출장

용 산업 를 다.
-

- 항  구  만큼 

요  업  아님
항 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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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역
1차  항

 인 뷰  가회  검토 사항
 인 뷰  가회

결과에 른 

가회  후 조사 항

( 행연구 작업명)주요 직 행동  

 인 뷰 내용
가회  검토 사항 

 

 

보

리

나는 상사  우편  

리 다.

- 리  단 - 우편  리   직  

구체  시 여야 

도 이 가능

- ‘개 여부를 단 고’추가

- ‘상사에게 달  것과 

부 에 보낼 것  분

다’추가

나는 상사  우편  개 여부를 단

고 상사에게 달  것과 부 에 

보낼 것  분 다( (우편 ) 

신  리).

나는 /워드, 엑 , 

워포인트를 용 여 

회   를 작

다.

-   보 리를 

 컴퓨  용능

- 작 시  상 과 업

내용  구체  시

여 도 

항 재구 나는 상사가 지시  보를 집 여 

워드, 슬라이드 등  양식에 맞춰 

요  보를 일목요연 게 작 다

( 작 ).

나는 를 일링 

다.

- 상사  커뮤니 이

 통  / 보

리  립

- 업  임원 는 

보다는 컴퓨 에 장  

일상태  보가 많

므   보를 

께 시

- ‘상사    보

 리  립 고’추

가

- 일링 다 →  보를 

처리 다

나는 상사    보  

리  립 고 이에 라  

보를 처리 다( 리 ).

-

- 업 임원  보

리에 있어  보폐

도 매우 요

- 폐   회사    

보  규  

항 추가 나는 회사   보  보존 간 

규 에 라  보를 폐 다

( 폐 ).

나는 번 를 리

고 업데이트 다.1)

- 고객  보 리 - 리해야  고객 보  

직 를 구체  시

( 번 가 가장 요  

고객 보임)

- 번  → 고객  번  

 주소 등  포  고객 

데이 베이스

- 업데이트 다 → 리 고 변

동이 생 면 다.

나는 고객  번   주소 등  포

 고객 데이 베이스를 리 고 변

동이 생 면 다( 번  리, 

보 리).

1) 화응 역의 1차 비 문항으로 선정된 고객 화번호 리를 수정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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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역
1차  항

 인 뷰  가회  검토 사항
 인 뷰  가회

결과에 른 

가회  후 조사 항

( 행연구 작업명)주요 직 행동  

 인 뷰 내용
가회  검토 사항 

개인

신상

보좌

나는 상사  카드번 , 

여권, 자, 계좌 보 등

 리 다.

- 만 일 리   

보좌를 해  

이 요구

- 구체 인 상사지원 사

항 시 여 도 

- 카드번 , 계좌 보 → 신용카드, 버

십

- ‘만 일 보를 리 고 갱신여부를 

인 여  내에 처리 다’추가 

나는 상사의 신용카드, 멤버십, 여

권, 비자 등의 만기일 정보를 관리

하고 갱신여부를 확인하여 기한 내

에 처리한다(출장수속, 회원권관리).

나는 상사  건강  

업 를 지원 다.

- 상사에  심과 존

경심이 있어야 건강

리도 가능

- 업 임원 는 상

사  개인 이므  

건강 리  업 도 

포 며 구체 인 업

를 포

- ‘ 검진, 진료 약  건강 식

품  등 ’추가 나는 상사의 건강관련 정기검진, 진

료예약 및 건강기호식품 준비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건강관리).

나는 상사  개인 모임

(동창회, 동 회 등) 업

를 보좌 다.

-

- 상사  외업  상 에 

라 매우 동 이며 

업  요도 낮

항 삭

-

- 보 용에 익

지 않  상사가 많아 

임원 가 이를 지원

해야 

- 상사  신 보

용에  질 과 

에 임원 가 

지원해야 

항 추가
나는 상사의 스마트폰 및 최신정보

기기 기능을 숙지하여 상사의 기기

사용을 지원한다(없음).

경조

사

나는 사내외  경조사 

보를 집 다.

- 경조사   보

집 후 보고

- 상사 지시사항 신속

게 이해

- 경조사 보 집 후 

 처리업  시

여 도 

- 경조사 보를 집 다‘삭

- ‘보고 며 상사 참 여부, 경조  

송  경조  여부를 신속 

게 인 다’추가

나는 사내외 경조사  보를 보

고 며 상사 참 여부, 경조  

송  경조  여부를 신속 

게 인 다(경조사보고 , 지

시사항 악 ).

나는 경조사  지시사항

( 용청구, 송, 우

편 )  처리 다.

- 경조사는 상사  주요 

고객 리 업 이므  상

사가 참 는 경우  

 업 처리 요

- 지시사항 이해가 

면 지시사항 처리는 

계 인 업 행동

항 재구 나는 경조사  여 상사가 참

는 경우 상사 도착 에 이

나 조  도착여부를 인 다(경

조사 지시사항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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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역
1차  항

 인 뷰  가회  검토 사항

 인 뷰  가회

결과에 른 

가회  후 조사 항

( 행연구 작업명)
주요 직 행동  

 인 뷰 

내용

가회  검토 사항 

타

나는 실과 상사 집 실  

리 다.

-  직업 식

 실  집

실 리  나타

남

- 실과 상사 집 실 

업 경  매일 검

해야 

- ‘쾌  업 경이 지 도  

실  상사  집 실과 사 품

’추가

- 리 다 → 매일 검 다

나는 쾌  업 경이 지 도  

실  상사  집 실과 사 품

 매일 검 다( 실/집 실 경

리 ).

나는 상사가 사용 는 경  

회계처리를 보좌 다.

- 회계업 를 

게 행 는 

것이 요

- 임원 실에  회

계업 를 구체  

시

- 상사가 사용 는 경  회계처리 → 

출장 , 법인카드, 각종경  등  

회계  업 를

- 보좌 다 → 안 내에 히 처리

다.

나는 상사  출장 , 법인카드, 각종

경  등  회계  업 를  내

에 히 처리 다(경 처리 ).

보고

업

나는 상사  지시사항  경청 고 

게 내용  악   있다.

-  경청

(6  원 )

- 지시   상  

구체  항에 

시  여 2개  

진단 항  나  

항  구

- 경청 → 듣고

- ‘ 원 에 라 이해 고’ 추가

나는 상사  지시사항  듣고 원

에 라 이해 고 재 인 여 업

내용  악 다(없 ).

나는 지시받은 사항과 보고

기한에 해 정확히 해당

련업무 담당자에게 달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지시사항  

 달  해

 상사 악이 

요구

- 단  지시사항 달 

뿐만 아니라 진행상

 악 지 업 범

에 포

- ‘ 히 달 고’단어  

-  내용  → 진행상   결과를 주

 

나는 상사  지시사항  업  담

당자에게 히 달 고 진행상  

 결과를 주  인 다(없

).

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방

법을 결정하여 상사에게 보

고할 수 있다.

- 상사가 는 

식  보고 

악

- 보고   구체 인 

상 과 보고 식 시

- ‘상사  지시사항 처리 후’, ‘결

과를’ 추가

- 보고 법 → 구 , 면 등  보고

법 

나는 상사  지시사항 처리 후 구 , 

면 등  보고 법  결 여 결과

를 보고 다(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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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역
1차  항

 인 뷰  가회  검토 사항

 인 뷰  가회  결과에 른 
가회  후 조사 항

( 행연구 작업명)주요 직 행동  

 인 뷰 내용
가회  검토 사항 

사

어

외국인과   통  시, 용건  

악 고 상 에 맞게 어  소통

  있다.  

- 외국인과  통

  요청사항 처

리

- 상  구체  

시

- 통  → 

- ‘ 상사  연결  고객  요청사항  지원

다’ 추가

나는 외국인과  시 용

건  악 고 상 에 맞게 상

사  연결  고객  요청사

항  지원 다(없 ).

외국손님  시, 국 매 를 갖추

어 어  안내 고   있다. 

- 국 시  외국인 

객에  국

매

-

나는 외국손님  시 국 매

를 갖추고 어  안내 여 

다(없 ).

경

경

동향

분

나는 상사  역 과 경 , 경

동, 경 경  개  명   

있다.

- 조직이해도 -  보  

직 에  요구 는 

구체 인 상  

- 상사  역 과 경 , 경 동, 경 경  개

 → 회사  경  본 보인 , 

경 , 주요 실   

- 명  → 악 여

- ‘고객  질 에 히 다’추가

나는 회사  경  본 

보인 , 경 , 주요 실  

등  악 여 고객  질 에 

히 다(없 ). 

나는 조직과 계있는 부부처, 

거래처, 경쟁 업 동향과 주요고객

 조사   있다.

-  보 집 

해  상사  업  

 심분야 악

- 업 임원  

직 에 맞게  

보  업 내용 

- 조직 → 회사

- 부부처, 거래처, 경쟁 업 동향과 주요고객

  → 회사  있는 거래처  경쟁

업  주요 이슈, 인  동향 등  보를 

- 조사   있다 → 요  경우나 상사가 요

청 면 보고 다

나는 회사  있는 거래처  

경쟁 업  주요 이슈, 인  동

향 등  보를 악 여 요  

경우나 상사가 요청 면 보고

다(없 ). 

나는 상사   리 다. - 상사  보 리 - 업 임원  

직 에  요구 는 

상사  보를 구

체  시

- 상사   보  동향  악 고 → 상

사  이 사항, 동 동향, 사진 등  보를 

리 고

- ‘사내외에  요청 면 상사에게 인  후 

공 다’추가

나는 상사  이 사항, 동 동

향, 사진 등  보를 리 고 

사내외에  요청 면 상사에게 

인  후 공 다(

리).1)

1) 로필 리 작업은 선행연구의 개인신상보좌 역에서 이동함

〔부록 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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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문가회의를 통한 상사-부하 교환 계(LMX) 임 워먼

트 측정도구 수정결과

문항번호

(하 요인)
상사-부하 교환 계(LMX)측정도구 원안(해석) 문가회의 결과에 따른 수정

1

(애착)

Ilikemysupervisorverymuchasaperson(나는 상사를

인간 으로 좋아한다).
좋아한다 → 존경한다.

2

(충성)

Mysupervisordefendsmyworkactionstoasuperior,

even without complete knowledge of the issue in

question(나의 상사는 다른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나의 업무

활동을 으로 보호해 다).

-

3

(공헌

의욕)

Idoworkformysupervisorthatgoesbeyondwhatis

specifiedinmyjobdescription(나의 상사를 해 직책에

규정된 업무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

4(존경)
Iam impressed with my supervisor'sknowledgeof

his/herjob(나는 상사의 직무지식에 해 감명을 받는다)
.

5(애착)

Mysupervisoristhekindofpersononewouldliketo

haveasafriend(나의 상사는 친구처럼 사귀고 싶은 유형

의 사람이다).

상사는 친구처럼 사귀고 싶은 유형의

사람 → 나는 상사를 믿고 따른다

6(충성)

MysupervisorwouldcometomydefenseifIwere

"attacked"byothers(나의 상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

을 받는 경우에도 나를 보호해 다).

보호해 다 → 감싸 다.

7

(공헌

의욕)

Iam willing to apply extra efforts,beyond those

normallyrequired,tomeetmysupervisor'sworkgoals

(나는 상사의 업무 목표 달성을 해 일반 으로 요구되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인다.)

8(존경)
Irespectmysupervisor'sknowledgeofandcompetence

onthejob(나의 상사의 직무지식과 직무능력을 존경한다).

직무지식과 직무능력 → 업무에서

문성을 발휘하는

9(애착)
Mysupervisorisalotoffuntoworkwith(나의 상사는

함께 일하기 즐거운 사람이다).
‘함께’삭제

10(충성)

My supervisorwould defend me to others in the

organizationifImadeanhonestmistake(나의 상사는 내

가 부득이하게 실수를 범했을 때 조직내 다른 사람들로부

터 나를 보호해 다).

-

11(공헌

의욕)

Idonotmindworkingmyhardestformysupervisor(나

는 상사를 해 최선을 다해 일하기를 꺼리지 않는다).
-

12(존경)
Iadmiremysupervisor'sprofessionalskills(나는 상사의

문 인 기술을 존경한다).
문 인 기술 → 직무역량

〔부록 4-1〕 문가회의를 통한 상사-부하 교환 계(LMX)측정도구 수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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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

(하 요인)
임 워먼트 측정도구 원안(해석) 문가회의 결과에 따른 수정

1(의미)
TheworkIdoisveryimportanttome(내가 하는 직

무는 나에게 매우 요하다).
-

2(과업

수행자신)

Iamconfidentaboutmyabilitytodomyjob.(나는 나

의 업무수행 능력에 자신이 있다).
자신이 → 자신감을 가지고

3(결정)

Ihavesignificantautonomyindetermininghow Ido

myjob(나는 나의 직무수행 방법을 결정하는데 자율성

을 갖고 있다).

자율성을 갖고 있다 → 자율 으로 결정할

수 있다.

4(향)
Myimpactonwhathappensinmydepartmentis

large(내 부서에서 나의 향력은 크다).

내 부서에서 나의 → 나의 직무가 련

부서에 미치는

5(의미)
Myjobactivitiesarepersonallymeaningfultome(나의

직무수행은 개인 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개인 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 나의

경력 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6(과업

수행자신)

Iamself-assuredaboutmycapabilitiestoperformmy

workactivities(나는 나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 능력에

자신감이 있다).

내 능력에 자신감이 있다 →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

7(결정)

Icandecideonmyownhow togoaboutdoingmy

work(나는 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다).

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

정할 수 있다 → 나의 업무 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8(향)

Ihaveagreatdealofcontroloverwhathappensin

mydepartment(나는 내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한

통제권이 많다).

내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한 통제권이

많다 → 비서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해

통제할 수 있다

9(의미)
TheworkIdoismeaningfultome(내가 하는 직무는

나에게 의미가 있다).

직무는 나에게 의미가 있다 → 우리 조직

에 요한 의미를 지닌다

10(과업

수행자신)

Ihavemasteredtheskillsnecessaryformyjob(나는

내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내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 직무에서 요구되는 문 인 기술을 가

지고 있다

11결정)

Ihaveconsiderableopportunityforindependenceand

freedominhowIdomyjob(나는 나의 직무를 수행하

는데 있어 상당한 독립성과 재량을 가지고 있다).

상당한 독립성과 재량을 → 독립성을

12(향)

Ihavesignificantinfluenceoverwhathappensinmy

department(나는 나의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해

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부서 → 비서실

〔부록 4-2〕 문가회의를 통한 임 워먼트 측정도구 수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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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비조사 질문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련변인에 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 바쁘신 에도 귀 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신 데 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귀사와 귀하의 무궁한 발 을 기원합니다.

이 연구의 목 은 기업 임원 비서가 수행하는 직무를 악하고 이에 향을 미치

는 련 사항들을 조사하고자 합니다.이러한 목 으로 비서의 직무수행,성격요인,상

사-부하 교환 계(LMX),임 워먼트의 4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성실한 답변은 비서의 직무수행을 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귀하의 응답내용은 오직 학술 인 목 으로만 사용되며,조사결과는 통계법 제 8

조에 의해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일

서울 학교 학원 농산업교육과

지도교수 김진모

박사과정 김미

응답과 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010-3859-6938,051)509-6152 e-mail:mykpuf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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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은 비서가 실제 수행하는 직무입니다.제시한 직무내용에 한 실제 자신의 수

행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시면,‘해당

없음’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해당

없음

아주

잘 

못한다

잘

못한다

보통

(간)

이다

잘 

한다

매우 

잘한다

1 나는 상사일정의 시작/종료시간,모임주제, 비사항 등을 포함한 

정보들을 련자와 연락하여 일정표를 작성한다.
� � � � � �

2 나는 주기 으로 상사의 일정을 확인하여 상사에게 상기시키고 

비상황  필요자료 등을 보고한다.
� � � � � �

3 나는 상사의 모든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억하여 상사의 질문에 

비한다.
� � � � � �

4 나는 업무의 요도와 긴 도에 따라 우선순 를 정해 사내임직원

과 상사와의 면담일정을 조정하고 리한다.
� � � � � �

5 나는 상사일정에 한 문의에 상사의 성향을 고려하고 공개할 수 

있는 수 을 단하여 하게 응 한다.
� � � � � �

6 나는 걸려온 화의 요도와 긴 도를 단하여 상사에게 연결할 

화와 그 지 않은 화를 선별한다.
� � � � � �

7 나는 주요 고객의 목소리, 화번호,직함 등을 기억하여 화를 받

았을 때 먼  인사말을 건넨다.
� � � � � �

8
나는 상사에게 즉시 화연결을 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정 히 양해

를 구하고 메모를 받은 후 상사에게 달한다.
� � � � � �

9
나는 상사에게 연결되지 않는 화  용건에 따라서 담당자  

련부서에 연결해 다.
� � � � � �

10
나는 상사부재  걸려온 화는 일시,상 방의 신분,목   연락

처 등을 정확히 메모하여 상사에게 달한다.
� � � � � �

11나는 정된 방문객의 로필,방문목  등을 포함한 련자료를 

악하여 사 에 상사에게 보고한다.
� � � � � �

12
나는 주요 고객이 방문할 때 상 방의 비서와 연락하여 방문객의 

음료기호  차량 등의 정보를 사 에 수집한다.
� � � � � �

13
나는 정된 방문객을 해 한 장소를 확보하고 다과  견

에 필요한 비를 한다.
� � � � � �

14
나는 약속되지 않은 방문객의 경우 상사의 내방객응  선호방식을 

악하여 상사 는 련부서로의 안내여부를 결정한다.
� � � � � �

15
나는 외국인과의 화응 시 용건을 악하고 상황에 맞게 상사와

의 연결  고객의 요청사항을 지원한다.
� � � � � �

16
나는 외국손님의 방문시 국제매 를 갖추고 어로 안내하여 응

한다.
� � � � � �

17
나는 상사의 지시사항을 듣고 육하원칙에 따라 이해하고 재확인하

여 업무내용을 악한다.
� � � � � �

18
나는 상사의 지시사항을 련업무 담당자에게 정확히 달하고 진

행상황  결과를 주기 으로 확인한다.
� � � � � �

19
나는 상사의 지시사항 처리 후 구두,서면 등의 보고방법을 결정하

여 결과를 보고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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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해당

없음

아주

잘 

못한다

잘  

못한다

보통

(간)

이다

잘 

한다

매우 

잘한다

20나는 상사가 주재하는 회의참석자에게 회의개최를 통지하고 참석여

부를 확인한다.
� � � � � �

21나는 회의시작 에 자료를 비하고 필요한 기자재를 시연  

검한다.
� � � � � �

22나는 상사출장이 정해지면 회사규정과 호텔,항공편 좌석 치 등의 

상사 선호도를 고려하여 호텔과 교통편을 약한다.
� � � � � �

23나는 상사출장에 비하여 련자와 연락하고 련회사,면담자,일

시,장소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출장일정표를 작성한다.
� � � � � �

24나는 상사의 공식  출장일정 이외에 출장지 정보인 날씨정보,호텔 

편의시설,유명 스토랑 등을 조사하여 자료를 비한다.
� � � � � �

25나는 상사의 출장  발생한 업무와 처리사항에 해 요도와 긴

도를 단하여 출장 인 상사에게 보고한다.
� � � � � �

26나는 상사의 우편물 개 여부를 단하고 상사에게 달할 것과 

련부서에 보낼 것으로 분류한다.
� � � � � �

27
나는 상사가 지시한 정보를 수집하여 워드,슬라이드 등의 문서양식

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한다.
� � � � � �

28
나는 상사와 련된 문서와 정보의 리기 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문서와 정보를 처리한다.
� � � � � �

29
나는 회사의 문서와 정보의 보존기간 규정에 따라 문서와 정보를 

폐기한다.
� � � � � �

30
나는 고객의 화번호  주소 등을 포함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리하고 변동이 생기면 수정한다.
� � � � � �

31
나는 회사의 경 련 기본 정보인 비 ,경 방침,주요 실  등을 

악하여 고객의 질문에 정확히 응한다.
� � � � � �

32나는 회사와 련있는 거래처  경쟁기업의 주요 이슈,인  동향 

등의 정보를 악하여 필요한 경우나 상사가 요청하면 보고한다.
� � � � � �

33
나는 상사의 이력사항,활동 동향,사진 등의 정보를 리하고 사내

외에서 요청하면 상사에게 확인한 후 제공한다.
� � � � � �

34
나는 상사의 신용카드,멤버십,여권,비자 등의 만기일 정보를 리

하고 갱신여부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처리한다.
� � � � � �

35
나는 상사의 건강 련 정기검진,진료 약  건강기호식품 비 등

의 업무를 지원한다.
� � � � � �

36
나는 상사의 스마트폰  최신정보기기 기능을 숙지하여 상사의 기

기사용을 지원한다.
� � � � � �

37
나는 사내외 경조사 련 정보를 보고하며 상사 참석여부,경조화환 

발송  경조 의 비여부를 신속 정확하게 확인한다.
� � � � � �

38
나는 경조사와 련하여 상사가 참석하는 경우 상사 도착 에 화

환이나 조화의 도착여부를 확인한다.
� � � � � �

39
나는 쾌 한 업무환경이 유지되도록 비서실  상사의 집무실과 사

무비품을 매일 검한다.
� � � � � �

40
나는 상사의 출장비,법인카드,각종경비 등의 회계 련 업무를 기

한 내에 정확히 처리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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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다음의 항목은 귀하의 성격을 묻는 내용입니다.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표

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각종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잘 나서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먼  화를 시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사람들을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모임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 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에게 심이나 이목이 집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모르는 사람들과 있으면 조용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사람들의 염려나 걱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다른 사람들에 해 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한 언행을 사용할 때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잘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개인 인 문제에 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다정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다른 사람들에 해 별로 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잘 할애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잘 악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매사에 비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내 물건들을 여기 기 그냥 놓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물건을 어질러 놓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사소한일들은 바로 처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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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26 나는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을 자주 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해야만 하는 일들을 회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정해진 일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내가 맡은 일을 꼼꼼하게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쉽게 스트 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기회가 될 때 마다 휴식을 잘 취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걱정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기분이 울 할 때가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쉽게 마음이 심란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화를 잘 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분 기를 많이 탄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쉽게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자주 기분이 우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41 나는 어휘력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추상 인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3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는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45 나는 멋진 방안을 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6 나는 상상력이 뛰어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47 나는 일에 한 이해가 빠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8 나는 수  높은 단어를 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9 나는 깊이 생각하는데 시간을 보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50 나는 아이디어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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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다음의 항목은 상사에 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

는 항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상사를 인간 으로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상사는 다른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나의 업무활동을 보

호해 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상사를 해 직무에서 규정된 업무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상사의 직무지식에 해 감명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상사를 믿고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상사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나를 

감싸 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상사의 업무 목표 달성을 해 일반 으로 요구되는 이

상의 노력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업무에서 문성을 발휘하는 상사를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상사와 일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상사는 내가 부득이하게 실수를 범했을 때 조직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상사를 해 최선을 다해 일하기를 꺼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상사의 직무역량을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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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다음의 항목은 귀하가 직무수행시 가지는 느낌을 묻는 내용입니다.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 내가 하는 업무는 나에게 매우 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업무수행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자율 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직무가 련 부서에 미치는 향력은 크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직무수행은 나의 경력 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의 업무 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비서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해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하는 업무는 우리 조직에 요한 의미를 지닌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직무에서 요구되는 문 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비서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해 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V.다음은 귀하의 일반 인 사항에 한 질문입니다.해당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성별:① 남()② 여()

2.연령:만 ( )세

3.학력:① 고졸() ② 문 졸()③ 졸() ④ 학원졸 이상()

4.직 :① 사원() ② 리() ③ 과장() ④ 기타( )

5.비서 재직기간:① 1년 미만()② 1년 ∼ 3년 미만()③ 3년 ∼ 5년 미만()

④ 5년 ∼ 10년 미만()⑤ 10년 이상()

6.고용형태:① 견직()② 자체계약직()③ 정규직()④ 기타( )

7.상사직 :① 상무()② 무()③ 부사장()④ 사장 이상( )⑤ 기타(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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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비조사에서 나타난 성격 5요인,상사-부하 교환 계

(LMX),임 워먼트에 한 신뢰도 분석결과

측정변인
내 일치

도 계수(α)
문항

문항제거시

Cronbachα

수정된

항목- 체

상 계

문항
문항제거시

Cronbachα

수정된

항목- 체

상 계

직무수행 .958

II-1

II-2

II-3

II-4

II-5

II-6

II-7

II-8

II-9

II-10

II-11

II-12

II-13

II-14

II-15

II-16

II-17

II-18

II-19

IO-20

.956

.957

.957

.957

.957

.957

.957

.958

.957

.957

.957

.958

.957

.958

.957

.957

.958

.957

.958

.958

.629

.692

.487

.526

.446

.756

.442

.570

.522

.515

.712

.566

.517

.424

.535

.515

.282

.516

.522

.523

II-21

II-22

II-23

II-24

II-25

II-26

II-27

II-28

II-29

II-30

II-31

II-32

II-33

II-34

II-35

II-36

II-37

II-38

II-39

II-40

.958

.957

.957

.957

.957

.958

.957

.957

.958

.958

.957

.958

.957

.957

.957

.959

.957

.958

.958

.958

.447

.475

.562

.612

.671

.458

.630

.676

.296

.430

.546

.605

.541

.474

.571

.456

.596

.527

.681

.609

〔부록 6-1〕 비조사용 직무수행 척도의 Cronbachα계수 상 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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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문항

내 일치도 계수 문항 제거시 α값(체

내 일치도 계수 α=.824) 수정된 항목 체

상 계수
내 일치도 계수

문항 제거시

Cronbachα

외향성

III-1

.890

.868 .634

III-2 .884 .574

III-3 .868 .682

III-4 .883 .511

III-5 .884 .632

III-6 .879 .673

III-7 .873 .564

III-8 .882 .436

III-9 .875 .491

III-10 .887 .469

친화성

III-11

.898

.889 .611

III-12 .884 .515

III-13 .897 .547

III-14 .890 .631

III-15 .892 .469

III-16 .888 .694

III-17 .892 .521

III-18 .885 .681

III-19 .877 .748

III-20 .883 .705

성실성

III-21

.867

.856 .523

III-22 .858 .384

III-23 .844 .509

III-24 .862 .259

III-25 .861 .603

III-26 .851 .444

III-27 .850 .436

III-28 .858 .598

III-29 .851 .749

III-30 .850 .728

〔부록 6-2〕 비조사용 성격 5요인 척도의 Cronbachα계수 상 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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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문항

내 일치도 계수 문항 제거시 α값(체

내 일치도 계수 α=.824) 수정된 항목 체

상 계수
내 일치도 계수

문항 제거시

Cronbachα

정서 안정성

III-31

.859

.830 .440

III-32 .893 .241

III-33 .849 .340

III-34 .856 .517

III-35 .835 .597

III-36 .836 .580

III-37 .889 .157

III-38 .844 .537

III-39 .828 .678

III-40 .832 .708

이지성

III-41

.869

.845 .599

III-42 .853 .608

III-43 .848 .535

III-44 .882 .324

III-45 .853 .584

III-46 .848 .614

III-47 .852 .702

III-48 .847 .615

III-49 .878 .447

III-50 .850 .510

〔부록 6-2〕 비조사용 성격 5요인 척도의 Cronbachα계수 상 계 분석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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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문항

내 일치도 계수 문항제거 시 α 값

(체 내 일치도 계수 α=.941) 수정된 항목 체

상 계수
내 일치도 계수

문항 제거시

Cronbachα

정서 애착

IV-1

.897

.879 .847

IV-5 .812 .885

IV-9 .867 .851

충성심

IV-2

.830

.900 .656

IV-6 .696 .784

IV-10 .670 .776

공헌의욕

IV-3

.740

.818 .570

IV-7 .531 .706

IV-11 .589 .811

존경심

IV-4

.877

.890 .827

IV-8 .840 .793

IV-12 .750 .843

〔부록 6-3〕 비조사용 상사-부하 교환 계(LMX)척도의 Cronbachα계수 상 계

분석결과

측정변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정서 애착

IV-1 .578

IV-5 .730

IV-9 .675

충성심

IV-2 .659

IV-6 .798

IV-10 .841

공헌의욕

IV-3 .866

IV-7 .877

IV-11 .683

존경심

IV-4 .611

IV-8 .852

IV-12 .858

〔부록 6-4〕 비조사용 상사-부하 교환 계(LMX)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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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문항

내 일치도 계수 문항제거 시 α값

(체 내 일치도 계수 α=.950) 수정된 항목 체

상 계수
내 일치도 계수

문항제거 시

Cronbachα

의미성

V-1

.883

.854 .801

V-5 .792 .819

V-9 .852 .799

과업수행

자신감

V-2

.861

.783 .851

V-6 .784 .830

V-10 .854 .812

자기결정력

V-3

.852

.765 .790

V-7 .796 .814

V-11 .817 .814

향력

V-4

.833

.807 .755

V-8 .832 .752

V-12 .654 .867

〔부록 6-5〕 비조사용 임 워먼트 척도의 Cronbachα계수 상 계 분석결과

측정변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의미성

V-1 .494 .769

V-5 .478 .746

V-9 .652 .537

과업수행

자신감

V-2 .780

V-6 .727

V-10 .611

자기결정력

V-3 .707

V-7 .601 .547

V-11 .691 .485

향력

V-4 .878

V-8 .873

V-12 .663

〔부록 6-6〕 비조사용 임 워먼트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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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본조사 질문지

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련변인에 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 바쁘신 에도 귀 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신 데 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리며,귀사와 귀하의 무궁한 발 을 기원합니다.

이 연구의 목 은 기업 임원 비서가 수행하는 직무를 악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련 사항들을 조사하고자 합니다.이러한 목 으로 비서의 직

무수행,상사-부하 교환 계(LMX),임 워먼트,성격요인의 4개 역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성실한 답변은 비서의 직무수행을 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

다. 한 귀하의 응답내용은 오직 학술 인 목 으로만 사용되며,조사결과는 통

계법 제 8조에 의해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일

서울 학교 학원 농산업교육과

지도교수 나승일

박사과정 김미

응답과 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010-3859-6938,051)509-6151 e-mail:mykpuf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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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다음은 비서가 실제 수행하는 직무입니다.제시한 직무내용에 한 실제 자신의 수

행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시면,‘해당

없음’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해당

없음

아주

잘 

못한다

잘 

못한다

보통

(간)

이다

잘한다
매우 

잘한다

1 나는 상사일정의 시작/종료시간,모임주제, 비사항 등을 포함한 

정보들을 련자와 연락하여 일정표를 작성한다.
� � � � � �

2 나는 주기 으로 상사의 일정을 확인하여 상사에게 상기시키고 

비상황  필요자료 등을 보고한다.
� � � � � �

3 나는 상사의 모든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억하여 상사의 질문

에 비한다.
� � � � � �

4 나는 업무의 요도와 긴 도에 따라 우선순 를 정해 사내임직

원과 상사와의 면담일정을 조정하고 리한다.
� � � � � �

5 나는 상사일정에 한 문의에 상사의 성향을 고려하고 공개할 수 

있는 수 을 단하여 하게 응 한다.
� � � � � �

6 나는 걸려온 화의 요도와 긴 도를 단하여 상사에게 연결

할 화와 그 지 않은 화를 선별한다.
� � � � � �

7 나는 주요 고객의 목소리, 화번호,직함 등을 기억하여 화를 

받았을 때 먼  인사말을 건넨다.
� � � � � �

8
나는 상사에게 즉시 화연결을 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정 히 양

해를 구하고 메모를 받은 후 상사에게 달한다.
� � � � � �

9
나는 상사에게 연결되지 않는 화  용건에 따라서 담당자  

련부서에 연결해 다.
� � � � � �

10
나는 상사부재  걸려온 화는 일시,상 방의 신분,목   연

락처 등을 정확히 메모하여 상사에게 달한다.
� � � � � �

11나는 정된 방문객의 로필,방문목  등을 포함한 련자료를 

악하여 사 에 상사에게 보고한다.
� � � � � �

12
나는 주요 고객이 방문할 때 상 방의 비서와 연락하여 방문객의 

음료기호  차량 등의 정보를 사 에 수집한다.
� � � � � �

13
나는 정된 방문객을 해 한 장소를 확보하고 다과  

견에 필요한 비를 한다.
� � � � � �

14
나는 약속되지 않은 방문객의 경우 상사의 내방객응  선호방식

을 악하여 상사 는 련부서로의 안내여부를 결정한다.
� � � � � �

15
나는 외국인과의 화응 시 용건을 악하고 상황에 맞게 상사

와의 연결  고객의 요청사항을 지원한다.
� � � � � �

16
나는 외국손님의 방문시 국제매 를 갖추고 어로 안내하여 응

한다.
� � � � � �

17
나는 상사의 지시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이해하고 재확인하여 

업무내용을 악한다.
� � � � � �

18
나는 상사의 지시사항을 련업무 담당자에게 정확히 달하고 

진행상황  결과를 주기 으로 확인한다.
� � � � � �

19
나는 상사의 지시사항 처리 후 구두,서면 등의 보고방법을 결정

하여 결과를 보고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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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해당

없음

아주

잘 

못한다

잘 

못한다

보통

(간)

이다

잘한

다

매우 

잘한다

20나는 상사가 주재하는 회의참석자에게 회의개최를 통지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한다.
� � � � � �

21나는 회의시작 에 자료를 비하고 필요한 기자재를 시연  

검한다.
� � � � � �

22나는 상사출장이 정해지면 회사규정과 호텔,항공편 좌석 치 등

의 상사 선호도를 고려하여 호텔과 교통편을 약한다.
� � � � � �

23나는 상사출장에 비하여 련자와 연락하고 련회사,면담자,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출장일정표를 작성한다.
� � � � � �

24나는 상사의 공식  출장일정 이외에 출장지 정보인 날씨정보,호

텔 편의시설,유명 스토랑 등을 조사하여 자료를 비한다.
� � � � � �

25나는 상사의 출장  발생한 업무와 처리사항에 해 요도와 

긴 도를 단하여 출장 인 상사에게 보고한다.
� � � � � �

26나는 상사의 우편물 개 여부를 단하고 상사에게 달할 것과 

련부서에 보낼 것으로 분류한다.
� � � � � �

27
나는 상사가 지시한 정보를 수집하여 워드,슬라이드 등의 문서양

식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한다.
� � � � � �

28
나는 상사와 련된 문서와 정보의 리기 을 수립하고 이에 따

라 문서와 정보를 처리한다.
� � � � � �

29
나는 회사의 문서와 정보의 보존 리규정에 따라 문서와 정보를 

폐기한다.
� � � � � �

30
나는 고객의 화번호  주소 등을 포함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리하고 변동이 생기면 수정한다.
� � � � � �

31
나는 회사의 경 련 기본 정보인 비 ,경 방침,주요 실  등

을 악하여 고객의 질문에 정확히 응한다.
� � � � � �

32나는 회사와 련있는 거래처  경쟁기업의 주요 이슈,인  동향 

등의 정보를 악하여 필요한 경우나 상사가 요청하면 보고한다.
� � � � � �

33
나는 상사의 이력사항,활동 동향,사진 등의 정보를 리하고 사

내외에서 요청하면 상사에게 확인한 후 제공한다.
� � � � � �

34
나는 상사의 신용카드,멤버십,여권,비자 등의 만기일 정보를 

리하고 갱신여부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처리한다.
� � � � � �

35
나는 상사의 건강 련 정기검진,진료 약  건강기호식품 비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 � � � � �

36
나는 상사의 스마트폰  최신정보기기 기능을 숙지하여 상사의 

기기활용을 지원한다.
� � � � � �

37
나는 사내외 경조사 련 정보를 보고하며 상사 참석여부,경조화

환 발송  경조 의 비여부를 신속 정확하게 확인한다.
� � � � � �

38
나는 경조사와 련하여 상사가 참석하는 경우 상사 도착 에 

화환이나 조화의 도착여부를 확인한다.
� � � � � �

39
나는 쾌 한 업무환경이 유지되도록 비서실  상사의 집무실과 

사무비품을 매일 검한다.
� � � � � �

40
나는 상사의 출장비,법인카드,각종경비 등의 회계 련 업무를 

기한 내에 정확히 처리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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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다음의 항목은 상사에 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

는 항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상사를 매우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상사는 다른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나의 업무활동

을 으로 보호해 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상사를 해 직무에서 부여된 업무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상사의 직무지식은 나에게 감명을 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상사는 알고 지내고 싶은 유형의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상사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나

를 감싸 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상사의 업무 목표 달성을 해 일반 으로 요구되

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상사의 직무지식과 직무능력을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상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상사는 내가 부득이하게 실수를 범했을 때 조직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상사를 해 최선을 다해 일하기를 꺼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상사의 문 인 직무기술역량을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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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다음의 항목은 귀하가 직무수행시 가지는 느낌을 묻는 내용입니다.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 내가 하는 업무는 나에게 매우 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직무수행 능력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직무수행 방법을 결정하는데 자율성을 갖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부서에서 나의 향력은 크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직무활동들은 개인 으로 나에게 의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 능력에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비서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한 통제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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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

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해 향력을 발휘할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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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다음의 항목은 귀하의 성격을 묻는 내용입니다.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표

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의 성격검사 측정도구는 5개의 성격요인을 악하는 

것이며,귀하의 요인별 성격검사 결과와 응답자 평균 결과를 확인하시고 싶은 의향이 

있으시면 체설문의 답변메일에서 성격검사 결과를 요청해주시면 개인 인 결과를 보

내드리겠습니다).

번호 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각종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잘 나서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먼  화를 시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사람들을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모임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 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에게 심이나 이목이 집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모르는 사람들과 있으면 조용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사람들의 염려나 걱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다른 사람들에 해 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한 언행을 사용할 때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잘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개인 인 문제에 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다정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다른 사람들에 해 별로 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잘 할애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잘 악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매사에 비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내 물건들을 여기 기 그냥 놓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물건을 어질러 놓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사소한일들은 바로 처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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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26
나는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을 자주 잊는 편이

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해야만 하는 일들을 회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정해진 일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내가 맡은 일을 꼼꼼하게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쉽게 스트 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체 으로 긴장하지 않고 이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걱정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기분이 울 할 때가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쉽게 마음이 심란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화를 잘 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분 기에 따라 감정변화가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쉽게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자주 기분이 우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41 나는 어휘력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는 추상 인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3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는 복잡한 것에는 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5 나는 멋진 방안을 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6 나는 상상력이 뛰어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47 나는 일에 한 이해가 빠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8 나는 수  높은 단어를 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9 나는 골똘히 생각하며 시간을 보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50 나는 아이디어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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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다음은 귀하의 일반 인 사항에 한 질문입니다.해당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성별:① 남()② 여()

2.연령:만 ( )세

3.학력:① 고졸() ② 문 졸() ③ 졸() ④ 학원졸 이상()

4.직 :① 사원() ② 리() ③ 과장() ④ 기타( )

5.비서 재직기간:① 1년 미만()② 1년 ∼ 3년 미만()③ 3년 ∼ 5년 미만()

④ 5년 ∼ 10년 미만()⑤ 10년 이상()

6.고용형태:① 정규직()② 자체계약직()③ 견직()④ 기타( )

7.상사직 :① 상무()② 무()③ 부사장()④ 사장 이상( )⑤ 기타( )

많은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여러분들의 도움이 우리 비서의 직무수행은 물론 이를 학문 으로 체계화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

랍니다.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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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독립변인(성격 5요인,상사-부하 교환 계,임 워먼트)과 종

속변인(직무수행)간 상 계 분석결과

변인 1 2 3 4 5 6 7 8

1.외향성 1

2.친화성 .413* 1

3.성실성 .220* .355* 1

4.정서 안정성 .259* .224* .241* 1

5이지성 .286* .349* .277* .120* 1

6.상사-부하 교환 계 .122* .235* .364* .159* .339* 1

7.임 워먼트 .185* .194* .418* .181* .405* .543* 1

8.직무수행 .235* .308* .461* .154* .381* .435* .564*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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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직무수행과 변인 간의 다 공선성 진단을 한 다회귀

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계수(VIF)

직무수행

통제변인

연령 .414 2.418

학력 .827 1.210

재직기간 .827 1.209

직 (비서) .483 2.072

독립변인

외향성 .738 1.356

친화성 .679 1.473

성실성 .795 1.257

안정성 .881 1.135

이지성 .814 1.229

〔부록 9-1〕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 간의 다 공선성 진단을 한 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계수(VIF)

직무수행

통제변인

연령 .429 2.329

학력 .852 1.173

재직기간 .488 2.048

직 (비서) .891 1.122

독립변인
상사-부하

교환 계(LMX)
.987 1.013

〔부록 9-2〕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간의 다 공선성 진단을 한 다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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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직무수행

모형1 모형2

공차한계(Toler

ance)

변량팽창계수(V

IF)

공차한계(Toler

ance)

변량팽창계수(V

IF)

통제

변인

연령 .429 2.329 .420 2.380

학력 .855 1.170 .842 1.188

재직기간 .490 2.040 .486 2.056

직 (비서) .891 1.122 .885 1.129

독립

변인

정서 애착 .335 2.981

충성심 .454 2.205

공헌의욕 .618 1.617

존경심 .407 2.457

〔부록 9-3〕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하 요인 간의 다 공선성 진단을

한 다회귀분석 결과

변인

재직기간 3년 미만 신입비서의

직무수행(n=169)

재직기간 3년 이상 경력비서의

직무수행(n=97)

공차한계(Tolera

nce)

변량팽창계수(VI

F)

공차한계(Tolera

nce)

변량팽창계수(VI

F)

독립

변인

정서 애착 .366 2.732 .314 3.187

충성심 .486 2.056 .450 2.221

공헌의욕 .570 1.754 .757 1.321

존경심 .425 2.351 .404 2.476

〔부록 9-4〕 재직기간별 직무수행과 상사-부하 교환 계(LMX)하 요인 간의 다 공선성 진

단을 한 다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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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계수(VIF)

직무수행
통제변인

연령 .428 2.338

학력 .850 1.176

재직기간 .477 2.095

직 (비서) .891 1.122

독립변인 임 워먼트 .899 1.112

〔부록 9-5〕 직무수행과 임 워먼트 간의 다 공선성 진단을 한 다회귀분석 결과

변인

직무수행

모형1 모형2

공차한계

(Tolerance)

변량팽창계수

(VIF)

공차한계

(Tolerance)

변량팽창계수

(VIF)

통제

변인

연령 .429 2.329 .426 2.348

학력 .855 1.170 .824 1.213

재직기간 .490 2.040 .469 2.133

직 (비서) .891 1.122 .886 1.128

독립

변인

의미성 .568 1.762

과업수행자신감 .476 2.099

자기결정력 .369 2.713

향력 .475 2.103

〔부록 9-6〕 직무수행과 임 워먼트 하 요인 간의 다 공선성 진단을 한 다회귀분

석 결과

변인

재직기간 3년 미만 신입비서의

직무수행(n=169)

재직기간 3년 이상 경력비서의

직무수행(n=97)

공차한계

(Tolerance)

변량팽창계수

(VIF)

공차한계

(Tolerance)

변량팽창계수

(VIF)

독립

변인

의미성 .641 1.559 .551 1.815

과업수행자신감 .571 1.751 .402 2.488

자기결정력 .448 2.231 .232 4.303

향력 .553 1.809 .362 2.762

〔부록 9-7〕 재직기간별 직무수행과 임 워먼트 하 요인 간의 다 공선성 진단을 한

다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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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lationshipamongBigFivePersonalityTraits,

Leader-MemberExchange(LMX),Empowerment,and

JobPerformanceforExecutiveSecretaries

inLargeKoreanFirms

ByMi-YoungKim

DissertationfortheDoctorofPhilosophyinEducation

intheGraduateSchoolofSeoulNationalUniversity,Korea,2015

MajorAdvisor:Seung-IlNa,Ph.D.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among big five personality traits,

leader-memberexchange(LMX),empowerment,andjobperformanceofexecutive

secretaries in large Korean firms.More specifically,the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betweenBigFivepersonalitytraitsandjobperformance,therelationship

betweenLMXandjobperformance,therelationshipbetweenempowermentandjob

performance,andthemediating effectsofLMX andempowermenton thejob

performanceofexecutivesecretariesinlargeKorean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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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ampleincludedexecutivesecretariesinKoreanfirms.However,becauseit

wasdifficulttodeterminethetotalpopulationofexecutivesecretaries,thesample

waslimitedtoexecutivesecretariesinthetop500firmsbasedon2012sale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study variables,including job

performance,BigFivepersonalitytraits,LMX,empowerment,anddemographicitems.

Themeasurementtoolforjobperformancewasdevelopedbyselectingmainjob

descriptionsofexecutivesecretaries,consideringfeedbackfrom executivesecretaries

andexperts,developingpreliminarymeasurementtools,andreviewingreliabilityand

constructvaliditythroughapreliminaryanalysis.ThemeasurementtoolsforBigfive

personalitytraits,LMX,andempowermentwereselectedfromexistingscales.

Datawerecollected bymailsurvey,e-mallsurvey,andonlinesurveybetween

Oct.6andNov.4,2014.353responses(21mail,39e-mail,and293on-line)were

obtained.Withthoseresponseswithmissingdataexcluded,atotalof282responses

wereleftforthefinalanalysis.AlldataanalyseswereconductedusingSPSSfor

Windows18.0,andanalphalevelof0.05wasestablishedpriortothedetermination

ofsignificance.

Accordingtotheresults,amongthefivepersonalitytraits,conscientiousness(β

=.298,p<.05)andintellect(β=.221,p<.05)hadsignificantpositiveeffectson job

performance.LMXhadasignificantpositiveeffectonjobperformance(β=.428,p<.05).

Empowermenthadasignificantpositiveeffectonjobperformance(β=.599,p<.05).

LMX hadpartialmediating effectson therelationshipamong conscientiousness,

intellect,andjobperformance.Empowermenthadapartialmediatingeffectonthe

relationshipbetweenconscientiousnessandjobperformance.Empowermenthada

partialmediating effectontherelationshipbetweenLMX andjobperformance.

Seventh,the measurementitems forjob performance were divided into eight

sub-factors:scheduling,criticalthinking,interpersonalrelationship,foreignlanguage,

communication,information processing/use,managementinformation analysi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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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support/informationmanagement.Thelevelofjobperformancewasgreater

thantheaverage(mean=3.78).Thehighestlevelofjobperformancewasforcritical

thinking (average=4.05), followed by personal support/information

management(average=4.03), and scheduling(average=3.82). According to

communication(average=3.86),thelevelofjob performanceexceeded theoverall

average(3.78). Interpersonal relationships(average = 3.57), foreign

language(average=3.11),information processing/use(average=3.73),and management

information(average=3.22)showedthelevelofjobperformancetobelessthanor

equaltotheoverallaverage(3.79).

According totheseresults,conscientiousnessandintellecthaddirectpositive

effectsonthejob performanceofexecutivesecretariesin largeKorean firms,

whereasextraversion,agreeableness,andemotionalstabilityhadnosignificanteffects

on job performance. LMX had direct positive effect on job performance.

Empowermenthad directpositiveeffecton job performance.LMX had partial

mediating effectsontherelationshipamong conscientiousness,intellect,andjob

performance.Empowermenthadapartialmediatingeffectontherelationshipbetween

conscientiousnessandjobperformance.Empowermenthadapartialmediatingeffect

ontherelationshipbetweenLMXandjobperformance.

Basedontheseresults,futureresearchshouldextendthescopeofthisstudyto

executivesecretariesinforeigncompanies,legalsecretaries,andteamsecretariesfor

amorein-depthunderstandingofrelationshipbetweenBigfivepersonalitytraitsand

jobperformance.Inaddition,thereisaneedtomoreclearlyidentifythenatureof

factors influencing indirect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job

performancebyexaminingdual-mediatedeffectsasmediatingvariablesforboth

LMXandempowerment.Further,secretarytypesshouldbeclassifiedintolegal,team,

andexecutivesecretariesofforeigncompanies,andbettermeasurementtoolsforjob

performanceshouldbedevelopedforeachtypeofsecretary.Finally,future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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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examinetheeffectsofjob satisfaction and turnoverintentionson job

performan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large Korean firm,executive secretary,job performance,Big 5

personalitytraits,leader-memberexchange(LMX),empowerment

StudentNumber:2001-3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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