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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최근 군 조직 내 변화와 개 이 진행되고,신세 장병들이 계속해서

군 조직에 입 하는 상황에서,리더는 신세 장병들이 조직에 충성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이 증 되었다.즉,부하들을 새로운 환경

과 변화하는 흐름에 극 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조직에서

역량있고 효능감 높은 장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더로서의 행동이

더욱 요구된다.

한편,해군함정조직은 여타의 군 조직과 동일한 특성을 지니지만, 한

차별 인 환경ㆍ구조 특성을 지니고 있다.바다 에서의 활동,함정에

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임무와 장병들 간의 지속 인 면 등은 리더

의 역할을 증 시킨다.특히, 소한 공간에서 간 간부들은 함정근무자

들과 많은 교류를 하기 때문에 함 체에 미치는 그들의 향력은 크다.

본 연구는 해군함정 간간부의 리더행동이 부하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부하의 조직몰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간간부의

리더행동이 부하의 정 인 심리와 부정 인 심리에 미치는 향,그리

고 정ㆍ부정 심리가 부하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독립변인으로 간간부의 리더행동인 변 리더

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을,종속변인으로 부하의 조직몰입을,매개변인으로

부하의 임 워먼트와 소진을 선정하 다.

본 연구는 해군함정 1/2 함 4척과 고속정 13척에 근무하는 장병 530

명을 상으로 하 고,최종 421부의 설문지를 분석하 다.본 연구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인재육성행동은 부하의 조직몰입에 직 으로 정 인 향을

미친 반면,변 리더행동은 직 인 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변 리더행동은 부하의 임 워먼트에 정 인 향을 주었

고,임 워먼트는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주었다.변 리더행동

과 조직몰입 간의 임 워먼트는 완 매개효과를 보 다.

셋째,인재육성행동은 부하의 조직몰입과 임 워먼트에 정 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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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었고,임 워먼트는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주었다.인재육성

행동과 조직몰입 간의 임 워먼트는 부분매개효과를 보 다.한편 임

워먼트에 미치는 향력은 인재육성행동이 변 리더행동보다 크게 나

타났다.

넷째,임 워먼트는 부하의 소진에 유의미한 부(-) 인 향을 주어 소

진감소에 정 인 향을 주었고,소진은 조직몰입에 부(-) 인 향을

주었다.한편,임 워먼트는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 인 향을 주었

기 때문에 소진은 임 워먼트와 조직몰입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

다.

다섯째,변 리더행동과 조직몰입 간에 임 워먼트와 소진은 이

매개효과를 보 고,인재육성행동과 조직몰입 간 역시 임 워먼트와 소

진이 이 매개효과를 보 다.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인재육성행동의 요성이다.변 리더행동 역시 부하의 조직

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한 리더의 행동이지만,인재육성행동이 변

리더행동 보다 부하의 임 워먼트에 더 큰 향을 주었고,변 리

더행동과 달리 부하의 조직몰입에 직 인 향을 미쳤다.이를 볼 때,

인재육성행동은 부하에게 직 인 지원과 지도를 함으로써 부하의 역량

향상과 함께 부하의 효능감과 동기부여를 더욱 고취시키고,결과 으로

부하의 조직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임 워먼트의 효과성이다.본 연구에서 조직몰입에 향을 주는

변인 임 워먼트가 가장 큰 향을 미쳤고,소진을 감소시키는 효과

역시 컸다.이를 볼 때,임 워된 부하는 조직 내에서 자신의 효능감과

가치를 인식하여 결과 으로 조직몰입이 향상되며,함정생활 발생하

는 소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셋째,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고,리더의 행동들이

소진에 직 효과를 주지는 않지만,부하의 조직몰입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함정지휘부는 장병들이 겪고 있는 소

진에 한 더 많은 심과 소진을 방ㆍ감소하기 한 다양한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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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실천 의의로서 첫째,인재육성행동은 그 동안 군 조직에서 요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었으나 실증 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본 연구

는 그 효과성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둘째,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

들은 군 조직 이외의 조직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연구의

상을 확 하여 용할 수 있다.셋째,그 동안 군 조직은 소진에 한

심이 부족하 지만,본 연구를 통하여 환기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학문 의의로서 첫째,교육학 측면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인재육

성행동으로 확장하 고,그 효과성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둘째,리더

의 행동이 부하의 조직몰입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부하의 정 심리

와 부정 심리를 동시에 살펴 으로서 기존의 연구물 보다 부하의 심리

변화 과정을 구체 으로 악하 다.셋째,군 조직을 상으로 소진을

연구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향후 군 조직을 상으로

한 소진연구에 기 자료를 제공하 다.

주요어 :해군함정 간간부,변 리더행동,인재육성행동,

조직몰입,임 워먼트,소진

학번 :2009-30766





-v-

목 차

Ⅰ.서 론 ··························································································1

1.연구의 필요성 목 ······················································1

2.연구문제················································································6

3.주요 변인 용어의 정의················································6

Ⅱ.이론 배경 ··········································································11

1.변 리더행동································································11

가.변 리더행동의 개념·····················································11

나.변 리더행동의 구성요소·············································15

다.변 리더의 역할·····························································18

라.조직상황 에서의 변 리더행동·······················19

마.군 조직에서의 변 리더십 련연구·························21

2.인재육성행동······································································23

가.인재육성의 개념···································································23

나.인재육성행동의 구성요소···················································26

다.군 조직에서의 인재육성 련연구···································30

3.임 워먼트··········································································32

가.임 워먼트의 개념·······························································33



-vi-

나.임 워먼트의 구성요소·······················································35

다.임 워먼트의 수 ·······························································37

라.군 조직에서의 임 워먼트 련연구·······························38

4.소진······················································································40

가.소진의 개념···········································································40

나.소진의 구성요소···································································46

다.소진의 원인,과정 결과················································47

라.군 조직에서의 소진 련연구···········································49

5.조직몰입··············································································51

가.조직몰입의 개념···································································51

나.군 조직에서의 조직몰입 련연구···································54

Ⅲ.연구모형 ················································································56

1.변인 간의 계··································································56

2.연구가설··············································································66

3.연구모형 설계····································································69

Ⅳ.연구방법 ················································································70

1.연구 차··············································································70

2.분석방법··············································································71

3.연구 상··············································································73



-vii-

4.변인구성 측정도구······················································80

Ⅴ.연구결과 ················································································93

1.변인의 일반 특성··························································93

2.연구모형의 검증 직 효과의 분석························102

3.매개효과의 분석······························································108

4.가설검증 결과··································································112

Ⅵ.논의 결론 ·····································································115

1.요약····················································································115

2.논의····················································································117

3.결론····················································································126

〈참고문헌〉 ···············································································133

〈부록〉본검사용 설문지 ························································157

〈Abstract〉···············································································167



-viii-

표 목 차

〈표 Ⅱ-1〉변 리더의 구체 인 행동········································14

〈표 Ⅱ-2〉임 워먼트의 정의····························································34

〈표 Ⅱ-3〉소진의 표 인 정의들··················································41

〈표 Ⅱ-4〉소진과 스트 스의 구분··················································45

〈표 Ⅱ-5〉조직몰입의 정의 특성················································52

〈표 Ⅳ-1〉자료분석방법······································································72

〈표 Ⅳ-2〉 비검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74

〈표 Ⅳ-3〉본검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77

〈표 Ⅳ-4〉변인구성 측정도구······················································80

〈표 Ⅳ-5〉변 리더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82

〈표 Ⅳ-6〉인재육성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83

〈표 Ⅳ-7〉임 워먼트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84

〈표 Ⅳ-8〉소진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85

〈표 Ⅳ-9〉개별변인의 측정도구에 한 모형 합도 지수··········87

〈표 Ⅳ-10〉 체변인의 측정도구에 한 모형 합도 지수········88

〈표 Ⅳ-11〉 체 변인의 요인부하량 결과······································89

〈표 Ⅴ-1〉변인의 기술통계량····························································94

〈표 Ⅴ-2〉소진에 한 함정근무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96

〈표 Ⅴ-3〉변인의 결측율과 정규성 검증결과································98

〈표 Ⅴ-4〉잠재변인의 상 계행렬················································99

〈표 Ⅴ-5〉다 공선성 진단결과······················································100



-ix-

〈표 Ⅴ-6〉측정변인의 상 계행렬··············································101

〈표 Ⅴ-7〉 기 연구모형의 합도 검증결과······························102

〈표 Ⅴ-8〉 기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104

〈표 Ⅴ-9〉경쟁 연구모형의 합도 검증결과······························106

〈표 Ⅴ-10〉최종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107

〈표 Ⅴ-11〉연구모형의 변인 간 직ㆍ간 효과의 분해··············110

〈표 Ⅴ-12〉부트스트래핑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결과················111

〈표 Ⅴ-13〉본 연구의 가설 종합결과············································112



-x-

그 림 목 차

〔그림 Ⅱ-1〕코칭 유무에 따른 교육훈련 후 효과························26

〔그림 Ⅲ-1〕연구모형··········································································69

〔그림 Ⅳ-1〕본 연구의 측정모형······················································88

〔그림 Ⅴ-1〕 기 연구모형 분석결과············································103

〔그림 Ⅴ-2〕연구모형3(최종 연구모형)분석결과·······················107



-1-

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조직은 조직 고유의 목표와 임무를 달성하기 해 합한 형태와

특성을 지니게 된다.이런 면에서 군 조직은 무력을 이용하여 성국으

로부터 국토를 방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해 상명하복

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 화할 수 있는 계 이고 집권화 정도가 높은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해군함정 역시 주 임무가 투상황을 상정하고 조성된 조직이기 때문

에 여타의 군 조직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몇 가지 차별 인

특징이 있다(해군본부,1992;2000).첫째,해군함정은 투,행정 지

원업무를 동일 공간에서 수행한다.둘째,바다라는 열악한 상황과 해군함

정의 한정된 공간은 장병들에게 심리 구속감과 불안․긴장을 증 시킨

다.셋째,해군함정 내에는 각종 무기체계와 투시스템,탄약 등이 탑재

되어 있어서 인원탑승이 제한된다.따라서 1인이 약 20여 가지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김남헌,2002).넷째, 시에는 부서장과 분 장,직별장이

함정근무자들을 지휘하며 투를 수행해야 하고,평시에는 해군함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함장을 보좌하는 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김래선,2000).좁은 공간에서 부서장,분 장,직별장은 함정 내 부하

들과 빈번한 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함정 체에 많은 향

을 미친다.

이러한 해군조직의 특수한 상황은 민간부문과 물리 으로 분리해서 다

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 고,일면 폐쇄성을 낳기도

하 다.그러나 최근 해군은 과거에 비해 민간부문과의 교류가 많아졌고,

무기체계의 첨단화, 문화,신세 장병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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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직구조와 제도,병 문화 교육훈련 등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해군본부,2007;2010).장병들이 이러한 조직의 변화 속에서 변함없는

충성심과 애착심을 유지토록 하는 것은 조직의 입장에서 매우 요하다.

특히,해군함정은 긴박한 상황 하에서 하나의 유기체 인 조직처럼 함정

조직 내 부서와 개인이 맡은 임무를 완수할 때,일련의 작 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반 로 말하면,개인이 책임진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결

국 작 실패로 이어지고 해군함정 자체가 험에 노출될 수 있다.함정

근무자들은 개개인이 유기체를 움직이는 하나의 요한 장기이며,항해

해군함정이라는 한정된 공간,그리고 긴장감이 높은 환경에서 부하의

조직에 한 충성심과 몰입은 요한 요소이다.

한편,해군함정 내 간부는 부하와의 직 을 통해 많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부의 리더십이 부하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은 크다.

통 으로 리더십이 공동의 목표달성을 해 업무를 지시․ 리하는 통

제 심의 패러다임에 입각해 있었다면,오늘날처럼 변하는 경 환경

하에서 리더십은 부하들의 능력을 명확히 악하고 하게 활용함은

물론 지속 으로 능력개발을 돕고 비 을 공유하는 등 그 의미가 달라졌

다(오헌석,2005).즉,조직성과를 한 리더의 역할은 기존의 권 심

이고 통제지향 인 방법에서 벗어나 부하들의 욕구수 을 높여주고 충

족시킴으로서 부하의 가치 을 변화시키고,기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

도록 구성원들로 하여 추가 인 노력을 이끌어 내며,결국 부하가 조

직의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변화했다(황윤택,

2005;Avolio& Bass,2004).

변 리더십은 이러한 기본개념을 토 로 변하는 조직환경에서 조

직이 유지되고 성과를 얻기 한 효과 인 리더십 유형으로 받아들여졌

고(Avolio& Bass,1994;Bass,1985;Burns,1978,Yukl,2006),간호조

직,보험회사,제조업체,스포츠 련 조직 등 다양한 조직을 상으로 이

루어졌다(김정원,채순화,배성 ,2005;이 용,2005;이황,2003).그러

나 변 리더십은 모든 조직상황에서 효과 인 것은 아니며,조직특성



-3-

과 조직상황에 따라서는 부하에게 주는 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 다(Bryman,1992;Conger,1999;Osborn,Hunt,&

Jauch,2002).따라서 해군함정 맥락에서 변 리더십에 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지만((이형원, 2003; 임병환, 2001; 함원용, 2010;

Yammarino,Spangler& Bass,1993),더 많은 연구와 그 효과성에 한

다양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말했듯이 사회가 속히 변화하고 다원화,첨단화되는 상황에서

군 조직 역시 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군 조직의 변화는 리더의 역

할을 변화․확장시켰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직경쟁력 유지를 한 리

더의 역할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김흥국,1999).첫째,방향제시자

(pathfinder)이다.시스템 사고로 생태 비 을 제시하는 비 제시자

와 략 사고로 략 유연성을 확보하는 략가의 역할을 해야 한

다.둘째,변 주도자(transformer)이다.유연한 조직구조의 조정자, 신

조직문화의 개발자,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권력구조 설계자,기반

시스템 개발을 통한 학습조직 구축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셋째,활력고

취자(energizer)이다.리더 스스로의 자기계발과 더불어서 코칭,경력개발

등을 통해 부하육성의 역할을 해야 한다.방향제시자와 변 주도자가 변

리더십에 한 내용을 포함한다면,활력고취자로서의 리더는 부하

의 인재육성행동에 한 요성을 담고 있다. 한 코칭,경력개발과 더

불어서 학습지원 역시 부하의 인재육성행동을 한 리더의 요한 역할

이다.변화에 한 응을 해서 학습이 필수 이고,일과 조직에 한

몰입에 학습이 정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임승옥,2007;정경희,

2005).특히,신세 들은 탈권 주의 이고,뭔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을 통하여 성취감을 느끼며,조직 내에서 인정받기를 원한다

(Coove,2008;Zemke,Raines& Filipczak,1999).

기존연구에서는 멘토링,코칭,교육훈련지원 각각에 하여 부하의 조

직몰입,경력몰입,직무몰입 등에 미치는 정 인 효과를 입증하 고(김

정식 외,2011;박선 ,2009;정경희,2005),군 조직을 상으로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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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유낙 (2008)과 남기호(2009)가 해병 와 공군을 상으로 멘토

링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향상에 정 인 계를 규명하 다.그러나

리더 역할로서의 인재육성행동을 규정할 때,멘토링,코칭,교육훈련지원

일부만을 선택한다면 그 의미가 축소되고,그 효과성을 측정함에 있

어서도 제한된다.따라서 상 으로 나타나고 있는 멘토링,코칭,교육

훈련지원을 리더의 인재육성행동이라는 포 인 개념으로 규정하고,부

하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리더의 변 리더십과 인재육성행동은 부하에게 정 인

향을 주어서 조직몰입이라는 결과 상태에 이르게 한다.그 과정 속에

서 리더의 이러한 행동들이 부하의 심리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살펴볼

때,변 리더십과 인재육성행동이 부하의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과정 에 나타나는 부하의 심리상태를 체 으로 조망할 수 있다.기

존연구를 통해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변인들 조직몰입에 향을 미

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정 인 심리에는 임 워먼트,부정 인 심리

에는 소진이 표 인 변인들 하나 다.즉,임 워먼트에 한 자신

의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쳤고(강경석,

2009;염 희,2006;임주 ,1999),자신이 소진상태가 높다고 인식할수

록 조직몰입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환,2009;이지혜,2010;

최 연,2011).

이를 볼 때,부하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해 해야 하는 리더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첫째,부하의 조직몰입이 향상되

도록 지원하는 매제의 역할로서,임 워먼트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다.둘째,부하가 조직몰입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 주는 체

의 역할로서,부하의 소진감소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지 까지 리더십 연구는 부하의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부

하의 정 심리 혹은 부정 심리의 한 가지 측면에서만 살펴보는 것

에 머물러 있었다.특히 군 조직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하의 소진

혹은 스트 스 등을 매개변인으로서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그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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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의 임 워먼트,신뢰 등의 정 인 심리를 매개변인으로 한 연구가

으로 이루어져 왔다(고은미,2010;이정진,2006;주윤수,2006;최

록,2003,Podsakoff,1990).이에 따라 리더의 행동이 부하의 조직몰입

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부하의 심리과정을 구체 으로 살펴볼 수 없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하의 임 워먼트와 소진 모두를 매개변인으로 선정하 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해군 조직 역시 개 과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변 리더십과 인재육성행동이 조직변화에 응할 수 있고

장병들의 조직몰입에 효과 인 리더의 역할로서 인정받고 있으나,해군

함정 맥락에서 충분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부하의 조직

몰입에 한 리더의 행동에 있어서,리더의 행동이 부하의 심리에 미치

는 향을 이해하려면 부하의 임 워먼트와 소진의 매개효과를 동시에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편,지 까지 소진에 한 연구는 여러 가지 직업종사자를 상으로

인구통계학 특성에 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Kansteetal.,

2007;Maslach,Schaufeli,& Leiter,2001;Schaufeli& Buunk,2003),해

군함정근무자를 상으로 소진에 한 연구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해군함정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군 조직의 경직성 등의 특성이 결합된 상

황은 함정근무자들에게 여러 가지 소진발생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상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진에 한 함정근무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해군함정에서 간간부의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이 부하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고,둘째,

간간부의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이 부하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부하의 임 워먼트와 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셋

째,소진에 한 함정근무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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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문제

본 연구는 해군함정 간간부의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이 부

하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그리고 해군함정 간간부

의 역할이 부하의 조직몰입을 진하도록 도와주는 것과 조직몰입에 방

해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동시에 있다는 측면에서,부하의 임 워먼트

와 소진을 변인으로 하여 해군함정 간간부의 리더행동과 부하의 조직

몰입 간에 작용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해군함정 간간부의 변 리더행동은 부하의 조직몰입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가?

둘째,해군함정 간간부의 인재육성행동은 부하의 조직몰입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셋째,지각된 부하의 임 워먼트는 해군함정 간간부의 리더행동(변

리더행동,인재육성행동)과 부하의 조직몰입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넷째,지각된 부하의 소진은 해군함정 간간부의 리더행동(변 리

더행동,인재육성행동)과 부하의 조직몰입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

는가?

다섯째,소진에 한 함정근무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연령,계 ,군

복무기간 등)은 무엇인가?

3.주요 변인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주요 용어를 설정하고 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

다.



-7-

가.해군함정에서의 간간부

군에서 쓰이는 간간부라는 용어는 일반조직에서의 간 리자 혹은

간계층의 리더를 말한다. 간간부는 조직의 상층부와 하층부를 이어

주는 연결핀 역할을 하며,각 부문의 리와 책임을 진다.이처럼 간간

부는 조직 인 측면에서 상사인 동시에 부하이므로 임자이며 동시에

집행자이다(강정원,2005).공공기 이나 민간기업의 경우 부장,국장,과

장,실장,차장, 리 등이 그 사례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체

으로 부서의 장 는 선임이 간간부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유 덕,

2002).해군함정에서 직책은 함장부터 분 장까지 있는데,이 간간

부로서 의미를 띤 직책은 함장으로부터 지시와 임무를 부여받고 휘하 부

하에게 명령을 하며 부서의 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장과 분 장,

그리고 직별장이다.부서장과 분 장은 장교가 맡고,직별장은 부사 이

맡는 직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군함정에서의 간간부를 부서장과 분 장,직별장으

로 규정하 다.

한편 간간부는 리자와 리더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간

간부를 리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리더로 볼 것인가에 한 논의가 있

을 수 있다. 리자와 리더는 가치 과 특성상 구별되어 진다는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Bennis& Nanus,1985)도 있으나,Northouse(2011)는

리자 역시 리더처럼 목 달성을 해 부하에게 향을 주고,리더 역시

리자처럼 계획,조직화,스탭핑,통제 등의 행동을 한다는 에서 교집

합이 있다고 보았고,비슷한 에서 Bass(1998)는 성공한 리더는 성공

인 리자의 역할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서 리더와 리자를 상

호 보완 인 계로 보았다.

군 조직 특성상 간간부는 행정․인사․군수 등을 운용하는 리자

측면과 함께 부하를 지휘하는 리더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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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리자와 리더의 계는 상호보완,교집합 인 에 가깝다.본

연구에서는 간간부의 리더로서의 역할에 보다 을 맞추었고,본문

에서의 리자와 리더의 혼용에 있어서는 모두 리더로 표 하 다.

나.변 리더행동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변 리더십을 변

리더행동으로 변경하여 사용하 다.왜냐하면 변 리더십의 연구

는 리더의 변 행동에 한 연구이기 때문에 개념 상 큰 차이는 없

다.다만,본 연구에서는 리더의 인재육성행동과 동일한 수 에서 을

취하기 한 조치이고,변 리더십보다는 변 리더행동이라고 지

칭했을 때 부하에게 미치는 향 계를 더욱 잘 표 할 수 있다고 단

하 다.

본 연구에서 변 리더행동은 리더가 부하에게 자신감 있는 행동과

신뢰를 주는 행동을 보여 으로서 감정 유 를 형성하고,부하 개개인

에 한 심과 배려로 부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부하 스스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리더의 행동이다(Bass &

Avolio,1990b).변 리더행동의 구성요소는 카리스마(Charisma),동

기부여(inspirationalmotivation),지 자극(intellectualstimulation),개별

배려(individualconsideration)이다.

다.인재육성행동

인 자원개발의 에서 리더는 조직(개인, ,업무 로세스)성과를

향상시키기 해 부하의 문성을 개발하고 개인의 잠재력이 발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이를 하여 부하에게 교육과 훈련,직무기술,경력개발

등의 경험을 제공한다(Nadler& Nadler,1989;Smith,1990;Swanson&

Holton,2009).이러한 부하의 역량과 문성을 개발하기 한 리더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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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본 연구에서는 인재육성행동으로 명명하 다.

인재육성행동이란 리더가 부하 모두에게 있는 잠재역량과 문성 향상

을 해 가르치고 길러 부하가 조직에서 필요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

록 돕는 리더의 행동이다.구체 으로 말하면,부하의 교육 로그램 참여

등과 같은 교육훈련지원,직무를 이해하고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칭,부하에게 경력개발과 인 계 구축 등의 지원을 하는

멘토링이다.

본 연구의 용어 변 리더행동에서의 지 자극은 부하의 창의성

과 새로운 을 독려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인재육성행동에서의 코칭

은 직무에 직 으로 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의 달에 이 맞

추어져 있다.한편 인재육성행동의 멘토링 역할 심리사회학 기능은

부하의 심리 안정에 을 맞추어서,변 리더행동의 카리스마

의 역할모형과 개념 상 분리시켰다.

라.임 워먼트

본 연구에서 임 워먼트는 부하가 지각하는 심리 임 워먼트를 말한

다.임 워먼트는 크게 두 가지로 별되는데,첫째는 리더가 부하에게

권한을 배분하는 과정(Boren,1994;Harari,1994)이고,둘째는 리더가 부

하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이상으로 부하의 자아효능감을 강화시켜주는

과정(Conger& Kanungo,1988;Spreitzer,1995)이다.본 연구에서는 해

군함정 간간부의 리더행동이 부하에게 어떠한 심리 향을 미치는지

에 한 효과검증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의 심리 임 워먼트를 사용

하 다.

임 워먼트란 과업성취에서 자신의 노력이 결과에 미치는 향,주어

진 직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자신의 목표를 기 으로 한

직무에 한 의미감,스스로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력 등 내 과업

동기를 부하에게 부여하는 과정(Thomas& Velthouse,1990)이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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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먼트의 구성요소는 의미(meaning),자기결정(self-determinant),역량

(competence), 향력(impact)이다.

마.소진

소진에 한 기 연구 상은 간호사,의사,특수교사 등 서비스업 종

사자 다.Maslach(1982)는 이들 종사자들이 육체 ,정신 고갈 증세

를 보이며 일에 한 흥미를 잃고, 정 인 감정을 보유하기 힘들어지

며,성과에 한 만족감과 자신에 한 정 인 이미지를 상실하게 됨

을 발견하 다.이러한 사실로부터 Maslach& Jackson(1986)은 소진을

감정 고갈,비인격화,개인 성취감 감소를 구성요소로 보았다.그러

나 최근에는 소진이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서 경험한다고 보

고 Schaufeli,Leiter,Maslach,& Jackson(1996)은 기존 소진의 구성요소

를 고갈,냉소주의,효능감 결여로 수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소진이란 개인에 한 감정 요구가 장기화되어 발생

하는 육체 ,감정 ,정신 고갈상태이다(Pines& Aronson,1988).소

진의 구성요소는 서비스업 이외의 직업에 용할 수 있는 고갈

(exhaustion), 냉소주의(cynicism), 효능감 결여(reduced professional

efficacy)이다.

바.조직몰입

조직몰입은 조직의 목표 가치에 한 강한 신념과 신뢰의 정도,조

직을 하여 자발 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의사의 정도,조직구성원

으로서 남으려는 강한 의지의 정도로 악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의 조

직몰입이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하여 감정 으로 애착을

갖고 조직의 목표 가치를 수용하며,조직이 요구하는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고,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조직을 자랑 추천하는 행동을 보이

는 것을 의미한다(Mowday,Steers,& Porter,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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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변 리더행동

통 인 행동론 근법은 리더와 부하의 계에 을 맞추어 거

래지향 인 패러다임에 근거하 다.즉,거래 의무 충족에 의한 상호

만족의 정도,부하의 재 능력을 조직성과와 직결시키는 향요인이 무

엇인가를 규명하는 데 을 두었다.그러나 이 근법은 보편 이고

일반 인 유효한 리더십을 탐구하는 것이지만,부하의 표면 반응만을

탐색하고, 재의 조직성과만을 고려한 리더십 연구라는 한계를 가졌다

(민경호,2010;Bass,1985;Burns,1978).

이에 반해 변 리더행동은 부하의 심 인 변화를 일으키고,동기부

여를 자극하여 리더십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그리고 이러한 부하의

변화는 조직이 외부환경에 응하는데 필요한 정 인 변화로 이어진

다.리더행동에 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변 리더십에 한

심으로 이어져 리더십 분야의 권 지인 LeadershipQuarterly에도 그

러한 추세가 반 되었다.1990-1999년 간 TheLeadershipQuarterly에

실린 총 논문 수 257편 68편(34.0%),2000-2009년 간 실린 총 논문

수 682편 86편(12.6%)을 변 /카리스마 리더십이 차지하 다.과거

보다 총 논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소 떨어졌으나 아직도 단일 유

형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 다(Gardneretal.,2010).

가.변 리더행동의 개념

통 리더십 연구는 Bass(1985)가 지 했듯이 주로 이분법 을

견지하고 있다.의사결정 심으로 보면 지시 (directive)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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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ve),리더와 부하와의 계를 으로 보면 과업(task)

계성(relationship),리더의 행동에 을 두면 독재 (autocratic) 민

주 (democratic),혹은 주도 (initiation) 배려(consideration)로 구분

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시 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 이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새로운

흐름이 변 리더십의 출 이다. 변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란 용어는 Downton(1973)에 의해 최 로 언 되었고 1978

년 Burns가 그의 서 'Leadership'에서 리더의 역할과 부하와의 연결을

시도하면서 요한 근법으로 등장하 다(Northouse,2011).

변 리더십에 한 연구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변 행동의 식별

에 집 하 기(Bass,1985;Bennis& Nanus,1985;Conger& Kanungo,

1987;Kouzes& Posner,2002)때문에 변 리더십에 한 정의 역시

변 리더가 행하고 있는 혹은 해야 할 행동과 련성이 높다.

Bass(1985)는 변 리더십을 부하들에게 감을 주거나 개인의 성취욕

구를 고취시켜 주며,문제해결에 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개인

노력을 고양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 고,Yammarino& Bass(1990)는

개인,집단,조직의 극 인 변화를 추동 하고,부하의 욕구를 증진시키

는 리더십이라 하 다.오석홍(2009)은 인간의 의식수 을 높이고,일에

의미를 부여하고,행동에 지의 원천인 인간의 의도를 고무시키는 방법

을 통해 부하의 혼에 근하는 리더십이라 정의하 다.한편,Bennis

& Nanus(1985)는 변 리더를 부하들에게 자유,해방,정의 자아실

과 같은 고차원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변화 리자로 정의하 고,

Kouzes& Posner(2002)는 과정을 변화시키고,행동을 고취시키며,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감정을 자극하는 자라고 정의하 다.즉,부하

의 복종 그 이상의 것에 기 를 하여 부하의 욕구를 높이고 내재 동

기,궁극 으로 도덕 인 동기와 욕구에 을 두고 근로자의 신념,요

구,가치의 변화를 조장하여 개인,집단,그리고 조직의 극 변화를 조장

하는 리더의 행동이라는 것이다(이호연,2004).이를 볼 때,변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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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은 부하에게 일방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변

리더행동은 부하에게 심리 으로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리더는

부하의 반응을 수용하는 계이며 감정 유 감을 형성한다(Bailey&

Axelrod,2001;Bass& Avolio,1990).

이러한 리더와 부하와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변 리더행동이 부

하의 심리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에 리더의 행동들이 부하에게

표면화된다.Podsakoffetal.(1990)은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변 리

더행동을 여섯 가지의 주요행동으로 정리하 다.첫째,비 을 제시하는

행동이다.변 리더는 조직에게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확인하고,미래

의 비 을 통하여 부하들에게 감과 발 사고의 기회를 다.둘째,

한 역할모형을 제공하는 행동으로서,변 리더는 부하에게 모범

인 사례가 된다.이를 통해 부하는 리더가 추구하는 가치에 동조할 수

있다.셋째,조직목표를 수용하는 자세를 길러주는 행동이다.변 리

더는 조직의 공통목표를 향해 조직원이 함께 진할 수 있도록 진시킨

다.넷째,고성과에 한 기 감의 표시이다.변 리더는 부하에게 탁

월하고 우수한 성과를 기 한다는 표 을 한다.다섯째,개별 배려를

하는 행동이다.변 리더는 부하에게 존 의 의미로서 부하의 감정과

요구사항에 한 심을 기울인다.여섯째,지 자극 행동이다.변

리더는 과업에 하여 새로운 사고방식을 독려하고,문제의 제를 다시

검토해 보도록 부하를 부추긴다.Kouzes& Posner(2002)는 공공․일반

기업에서 종사하는 ․상 매니 1,300명과의 인터뷰와 기존 연구물

을 통해 변 리더행동을 다섯 가지로 유형화 하 다.첫째,리더가 주

도하는 과정(process)에 한 신행동으로서 상에 안주하지 않고 변

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다.둘째,공유된 비 을 구 하는 리더의

추진력이다.리더는 부하의 행동을 인도할 수 있는 비 을 창출하고 새

로운 것을 시도한다.셋째,리더의 역할모형 수행이다.부하의 가치와 철

학을 명확히 제시해 수 있는 형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리더가 몸소

실천해야 한다.넷째,부하가 조직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도록 리더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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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내 용

House(1977)

매력 인 비 의 제시,부하가 추종할 수 있는 모범

행동,고성과에 한 부하와의 화,부하의 동기

발행동

Bradford&

Cohen(1984)

공통 비 의 결정 수립,책임공유의 구성,부

하의 지속 인 기술개발 독려

Bass(1985)
카리스마 행동(비 제시,역할모델),동기부여,개

별 배려,지 자극

Bennis&

Nanus(1985)

비 을 통한 집 의 리,신뢰와 조직몰입 향상 지

원행동

Tichy&

DeVanna(1986)

변화 필요성 인식 새로운 비 창조,새로운 비

을 지원하기 한 구성

Conger&

Kanungo(1987)

매력 이지만 색다른 비 에 한 지원,비 구

시 발생하는 인 험 감수,부하의 요구사항에

행 이다.리더는 서로 간의 신뢰와 동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정

인 심리상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장한다.다섯째,부하의 마음을 움

직이는 리더의 격려이다.리더는 부하에게 칭찬과 인정 등의 마음을 움

직일 수 있는 방법을 쓴다.

기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변 리더행동은 〈표 Ⅱ-1〉과 같

다.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요시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즉,

비 의 제시,부하가 추종하는 역할모형,지속 인 새로움에 한 지 개

발 독려와 동기부여,부하에 한 배려와 개방 행동,발 화이다.

이러한 리더의 행동은 부하의 가치ㆍ신념체계를 정 으로 변화시켜서

자신의 성과향상뿐만 아니라 조직의 발 ㆍ미래지향 인 변화와 성과

를 가져온다(Avolio& Bass,2004).

〈표 Ⅱ-1〉 변 리더의 구체 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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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극 인 수용,확신과 열정

Kouzes&

Posner(1987)

과정(process) 신,공유된 비 을 구 하는 행동,

역할모델 수행,부하가 조직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도

록 독려,부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격려

출처:Podsakoffetal.(1990).Transformationalleaderbehaviorsandtheir

effects on followers' trust in leader,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behaviors.p.114.

나.변 리더행동의 구성요소

와 같이 변 리더행동은 학자마다 어느 정도 다른 행동으로 규정

할 수 있으나,Bass(1985)가 제시한 변 리더행동인 카리스마,동기부

여,지 자극,개별 배려는 여타의 변 리더행동을 포 하고,

Avolio, Bass & Jung(1995)이 개발한 리더십 측정도구인

MLQ(MultifactorLeadershipQuestionnaire)에서 변 리더행동의 구

성요소로 사용되었다.MLQ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변 리더행동의

구성요소에 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거쳤고,지 까지도 가장 리

사용되는 측정도구이다(Antonakis,Avolio,& Sivasubramaniam,2003;

Hunt,1999;Muenjohn,2008).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 리더행동을

카리스마,동기부여,지 자극,개별 배려를 심으로 살펴보았다.

1)카리스마

카리스마(Charisma)란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비범한 재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카리스마에 한 수많은 연구가 사회학,심리분석학,정

치학 등에서 진행되어 왔지만,조직심리학자와 조직행동론자들에 의해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Bass,1985).Bass(1985)는 카리스마 리더는 부

하들이 리더의 의도에 따라 한 노력을 하도록 미래에 한 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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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리더에 한 강한 애정(때로는 증오)을 유도하며,부하에게 그

들의 성과에 하여 높은 기 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부하

에게 신뢰감을 자주 표 하여 부하가 그 자신을 리더와 동일시하게 한다

고 하 다.한편 Shamir,House& Arthur(1993)는 카리스마의 자아개념

이론을 제시하면서,리더가 어떻게 부하들을 변화시켜 기 이상의 성과

를 내고 충성하게 되는지를 부하들의 심리 변화에 을 두어 설명하

고 있다.즉,카리스마 리더는 상태에 한 변화를 추구하고, 문

지식을 가지고 부하들에게 신 ㆍ 진 변화를 수용토록 하는 특징이

있다.Conger(1999)역시 카리스마 리더행동이 부하들의 심리 변화

에 미치는 과정을 주목하 는데,크게 네 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았다.즉,

비 창출을 통한 자아 가치유발,비 달,신뢰구축,비 달성을 한

권한이양이다.

Conger& Kanungo(1987)는 근방식에 따라 카리스마를 세 가지의

으로 범주화하 다.첫째,특성 심의 근으로서 월 비 이나

이데올로기, 웅주의 행동,신뢰감을 형성하고 고무시킬 수 있는 능

력, 명 인 이상의 표 등과 같은 카리스마 특성 심으로 카리스

마를 이해하 다.Bass(1985)는 카리스마 리더가 지닌 공통 인 특성

으로 자기확신감(self-confidence),자기존 감(self-esteem),자기결정성

(self-determination)을 들었다.자기확신감은 리더로 하여 난 을 만났

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고,자기존 감은 인 계 속에 나타나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게 하며,자기결정성은 리더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창조하게 한다.둘째,상황 심 근으로서 이 은 카리스마의 출

에 있어서 사회 혹은 시 상황이 가장 요하다고 보았다.셋째,지

각과 계 심의 근이다.카리스마 리더십은 리더의 성격을 바탕으

로 하는 것도 아니고,상황 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오히려 그 상

은 부하와의 계,부하가 리더를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 한 지각 인

으로 보았다.

한편 House& Howell(1992)은 행 에서 카리스마 리더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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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리더십 간의 차이를 제시하 다.즉,카리스마 리더십의 소유자

는 통 리더십 이론이 핵심 으로 다룬 사회 교환행 ,지시행 ,

지원행 강화행 에 심을 갖기보다는 상징 ,비 ,이데올로기 ,

가치 지향 행 지 자극 행 에 한 심을 둔다.

2)동기부여

동기부여(inspirationalmotivation)란 부하에게 정서 자극과 활기를

불어넣고,부하의 노력을 증진시키며,비 을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명확

하게 표 하고,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는 일에 한 의미와 목표를 제

시하여 직무에 매진하게 만드는 행동을 말한다(Bass& Avolio,1993).

카리스마 행동이 부하들의 이상 인 자아(ego-ideal)를 제공하여 부하

에게 감흥을 다면,동기부여 행동은 바람직한 목표를 제시하고 성취

수단들을 제공함으로써 부하들 스스로 보다 더 큰 역량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 다.

3)지 자극

지 자극(intellectualstimulation)이란 감성 인 자극에 의한 즉각

인 행동변화보다는 믿음과 가치,상상력과 사고,그리고 문제해결과 문제

인식에 있어 부하의 을 변화,자극시키려는 리더의 행동을 의미한다

(Bass,1985).Wortman(1982)은 리더들이 단기 인 리에 을 두는

신에 략 사고와 지 활동에 그들의 정신과 노력을 집 해야 한다

고 주장하 고,Bass(1985)는 이러한 지 인 역에서 변 리더와 거

래 리더 사이에 있는 근본 인 차이를 볼 수 있다고 하 다.변

리더는 거래 리더와의 달리 부분 인 문제해결에 만족하지 않으며 과

거처럼 일을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다.즉,변 리더는 창의 인 아이

디어와 신 인 변화,보존․유지보다는 진 이며 극 인 해결책을

모색한다.이러한 리더행동은 부하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새로

운 시각의 사고방식을 갖도록 고무시킴으로서 리더의 자질을 갖추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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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키는 역할을 한다(민용식,2005;윤상돈,2006).

4)개별 배려

개별 배려(individualconsideration)란 부하에 한 개별 심을

통해 부하의 타인과 다른 욕구를 인정ㆍ수용하며,개별 견지에서 부하

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자아실 을 돕는 리더행동을 말한다.

Bass(1985)는 개별 배려에 해 부하를 일 일의 계에 근거하여 공

평하면서도 서로 다르게 우하여 부하의 욕구를 자극․향상시킴으로서

효율 으로 조직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Bass(1990)와 Lewis& Weigert(1985)는 개별 배려가 조직의 보다

높은 목표,미래의 보다 나은 비 을 해 부하의 개인 욕심을 월하

도록 부하를 독려하고,부하에게 목표에 한 신뢰와 신념을 유발시키며,

부하들의 요구에 한 세심한 배려와 한 자극을 통해 조직 구성

원들의 성과와 만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 다.즉,조직

목표를 해 부하들이 노력하도록 동기부여하며 보다 높은 단계의 개인

인 목표를 추구하도록 고무시킴으로서 부하를 동기부여하고,조직에

한 충성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다.변 리더의 역할

변 리더행동이 무엇인지에 한 논의와 함께 변 리더행동이

성과로 이어지기 한 변 리더의 역할에 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Kuhnert& Lewis(1987)는 변 리더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성과

에서 드러난 문제 들에 하여 큰 인식을 지니도록 하기 하여 동료,

부하들을 통합하고 고무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고,부하들의 고무 사고

를 향상시키기 해 미래에 해 분명한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

다고 보았다.Bennis& Nanus(1985)는 변 리더의 역할을 조직구성

원들의 집단 에 지를 공동비 의 달성을 향해 집 시켜 나가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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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았고,민용식(2005)은 변 리더는 강한 자신감을 소유하고,자신

의 견해가 옳고,정당하다는 결단력을 부하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내

인 힘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이를 토 로 변 리더는 부하들에게는

심리 고양과 동기부여를 일으키며,조직을 해서는 통합된 부하들의

역량을 조직의 비 과 목표로 정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Burns(1978)가 제시한 변 리더와 거래 리더의 차이 에서

도 변 리더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거래 리더는 리더와 부하와

의 계를 교환 에서 보았다.즉 부하는 성과정도에 따라 단기간

내 승진,칭찬,제재 등을 받게 된다.이에 반해 변 리더는 리더가

부하에게 개입하여 사기와 동기부여의 수 을 상승시키기 해 둘 간의

고리를 만드는 것으로서 당장의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다.거래 리더가

단기간의 성과를 하여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변 리더는

장기 인 안목에서 근하여 부하의 가치체계와 도덕성을 제고하도록 지

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조직상황 에서의 변 리더행동

변 리더십에 한 기연구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변 리더행

동의 식별에 집 하면서 그 효과성에 한 검증을 시도하 다(Bass,

1985;Bennis& Nanus,1985;Conger& Kanungo,1987; Podsakoffet

al.,1990;Yukl,1989).그리고 Bass& Avolio(1990a)는 교육학 측면에

서 변 리더행동은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개발될 수 있다고 역설하

다.변 리더행동에 한 이러한 들은 변 리더행동이 모든

조직상황에서 용될 수 있다는 제가 바탕에 있는 것으로서 변

리더가 조직상황 요인들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 다

(Porter& McLaughlin,2006).Bass(1985)는 변 리더는 조직상황의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해 내는데 능하다고 주장하 고,이를

증명하기 하여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직종,여러 나라에 걸쳐 변



-20-

리더행동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확인하 다(Avolio,Bass,& Jung,1995;

Hater& Bass,1988;Howell& Avolio,1993).

그러나 변 리더행동이 조직상황 맥락을 무시하고,그 효과성에

해 모든 조직상황을 일반화하려는 시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등장하 다(Baliga& Hunt,1988;Bryman,1992;Conger,1999;Osborn,

Hunt,& Jauch,2002).그들은 조직의 주기와 조직문화,조직 내 기 를

이룬 신뢰와 가치,태도 등의 다양한 상황 맥락이 변 리더행동에

향을 미치고,변 리더행동이 다른 효과를 나타나게 한다고 주장하

다.

조직변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을 경계로 하여 두 가지로 구분

되는데,하나는 조직을 넘어서는 외부 차원의 요소이고,다른 하나는

조직 내부 차원으로서 조직의 문화와 가치,구조,권력배분 등을 포함

한다(Pettigrew,1987).Pawar& Eastman(1997)은 조직변화에 변

리더행동의 요성을 제시하면서,조직 내부 차원의 에서 변

리더행동에 향을 주는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 다.첫째,조직의 가치

가 효율성(efficiency) 심인지 응성(adaptation) 심인지에 한 편

향성.둘째,조직의 외부지향 혹은 내부지향 특성.셋째,조직내부 구

조의 경직성과 다양성.넷째,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실행의 방법이다.

Porter& McLaughlin(2006)은 변 리더행동이 조직상황에 많은 향

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상황에서의 여러 요인

들에 의해 변 리더행동이 제한을 받음을 지 하 다.그들은

1990-2005년 간 TheLeadershipQuarterly를 포함한 21개의 명한

을 분석하여 리더십에 향을 미치는 조직상황 요인들을 메타분석하

다.그 결과 7개의 요인들이 도출되었다.즉,조직문화/풍토( 료 ,수

용 ,윤리 등),목표와 목 (조직/부서/개인 수 의 목 / 략/미션),

인 구성, 로세스( 용기술의 유형,직무특성,정책집행 방법 등),조직

상황( 기/안정,자원활용도,조직건 성),조직구조(조직크기와 유형,집

도,조직질서 등),시간(리더효과의 기간,조직생애주기 단계별 효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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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등)이었다.

실증연구에 있어서는 Brymanetal.(1995)이 세 개의 다른 운송업체를

상으로 조직특성에 의해서 변 리더행동이 제한되는 과정을 연구하

고,Alanetal.(1996)은 지리 으로 배격된 경찰조직을 상으로 변

리더행동이 부하들에게 동기부여와 의사소통 등의 요소에서 다른 효

과를 주는 것을 입증하 다.한편,Jaskyte(2004)는 19개의 비 리 조직

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변 리더행동이 조직 신과는 상 성이 없

다는 결론을 얻었다.

변 리더행동은 여러 학자에 의해서 조직의 변화와 조직의 효과성

을 제고시키는데 유효한 리더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다른 한

편으로는 조직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변 리더행동의 효과성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마.군 조직에서의 변 리더십 련연구

군 조직에서 변 리더십에 한 심은 변화하는 시 상황과 신

세 장병들의 특성을 고려한 리더십의 발굴에서 찾을 수 있다.즉 국제

계의 변화와 쟁양상의 변화,신세 장병들의 군 유입 등으로 인해

기존 방식의 리더십으로는 한계를 가졌다.이에 따라 안 인 측면에서

변 리더십 연구가 이루어졌다.군 조직에서 변 리더십 련 실

증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변 리더십과 거래 리더십의 효과성 검증이다.이 경우 변

리더십만 선정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거나 두 가지 리더십을 모두 선

정하여 어느 리더십 유형이 더욱 효과 인지 검증하 다.임병환(2001)

은 해군함정근무자들을 상으로 변 ․거래 리더십이 조직성과(조

직몰입,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결과,변 리더십만이 조

직성과에 정 인 효과를 주었다.한편,Bass& Avolio(1990)는 미

육·해군,나토군을 상으로 변 리더십과 거래 리더십이 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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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감과 효과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거래 리더십은 미비한

향을 미치는 반면 변 리더십은 강한 정 인 향을 미쳤다.

Yammarino,Spangler& Bass(1993)는 미 해군 장교들을 상으로 변

리더십,거래 리더십,자유방임식 행동이 시간 경과(생도시 부터

임 후 6년까지)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여 변 리더십

의 효과성을 입증하 다.Hardyetal.(2010)은 국 해병 장병들을

상으로 교 의 변 리더십이 교육생들에게 미치는 향을 연구하 는

데,변 리더십이 교육생들의 자기확신성,만족감,조 능력과 정(+)

인 계가 있었다.

둘째,변 리더십과 효과성 사이에 변인을 추가하여 조 효과 혹은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이다.이정진(2006)은 군 교육소 장들과 교육

생들을 상으로 하여 교육소 장의 변 리더십이 교육생에게 미치는

조직효과성(정서 조직몰입,규범 조직시민행동,이타 조직시민행

동)을 검증하여 정(+) 인 계를 밝혔고,두 변인들 사이에 신뢰와 성숙

도를 변인으로 사용하여 매개효과와 조 효과를 살펴보았다.그 결과,신

뢰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못하 으나,성숙도의 조 효과는 성숙도의

고, 수 에서 모두 조 효과를 나타내었다.주윤수(2006)은 군 장교들

을 상으로 변 ㆍ거래 리더십과 임 워먼트 사이에 조직 구조

특성(참여 분 기,사회ㆍ정치 지원,정보 근성)을 조 변인으로 하

여 연구하 는데,변 리더십과는 정(+) 인 조 효과를 나타내었고,

거래 리더십과는 부(-) 혹은 유의하지 않은 조 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이강희(2008)는 변 ․거래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 사이에 부

하 자율성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

셋째,변 리더십을 조 변인 혹은 매개변인으로 사용한 연구이다.

장 호(2005)는 육군 간부들의 직무특성(기술다양성,직무정체성,자율성

등)지각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에서 변 리더십의 조 효과

를 살펴보았는데,그 결과 변 리더행동의 구성요소 하나인 개별

배려가 조 효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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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재육성행동

조직의 유지와 지속 인 발 은 조직 내 인재의 확보 여부에 달려있

다.인재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첫째,인재를 조직 외부

로부터 입하는 방법이다.이 방법은 모집과 채용을 거쳐 단기간 내에

인재를 확보할 수 있으나,인재가 조직문화에 응하여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둘째,조직 내에서 인재를 육성하

는 방법이다.조직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해서는 많은 자본과 시

간이 소요되지만,육성된 인재는 조직문화에 응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

문에 조직이 추구하는 성과를 이해하고 달성할 수 있다.

군 조직은 필요시 외부에서 인재를 입하기가 곤란하고,군 조직문화

역시 단시간 내에 동화되기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군 조직에서는 인재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따라서 일반기업에서 인재 입에 총

력을 기울이는 것을 고심한 반면,군 조직은 사람을 입한 이후 유지하

며,인재로 육성하는 로그램에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다(Johnson&

Andersen,2010).

가.인재육성의 개념

사 의미로 인재는 학식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人材), 는 재주가

뛰어나게 놀라운 사람(人才)이다.그러나 인재개념을 논하는 다수의 연구

들은 人材와 人才 두 단어의 비교를 통해 인재 개념에 한 시사 을 제

시하는데,주로 인재(人才)가 뛰어난 사람만을 지칭한다면,인재(人材)는

좀 더 범 한 상을 포 하는 의미로 쓰 다(오헌석,2010).김 철

(2008)은 두 단어의 사 의미를 개 한 이후 인재(人才)를 ‘재주가 특

출난 사람’,‘특정 분야의 재주가 뛰어난 사람’,‘천재와 수재 같은 뛰어난



-24-

재주를 가진 극소수의 사람’을 의미한 반면,인재(人材)는 ‘능력과 역량이

있는 사람’,‘유능한 사람’,‘쓸모있는 사람’,보다 구체 으로는 ‘어떤 특

정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재해석한 뒤 자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으로 한정하고,후자는 노력 여하에

따라 구나 그 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 다.한편

국에서 인재(人材)는 ‘기본 인 소양을 가지고 있으나,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인재(人才)는 ‘신속히 업

무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 다(구자억,

2008).따라서 인재(人材)가 인재(人才)로 거듭나기 해서는 본인의 노

력과 외부의 한 도움으로 질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군에 입 하는 자원들이 심신 건강한 일반인이기 때문

에 인재(人材)의 으로 근하 다.즉 인재(人材)의 개념에 따라 인

재육성행동을 리더가 부하 모두에게 있는 잠재역량과 문성 향상을

해 가르치고 길러 부하가 조직에서 필요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

는 행 로 보았다.

한편 인 자원개발은 성과(개인,집단, 로세스,조직 시스템 수 에

서)향상을 목 으로 조직원의 문성을 개발하고 발 하는 과정이다

(Swanson& Holton,2009).군 맥락의 인 자원개발에 있어서 이만희

(2003)는 군 복무자를 상으로 교육훈련과 경력 리를 통하여 국가수 ,

군 조직수 ,개인수 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구비하는 과

정으로 보았고,박효선(2006)은 장병들의 군 생활 반에 걸쳐 이루어지

는 교육훈련,군사임무수행, 투 비태세,연구개발 등을 통해 각 제

의 조직이 각 부 수 ,병과 기능별 수 ,장병 개인수 에서 필요

로 하는 다양한 창조 능력을 장병개인에게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하

다.여러 학자들은 개인의 문성을 향상시키기 한 주요 방법으로 훈

련 개발,학습,경력개발을 제시하 다(Marsick& Watkins,1997;

McLagan,1989;Watkins,1989).

이를 볼 때,리더의 인재육성행동은 인 자원개발의 맥락에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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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즉,부하의 잠재역량과 문성 향상을 해 리더는 교육훈련,

경력개발,학습 등의 인 자원개발 활동을 해야 한다.

1990년 이후부터 인 자원개발의 에서 리더의 역할을 조망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이 연구들은 리더가 훈련지원,멘

토,코치 혹은 경력개발자의 역할을 동시 다발 으로 해야 함을 제시하

다(최윤미,2008).이러한 리더의 역할 확 는 부하의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습기회를 부여하며,경력개발의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리더의 책임이 강조됨을 시사하고 있다(Gibb,2003;Gilley& Boughton,

1996;Heraty& Morley,1995).

인재육성을 한 리더의 역할확 는 리더에게 여러 가지의 행동을 요

구한다.그 Marsick& Watkins(1992)가 제시한 형식학습,무형식학

습,우연학습에 따라 성문주(2010)는 리더가 인재육성을 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교육훈련지원,코칭,멘토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 다.교육

훈련지원은 형식학습 역과 련된 리더의 인재육성행동이고,코칭과

멘토링은 무형식학습 역과 련된 리더의 인재육성행동이다.우연학습

의 경우,학습의 계획성ㆍ의도성이 없어 리더의 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리더의 인재육성 역할과 련하여 제외하 다.

이들 세 가지 요인,즉 교육훈련지원,코칭,멘토링이 유기 으로 이루

어질 때,부하의 역량과 능력,그리고 잠재력이 발휘된다.코칭의 효과와

련해서 Crane(2002,김환 외 역,2009)은 교육훈련 이후 코칭의 유무

에 따라 행동 결과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개념

인 그림을 보여주었다(〔그림 Ⅱ-1〕).즉,새로운 기술을 한 교육훈련

로그램 참가 후 추가 으로 코칭이 개입될 때는 개선된 행동과 결과로

이어지지만,코칭의 개입이 없으면 행동과 결과가 다시 교육훈련 이 으

로 회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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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코칭 유무에 따른 교육훈련 후 효과

출처:Crane,T.G.(2002).코칭의 핵심(김환 외 역,2009).서울 마포:메타

스,pp.32-33.

한 기경력단계에 있는 부하는 역할정체성과 목표의식,구성원과의

계 등에서 오는 딜 마와 문제를 해결하기 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간 계를 찾으려고 하는데,이러한 에서 멘토링은 매우 효과

인 방법이다(Erickson,1978;Kram,1983).멘토링은 부하들에게 심리

안정과 경력개발에 한 비 을 심어 으로서 부하들이 직무에 열정을

쏟고 극 으로 교육훈련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나.인재육성행동의 구성요소

기존연구에서는 리더의 부하육성에 한 포 인 의미로서 학습지원

리더십이라고 명명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신 철,2008;정경희,2005).

학습지원리더십을 설명하는 구성요소는 변 리더십(지 자극),코칭,

멘토링이다.지 자극은 감성 인 자극에 의한 즉각 인 행 변화보다

는 오히려 믿음과 가치,상상력과 사고 그리고 문제해결과 문제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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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부하의 을 변화시키고 자극시키는 리더의 행동을 의미한다

(Bass,1985).한편,성문주(2010)는 인재육성행동의 구성요소를 교육훈련

지원,코칭,멘토링으로 분류하 다.

성문주(2010)의 인재육성행동은 정경희(2005),신 철((2008)이 제시한

학습지원리더십과 비교하여 내용상 차이 이 있다.멘토링의 경우,학습

지원리더십에서는 인 자원소개,능력ㆍ경력개발을 한 도 과제부

여,역할모델을 리더의 멘토링 역할로 보았으나,인재육성행동에서는 리

더역할로서 인 자원소개,능력ㆍ경력개발을 한 도 과제부여

지원,심리 안정을 한 지원을 꼽았다.그리고 인재육성행동의 구성요

소인 교육훈련지원과 코칭 역시 학습지원리더십의 구성요소인 지 자극

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학습지원리더십에서 말하는 지 자극은 변

리더행동의 지 자극과 동일한 개념이다.즉,부하가 문제해결을 할 때,

리더의 역할은 부하에게 문제와 상에 해 새로운 사고와 다른 을

구한다.한편,교육훈련지원은 구조화된 구체 인 교육훈련 로그램에

한 참여 독려와 정보제공,그리고 용을 고취하는 행동이고,코칭은

직무의 구체 인 지식과 기술 수에 을 둔 행동이다.즉,교육훈련

지원과 코칭은 직무활동에 직 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학습지원리더십 변 리더행동의 구성요소와 구별되는 성문주

(2010)가 제시한 인재육성행동의 구성요소인 교육훈련지원,코칭,멘토링

을 본 연구에서는 리더의 인재육성행동으로 보았다.

1)교육훈련지원

최근에는 리더의 역할이 조직성과의 극 화를 해 부하에게 효과 인

지시와 임무를 부여하는 제한 인 범 에서 인 자원개발의 책임까지 확

되고 있다.즉 부하의 교육훈련 잠재능력 개발에 한 책임이 강조

되고 있다(Gunnigle& Flood,1990;Heraty& Morley,1995;Leiceste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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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교육이란 장병에게 지 능력,덕성,체력을 함양하기 한 교수

학습활동을 말하고,훈련은 개인 부 가 부여된 임무를 효과 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기술 지식과 행동을 체득하는 조직 숙달

과정을 의미하며,교육훈련은 교육과 훈련을 포함하는 포 인 개념으

로 사용된다(국방부,1993;최병욱,2002).특수한 임무를 띤 군의 특성상

교육훈련은 부분 형식화된 직무 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나 최

근에는 학습활동에 자기계발 로그램이 추가,활성화되고 있어서 교육

의 범 가 확장된 측면이 있다.

성문주(2010)는 리더가 수행해야 하는 행동을 크게 부하의 교육훈련

비행동,교육훈련 참여 의 행동,완료 후 후속행동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 다.첫째,부하를 한 교육훈련 비행동이다.개인별 경력개발

목표나 업무수행 수 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로그램을 추천하거나 정보

를 제공하는 행 ,참여를 장려하는 행 이다.둘째,부하의 교육훈련 참

여 의 리더행동으로서,교육훈련 로그램에 참여 인 부하의 업무량

을 여주는 것이다.셋째,부하의 교육훈련 로그램이 완료 후의 리더의

후속행동으로서,교육훈련 로그램을 통해 직원이 학습한 내용을 실제

직무수행에 용토록 권장하는 것이다.

2)코칭

코칭이란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개개인의 학습을 진하고,개

인의 성장을 효과 으로 이루기 해 필요한 지식과 기회 수단을 제

공해 주는 과정(Hodgetts& Knudson,1993;Peterson& Hicks,1996),

부하를 직무와 련된 임무나 경험에 노출시켜,학습기회와 피드백을 제

공함으로써 개인의 능력과 업무성과를 체계 으로 향상시키는 과정

(Redshaw,2000)이다.한편,Marshall(2000),Whitmore(2002,김 순 역,

2007)는 코칭이 개인 스스로 학습하고 잠재력을 개발하여 능력과 업무성

과를 향상시키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정의하면서 코칭의 효과를 자기주도

학습력과 잠재력 개발로까지 확 하 다.그러나 그들은 이를 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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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학습기회 피드백 제공이

라는 을 함께 밝혔다.

부하의 직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는 에서 코칭은 교육훈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한다고 할 수 있으나,코칭은 직무 장에서 리더와 부하의 일 일 계

에서 지속 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며,코칭을 받는 부하의 개별 인 훈련

요구,기술수 ,잠재능력의 진단을 기 로 한다(성문주,2010;한허정,

2007).

성문주(2010)는 Ellinger,Ellinger& Keller(2003)의 행동기반의 코칭측

정 조작 정의,Yukl(1999,2006)의 리더의 계지향 행동의 구성요소인

개발요소의 코칭,Mintzberg(1973)의 리자의 열 가지 역할 리더역

할을 바탕으로 인재육성을 한 리더의 코칭을 추출하 다.즉 업무지도

시 한 를 제시,부하의 행동에 한 피드백,직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제공,직무에서 발생한 문제를 부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직무목표와 부서목표와의 연계성 제시 등이다.

3)멘토링

멘토란 경험이 많은 연장자로서 부하들에게 역할모델이 되고 경력계획

과 인 계 개발에 한 후원,지시,피드백 등을 제공하며,부하들의

경력기회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라는 에서

연구자 간 공통 인 합의를 이루고 있다(Noe,1988).

Kram(1983)은 멘토의 역할을 크게 경력개발과 심리사회학 역할로

구분하 다.경력개발은 멘토가 부하에게 자신의 역량을 조직에서 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조직에서 승진 는 경력개발을 해

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경력개발 기능에는 후원,경력지도,보호,타

인에게 소개,도 업무부여가 있다.한편,심리사회학 지원 역할은

부하가 조직생활을 하는데 심리 인 안정감을 갖게 해주고,부하의 개인

인 고민을 상담해주며,비공식 인 계로서 서로에게 호의 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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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여 부하가 자신감을 갖게 하고,자신의 자아에 한 명확성을

갖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심리사회학 지원 기능에는 역할모형,수용

지원,상담,우정이 포함된다.

성문주(2010)는 Kram(1983)의 경력기능과 심리사회학 기능,

Yukl(1999,2006)의 계지향 행동의 개발 련 행동 멘토링 행동,

Dreher& Ash(1990),Noe(1988)의 멘토링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인재육

성을 한 리더의 멘토링 행동을 제시하 다.즉 부하의 경력개발 승

진에 도움이 되는 기술,지식,경력을 쌓을 수 있는 업무부여,조직 내

부하의 존재 알리기,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업무완수 지원,경력목표

달성에 한 략제시,조직생활에서의 애로사항 화 등이다.

다.군 조직에서의 인재육성 련연구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군은 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해서 장병

들의 역량과 능력향상에 심이 크다.그러나 장병들에 한 인재육성의

필요성과 요성을 주장하는 기고문은 많으나,실제 인재육성을 통합

으로 다룬 학문 인 연구물은 많지 않다.따라서 본 에서는 교육훈련,

코칭,멘토링으로 구분하여 련연구를 살펴보았다.

첫째,군 조직 내 교육훈련에 한 련연구이다. 부분의 교육훈련

련 연구물의 성격은 발 방향 연구에 치 되어 있어서 규범 이고 당

인 측면이 강하다.군 조직 내 교육훈련에 한 연구는 크게 세 가

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첫째,군 조직 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에

한 연구이다.시 변화와 신세 장병에 을 맞추어서 그들에게

효과 인 교육훈련의 방향을 제시,신세 장병의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기술을 목한 로그램 개발,군 조직에 지식경 을 도입한 인재육성방

안,재사회화와 자기계발을 한 학 인정제도,평가인증제의 확 시행

등에 한 고찰을 하 다(감승태,2007;이종형,2003;임용구,2007;홍경

문,2002)둘째,교육훈련을 문으로 담당하는 교육부 의 발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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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이다.교육과정의 효율성과 효과성,기술발 에 따른 교육 로

그램의 선진화,학교 교육체계 교수법 개선 등의 정책 고찰을 하

다(김 태,2005;김 일,2005;박만기,2009;Leonard& Williamson,

1998).셋째,교육훈련 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실증연구이

다.김승종(2008)은 사병들을 상으로 실험연구를 통하여 화생방 교육

훈련에 있어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방식의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유의

미한 정 인 효과가 있었으며,계 이 낮을수록 효과가 더 커지는 것

을 확인하 다.강일규(2012)는 해군장병들을 상으로 e-러닝의 사용의

도와 실제사용 간의 조 효과를 살펴 본 결과,간부집단에서는 상 지원,

동료지원,업무부담의 조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수병집단에서는

상 지원의 조 효과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김진경(2008)은 육․

해․공군 사병들을 상으로 리더의 지원(정서 ,도구 ,정보 )이 웹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학 인증제 참여도에 미치는 향력을 연구한 결

과,리더의 지원과 학 인증제 참여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 계가 있었

다.한편 외국의 경우,해상작 시뮬 이션의 효과성 검증(Ayala,2008),

남녀 간 교육훈련의 효과성 차이에 한 연구가 있었다(Yanovichetal.,

2008).

둘째,군 조직 내 코칭에 한 련연구이다.김정제(2009)는 지휘

의 코칭을 통하여 부하를 지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부하를 통솔하기

한 요건으로 지휘통솔능력의 제고,의사소통 체계의 민주화,신세 장

병에게 합한 리더십 개발,부하를 독려하는 동기부여 코칭의 확

를 들었다.김 호(2008)는 병 생활지도의 책임이 큰 부사 을 한 코

칭 로그램을 개발하 고,육군 부사 을 상으로 실험연구를 통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 다.

한편 외국의 경우,코칭의 구체 인 용에 한 연구를 실시하기도

하 다.Brattetal.(2005)은 해군함정에서 용 가능한 코칭과 시뮬 이

션의 결합방식을 제시하 다.즉,시뮬 이션 훈련을 통하여 함정피해 상

황을 부여하고,이를 조치하는 함정근무자에게 교 이 일 일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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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하는 방식이다.Dillon& Kieckhaefer(1997)는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74가지의 응 상황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방

법으로 코칭방식과 매뉴얼에 따른 정보처리방식 어느 것이 효과 인

지를 연구하여 코칭방식의 우수성을 입증하 다.

셋째,군 조직 내 멘토링에 한 련연구로서 멘토링의 효과성에

한 검증과 발 방향에 한 고찰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진호(2008)

는 부사 의 경력개발을 한 로드맵 작성과 경력개발센터 운용의 필요

성을 강조하 다. 한 경력개발을 인 자원 리의 한 부분으로 보고,이

를 한 멘토제도의 활용,부사 보직 활용 등 경력 리와 연계된 제도

장치 도입을 주장하 다.한편 실증 연구로서 김석 (2000)은 해사

생도들을 상으로 멘토링이 생도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결과 정 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유낙 (2008)은 해병 장

병들을 상으로 멘토링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멘토링이 부하의 조직몰

입을 강화하고 조직소외감을 감소시켰다.한편,미 해사․공사 생도들을

상으로 멘토링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에서는 ‘직업 성장’과 ‘개인

성장’모두에 정 인 향을 미쳤다(Baker,Hocevar& Johnson,2003;

O'Mailia,2010).Shlechter(2003)는 미 육군에서 실행되고 있는 멘토링에

한 상황을 진단하기 하여 9명의 인사장교들과 인터뷰를 하 고,

멘토링 정책의 발 을 하여 원거리에서도 가능한 e-멘토링과 텔 멘

토링 방법을 제시하 다.Johnsonetal.(1999)은 퇴역장성들과의 인터뷰

를 통하여 멘토의 요성과 효과성에 한 질 연구를 하 다.

3.임 워먼트

임 워먼트는 사회학,정치학 등의 분야에서 소수집단 보호와 남미,아

리카 등의 제3세계 국가에 한 문제에 심을 기울이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개념으로서 1980년 이후부터는 경 학,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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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산되었다.1980년 반까지 미국 기업 내에 만연하던 무력감

(powerless)을 해소하고,구성원에게 더욱 일에 몰입하면서 변화와 성과

를 추구하도록 하여 기업의 신과 도약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써 임 워

먼트가 등장하 다(박원우,1998).

가.임 워먼트의 개념

Vogot& Murrell(1990)에 따르면,임 워먼트에 한 연구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사회과학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1940년 에 시민운동,흑인

인권운동,여성해방운동,빈곤한 제3세계 국가의 개발 등 사람들의 의식

환이 일어났다.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회학자들은 이들 그룹이 사회

차별과 소속된 조직 내 무력감을 극복하고,민주 권리를 획득하는 등

의 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원동력에 한 심을 갖게 되었고,이

과정에서 임 워먼트(empowerment)라는 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임 워먼트는 〈표 Ⅱ-2〉에서 보듯이

크게 두 가지로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첫째, 계 구조 개념의 임

워먼트이다.이는 상 과 부하 간 상 인 워 차이에 의해서 정보,지

식,상벌 등의 통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상 이 부하에게 직무수행에

있어서 권한을 부여 는 권한을 배분하는 과정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토

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백종일,1997;Leslie,Holahalb & Holland,

1998;Rothstein,1995).둘째,동기부여 ㆍ심리 개념의 임 워먼트는

직무수행에 한 통제와 워의 보유를 지각함으로써 자신 스스로에게

기 하는 동기부여 ㆍ내 신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Conger &

Kanungo,1988;Spreitzer,1995),부하에게 단순히 권한을 부여하는 과

정에 그치지 않고 조직ㆍ환경 장애물을 극복하고 무력감을 야기하는

심리 요인을 제거하여 직무수행을 가능 하는 자신의 능력에 한 믿

음과 의지를 고양시키고,자아효능감에 한 확신을 강화시켜 주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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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Liden&

Arad(1995)

워를 주기 해 조직이 의도 이고 공식 으로 취

하는 구조 ,행 변화 과정

Burke(1986) 워의 허용,즉 권한의 이양을 의미하는 것

Ginnodo(1997) 단순한 참여가 아닌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이다.

워의 분배 인 통 인 제로섬(zero-sum) 근은 기본 인 가정

이 상 방의 행동을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향을 미치는 능력 는 잠재력의 워 개념이다.그러한 은 워

의 체 크기는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워의 유형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배분,혹은 어떻게 나의 몫을 키우느냐에 을 두었다.

이러한 에서의 임 워먼트는 단순히 상 의 의지에 의해서 부하들에

게 자신의 워를 나 어 주는데 을 두었다.그러나 이러한 제로섬

의 근은 조직 내의 상설명에는 도움이 되었으나,조직의 발

추구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 다.이런 상황은 워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가정을 깨고 그 크기 자체를 늘리는 ,즉 positive-sum

으로 발 하 다.positive-sum 에서 근하는 임 워먼트는 부서나

조직원의 워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결과 서로의

워가 원래보다 더욱 커질 수 있으며 나아가 조직 체의 워가 늘어난

다는 이다.이를 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부하의 자아효능감과 내

동기부여를 향상시켜야 한다(박원우,1997).

본 연구는 간간부의 리더행동이 부하의 지각된 심리 상태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힘의 분배로서의 의미보다 역량증

로서의 의미를 가진 심리 임 워먼트에 을 두었다.

〈표 Ⅱ-2〉임 워먼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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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것

Conger&

Kanungo(1988)

조직구성원의 자아효능감을 높여주는 과정이며,무

력감을 조장하는 조건을 악하고 조직의 공식 ,

비공식 경 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유능성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Boren(1994)

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조직원이 지

니고 있는 워를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능력과 잠재력을 키워주는 모든 방법

Rothstein(1995)
종업원의 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지식과 의욕을 푸는 것

Thomas&

Velthous(1990)

외 이고 수단 동기에 의하여 과업을 수행하게 하

는 것이 아니라,과업수행 자체에 의미를 지니고 내

으로 헌신하게 하는 내 동기부여

Fulford&

Enz(1995)

권한 임과 심리학 능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

는 것으로 조직 구성원들 각자가 향력,추구하는

구체 인 목표에 한 역할 수행 능력,통제력,권한

수용 등을 느끼는 정도

윤방섭(2001)

조직의 공식 ․비공식 방법을 통하여 구성원이

워를 지니도록 함으로써 구성원이 조직의 목 을

달성하는데 가장 합한 행동을 능동 으로 취하도

록 하는 과정

출처:김용우(2010).리더코칭행동에 한 원의 인식과 심리 임 워먼트,직

무몰입과의 계연구.연세 학교 석사학 논문.p.22.

나.임 워먼트의 구성요소

임 워먼트의 구성요소에 해서도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

으나, 다수의 학자들은 임 워먼트를 일차원 인 요소로 보고,자아효

능감 혹은 자기결정성으로 정의하 다(Conger& Kanungo,1988).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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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homas& Velthouse(1990)는 임 워먼트를 개인 경험이 축 된

심리 상태나 인식들의 집합체로 정의하면서 개념을 확장시켰다.즉,임

워먼트를 자신의 역할에 해 내재 으로 인지되어 있는 태도로 보고

구성요소를 선택감(senseofchoice),역량감(senseofcompetence),의미

감(senseofmeaningfulness),진보감(senseofprogress)으로 제시하

다.이러한 임 워먼트의 네 가지 구성요소는 그 후 임 워먼트에 해

심리 근을 하는 연구에 많은 향을 미쳤다.

한편,Spreitzer(1995)는 Thomas& Velthouse(1990)가 주장한 임 워

먼트에 한 심리 개념을 발 시키고,측정변인들에 한 신뢰성ㆍ타

당성 검증작업을 실시하 다.그는 임 워먼트의 구성요소를 의미성

(meaning),역량(competence),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향력

(impact)네 가지로 제시하 다.이들 네 가지 요소들은 임 워먼트로

얻어지는 상 혹은 결과물이 아니라 임 워먼트를 구성하고 있는 필수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이 네 가지 구성요소들이 함께 있을 때에만

임 워먼트의 변화유발 기 를 형성한다고 하 다.Spreitzer(1995)는

네 가지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첫째,의미성은 개인이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나 직 와 련

하여 수행되는 과업활동의 목 는 목표의 가치를 말한다.이는 개인

인 이상,가치체계,신념,태도와 련되므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자

부심을 느끼고,과업활동에 개인의 가치를 반 하여 연결시키는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역량은 특정직무에 한 자아효능감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을 갖

고 직무를 수행해 나갈 능력이 있다고 믿는 개인의 신념이다.

셋째,자기결정력은 자신의 직무가 자기 자신의 행동에 의해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할 수 있는 직무과정에 한 자율성,직무수행에 한 자

유로운 선택권한으로 인하여 진취 이고 능동 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한다.

넷째, 향력은 자신의 능력,직무에 한 지식 등을 바탕으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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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의 의사결정에 한 참여와 직무환경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를 말한다.즉, 향력은 개인이 략 ․ 리 ․운

결과에 어느 정도 향을 주는가의 정도로 인식하여 부서 내에서 일어나

는 일들에 한 통제감에 의해서 측정된다.자신의 직무행 가 의도한

로 성취되고 있음을 느낄 때,혹은 보다 넓은 의미로 자신의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낄 때,사람은 어떤 결과를 통제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다.임 워먼트의 수

임 워먼트는 개인,집단 조직 수 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개념이다.개인 수 의 임 워먼트는 개인이 참여를 통해 주요한 개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Thomas &

Velthouse(1990)는 임 워먼트를 직무완수에서 자신의 노력이 결과에 미

치는 향,부여된 직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자신의 목표를

기 으로 한 직무에 한 의미,스스로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력

등 내 과업 동기(intrinsicworkmotivation)를 조직구성원에게 부여하

는 과정이라고 하 다.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기 해서 이들은 임 워먼

트를 리기법과 같은 상황 속성뿐만 아니라 심리 근으로 직무를

하는 개인의 인지 측면에서의 근도 시도하 다.즉,조직구성원은

직무에 한 기여도와 평가,비 등을 해석하는 스타일과 환경요인을

평가하는 과정이 복합 으로 작동하여 내 직무동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실천,집 ,솔선,탄성력,유연성 등의 행동으로 유도되어진다.환

경요인은 개인행동에 수반되는 결과에 한 정보,장래 행동과 련된

상황,직무수행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직 구성원이 직무에 해 인

지 인 평가를 하는 과정에 향을 다.한편,매개요인은 리더십(변

리더십,카리스마),권한 임,직무설계,보상시스템을 포함하는데,환

경요인에 변화를 으로써 개인 직무평가에 한 변화를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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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 워먼트에 향을 주는 해석 스타일의 변화도 가져오는 역할을 한

다.이러한 개인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임 워먼트는 환경의 객 성 보다

는 개인이 지각하는 환경에 한 평가와 해석에 달려있다(Bandura,

1989;Decietal.,1989;Walsh,1995).

한편 Cattaneo& Chapman(2010)과 Vogot& Murrell(1990)은 임 워

먼트가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개인속성에 한 개념에서 벗

어나 임 워먼트는 조직시스템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임 워먼트의 외연을 확 하 다.임 워먼트의 수 이

개인에서 집단ㆍ조직수 으로 확 되기 해서 필요한 요소와 임 워먼

트의 순환과정은 다음과 같다.개인의 임 워먼트가 조직수 으로 확

되기 해서는 개인과 조직에 한 신뢰를 키우고,조직으로의 참여기회

를 제공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이를 해서 질문과 경청,격려 등을 자

유롭게 할 수 있는 커뮤니 이션이 조직문화로 제되어야 한다.한편,

임 워먼트가 형성된 조직은 개인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의사결

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의미있는 목표,목표와 연계된 직무 등을

제공한다.이러한 조직문화 속에서 개인은 진정한 자아를 표 하고,피드

백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그럼으로써 조직원은 임 워된다.

이 게 임 워된 각 조직원들은 기꺼이 조직에 몰입하게 되어 기술,

문지식,자기 리 능력의 질 인 향상과 워크를 유도하여 결국,조직

체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된다.

라.군 조직에서의 임 워먼트 련연구

최근 군 조직은 의 신속ㆍ복잡한 군사작 과 장에 응하기

하여 부하에 한 지시와 통제로부터 부하로의 극 인 권한이양을

해왔고,이에 따른 부하의 향력 확 ,자아효능감 고취 동기부여에

심을 기울이면서,이와 련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군 조직에서의 임 워먼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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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시 변화를 반 한 군 조직 내의 임 워먼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정책 련 연구이다.Mundell(2009)은 21세기 변화

된 환경에 부합된 미 육군 장교의 핵심역량 하나로 임 워먼트를 제

시하며 임 워먼트가 군 조직 내에서 활성화되기 해서는 장교교육 시

스템에 용,교범․교리에의 반 ,임 워먼트를 해하는 문화요인 제

거,장교인사고과에 반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 다. 한 단순한 권한

이양은 의미가 없고,자아효능감과 자기통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증가된다고 보았다.Reimer(1997)는 1989년 이후

450,000명의 미 육군 감축에서 나타난 장병교육과 인력문제를 지 하면

서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도덕 이고 창조 인 리더십의 필요성과 함

께 장병들의 임 워먼트가 요구된다고 보았다.특히 장병들의 임 워먼

트를 키우기 해서는 리더가 부하에게 합법 ․도덕 인 정의를 올바로

정립시켜주고,임 워먼트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조성,부하를 존 하

는 마음이 요하다고 역설하 다.

둘째,임 워먼트에 한 실증연구이다.최 록(2003)은 육군 보병 간

부들을 상으로 임 워먼트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리더십 유형과 직무만

족․이직의도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연구결과,변 리더십은

임 워먼트에 정(+) 인 향을 미쳤고,거래 리더십은 유의하지 않았

다.그리고 임 워먼트는 직무만족에 해서 정(+) 인 효과를 나타냈고,

이직의도에 해서는 부(-) 인 효과를 나타냈다.한편 거래 리더십과

직무만족․이직의도 사이에서는 임 워먼트가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으

나,변 리더십과 직무만족 간에는 임 워먼트가 부분매개를 하며 변

리더십과 이직의도 간에는 완 매개의 역할을 하 다.이와 비슷하

게 주윤수(2006)는 육ㆍ해ㆍ공군 장교들을 상으로 리더십 유형에 따른

임 워먼트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그 결과 변 리더십과 거래

리더십 모두 임 워먼트에 유의미한 정(+) 인 효과를 나타냈으나,

변 리더십이 거래 리더십 보다 임 워먼트에 미치는 향력이 컸

다.한편,이기 (2005)은 해군 장교들을 상으로 임 워먼트가 조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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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성(직무몰입,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는데,임 워먼트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모두에서 정(+) 인 향을 미쳤다.그리고 임 워

먼트와 조직효과성 사이에서 개인의 집단주의 성향이 조 효과를 보

다.양주연(2008)역시 간호장교들을 상으로 임 워먼트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그리고 인구통계학 특성과 임 워먼트와의

계를 연구하 다.그 결과,인구통계학 특성 계 과 장기복무희망

이 조직몰입․직무만족과 유의미한 정(+) 인 상 계가 있었고,임

워먼트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쳤다.

셋째, 장에서 나타난 임 워먼트의 효과성을 제시한 연구이다.

Kirkland(1990)는 1940년 독일과 랑스 쟁,1942년 일본과 싱가폴․말

이시아 쟁,1950년 한국 쟁 투 속에서 드러난 실례를 통하여

임 워먼트의 요성을 역설하 다.그는 임 워먼트를 용한 부 와

권 주의 부 와의 결양상을 분석한 결과,장병 간 신뢰와 존 ,공

통된 목 을 공유한 부 에서는 리더가 부 원의 사기와 복지에 심을

기울이고,부 원 개개인이 군사 문가로서 역량을 갖추도록 격려하 다.

그 결과 워크와 결속이 공고해 졌고, 투의 승리로 이어졌다.

4.소진

가.소진의 개념

소진의 개념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정신과 의사인 Freudenberger(1974)

로 안건강센터에서 일하는 사회사업가들이 경험하는 정서 ․신체

피곤,민감,냉소주의 상 등을 목격하면서 처음으로 심리 소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Freudenberger(1974)는 소진을 부여된 업무에 헌신

으로 수행하 으나,기 하 던 성과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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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Berkeley

Plannung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가 가진 본래의 목 의

미에 공감하지 못하고 고객,동료,의뢰인과의

는 인간 회의감과 좌 감의 상태로 정의하 다.

그 이후 많은 학자들이 소진에 한 정의를 내렸는데,Cherniss(1980)

는 소진을 심한 에 지 손실과 심리 고통에 의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

는 개념으로 보았다.이는 불안,긴장,직무 스트 스에 한 반응으로서

정신 ․신체 고갈과 업무 수행능력의 하 등 행동 태도상의 변화

를 수반한다.Blase(1982)는 작업 스트 스의 이고 장기 ,그리고

부정 인 향에 의하여 나타나는 만성 인 반응의 한 형태라고 소진을

정의하 다.한 (2005)은 소진을 과도한 스트 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체 ,정서 ,정신 기력이 고갈된 상태,그리고 특정 상에 하여

무 심하거나 냉소 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상으로 정의하 다.이

듯 소진은 조직구성원들의 생산성 감소,직무만족 조직몰입의 감소,

이직의도의 증가와 같이 조직효과성에도 매우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김희경 등,2005;Maslach& Jackson,1985).

소진에 한 기타 표 인 정의들은 〈표 Ⅱ-3〉과 같다.이들 정의

를 살펴보면,소진의 과정 혹은 결과에 한 상태를 공통 으로 언 하

다.즉,좌 로부터 정서고갈까지 부정 인 상태로 변해가는 과정,혹

은 결과로서 육체 ,감정 고갈상태,비인격화,자아성취감 하,만성

긴장상태를 상 으로 포착하 다.다른 한편,이들 정의는 원인에

해서도 제시하 다.즉,동료,의뢰인 등과의 계에서 오는 스트 스,

직무스트 스,우울,두려움,개인에 한 감정 요구 등을 꼽았다.이

듯 소진에 한 정의들은 공통 으로 다루는 것은 있지만 다양한 근방

식과 때문에 소진을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은 힘들다.

〈표 Ⅱ-3〉소진의 표 인 정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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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s(1977)
계가 소원해져서 그들의 직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

Cherniss(1980)

문직 근로자의 태도 행동이 직무로부터 발생

하는 스트 스로 인해 부정 인 상태로 변화해 가

는 과정

Freudenberger(19

80)

조직구성원이 기 되는 보상을 획득하지 못하는

원인,생활방식 인간 계 등에 지나치게 몰입하

여 생겨난 피로감 는 좌 감의 상태

Gillespie(1981)
직무스트 스에 련된 심리학 ,사회 ,물리

소외과정

Jones(1981)
부정 인 직무태도,낮은 성취감,고객에 한

심 상실 등을 포함하는 육체 ,감정 고갈상태

Koocher(1979)
좌 과 불안,우울로부터 시작하여 정서 인 고갈

까지 나타나는 증상

Maslach(1982)

인 계를 주로 하는 조직구성원들이 겪는 정서

고갈,비인격화,낮은 자아성취감의 총체

상

Mohler(1983)
일에 한 두려움에서 발생하는 불안 등을 포함하

는 징후

Niehouse(1981)
스트 스,우울과 같은 지속 으로 다른 문제들과

연 된 과정의 결과물

Pines&

Aronson(1988)

개인에 한 감정 요구가 장기화되어 발생하는

육체 ,감정 ,정신 고갈상태

Sassali(1979)
일에 있어서 개인 인 욕구가 지속 으로 좌 됨

으로써 발생하는 에 지가 고갈된 상태

황선 외(2007) 직장에서 스트 스를 가져오는 요인들에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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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진행된 만성 인 긴장상태로 정서 탈진,비인

간화,업무성취감 감소를 경험하는 상태

출처:박하나(2009).사회복지 담공무원의 burnout에 한 연구.서울 학교 석

사학 논문.p.8.

그러나 오늘날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는 소진의 개념은 기존의 연구

를 토 로 심리 소진에 한 연구를 체계화하고 정립시킨 Maslach&

Jackson(1981)이 제시한 개념이다.이들은 소진을 사람들과의 계에서

스트 스를 지속 이고 반복 으로 받은 정신 압박의 결과로서 정서

ㆍ정신 ㆍ신체 고갈상태라고 정의하 는데, 부분 고객과의 상호작

용이 많은 서비스직 종사자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보았다.Maslach&

Jackson(1981)은 소진의 세 가지 구성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첫째,정서 고갈(emotionalexhaustion)이다.정서 고갈은 조직 구

성원의 소진을 일으키는 요소 가장 핵심 인 차원으로서 나머지 두

요인들에 한 원인이 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정서고갈은 타인과의

과도한 으로 인해 업무에 해 지치고 정서 으로 고갈된 느낌을 말

한다.이는 개인의 감정상태의 일종으로 계속 으로 장기화되는 정서

활동 자극의 결과로 발생되는 것이다.타인과의 빈번한 으로 인

한 강도 높은 상호작용은 정서 고갈과 한 련이 있는데 많은 고

객을 상 해야 하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정서 고갈을 경험할 험에

노출되어 있다.정서 고갈의 특징은 느낌의 상실,신뢰의 상실,흥미의

상실 기운의 상실로 특징지어지며,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는 직무에

념할 수 없게 하는 감정들로부터 고통받는 개인의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비인격화(depersonalization)는 고객과의 계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 고갈을 극복하기 한 심리 응으

로 볼 수 있다.고객에 한 비인격화를 경험하는 종사자는 업무 상황에

서 부정 인 인식을 갖거나 부 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그리고 비인



-44-

격화는 인서비스직 종사자들이 그들의 고객에 해 냉소 이고 부정

인 태도와 감정이 확장됨에 따라,문제에 한 책임을 그들에게 가시

키며 자기 자신에 해서도 부정 인 태도를 고수하고 강화시키는 결과

를 낳게 한다.

셋째,성취감 하(reducedpersonalaccomplishment)는 생산성 업

무능력 하,의욕상실,허탈감 등과 련된 것으로서 자신을 부정 으로

평가하고,결국 낮은 자아효능감으로 나타난다.직무에 있어 개인의 성취

감에 한 불만족 증가는 직장에서 더 이상 자기발 을 기 할 수 없다

는 의식을 강하게 만든다.성취감 하는 인서비스직의 종사자들이 자

신을 부정 으로 평가하고,타인을 돕는 그들의 임무가 실패했다고 믿게

하는 경향을 갖게 한다. 한 이들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과 문가

자아효능감이 하됨을 느끼고,일에서의 성취감이 감소되며,사람들

과의 상호작용이 어들게 된다.

한편,소진의 유사개념으로 스트 스가 있다.소진은 재의 일을 계속

할 수 없어 직장을 떠나거나 냉소 이고 무 심하게 되어 정서 고갈을

경험하게 되는,만성 인 스트 스의 결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소진과

스트 스의 개념은 동일하지 않다(허 희,2006).스트 스가 신체 증

상을 특징으로 주로 단기간에 갑자기 일어난다면,소진은 정서 증상을

특징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여 주 사건이나 직무에 해 무감각해

진다.개인의 생활환경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스트 스는 불가피한

것이다.반면 조직 는 직무특성에 그 원인을 둔 소진은 직무 스트 스

에 따른 부정 인 반응의 하나로 환경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략학

습을 통해 그 과정이 역 될 수 있고 방 처가 가능하다(Gold&

Roth,1993).Hart(1985,차호원 역,1985)는 소진과 스트 스를 〈표 Ⅱ

-4〉와 같이 차이 을 여덟 가지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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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스트 스

1 직무로부터 완 히 이탈한 상태 직무에서 오는 단순한 과로

2 감정이 무디어 지는 상태 감정이 민해지는 상태

3
감정 인 피해 증상이 우선 으

로 나타남

육체 인 피해 증상이 우선 으

로 나타남

4 사기 하 상 육체 인 피로 상

5 이상과 희망의 상실을 가져옴 힘과 에 지의 상실을 가져옴

6

소진상태로 인한 우울증은 이상

과 희망의 상실로부터 오는 자

기비

스트 스로 인한 우울증은 자신

의 신체자체를 보호하고 에 지

를 보존하려는 욕구 때문

7
무기력해지고 모든 희망이 좌

되었다는 느낌

격히 일어날 수 있으며,단순

히 지나치게 활동에 집착할 때

발생

8
편 과 비인격성,거리감 등의

상 발생
당황,공포증,불안정 발생

〈표 Ⅱ-4〉소진과 스트 스의 구분

출처 :Hart(1985,차호원 역).목회자의 스트 스와 탈진상태는 어떻게 다른가.

월간목회,7,내용 재구성.

이상에서 살펴보았을 때 소진은 스트 스와는 다른 상이며,스트

스 그 자체의 결과가 아니라 스트 스를 받으면서도 그것에 한 완충제

나 지원체제가 없어 조정되지 않는 스트 스의 부정 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Seidman& Zager,1987).

이에 반해,직무스트 스는 일반 인 스트 스 보다 소진과 련성이

깊다.소진상태는 직장 내 인간 계에서 오는 스트 스를 포함한 다

양한 종류의 직장 내 스트 스로부터 시작된다는 에서 직무스트 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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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Cordes& Dougherty,1993).그러나 소진은

조직과 일에 한 부정 태도와 행동의 발달을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

직무스트 스는 부정 인 태도와 행동을 수반할 필요는 없다(Maslach,

1993).

Schaufeli& VanDierendonck(1993)는 소진측정도구(MBI)와 직무스트

스의 정신 ․신체 증상과의 계를 실증연구하 는데,그 결과 소

진(정서 고갈)은 직무스트 스와 30% 정도의 유사성을 띠었고,소진

(비인간화,성취감 감소)은 각각 14%,10%의 유사성을 나타내었다.이는

소진과 직무스트 스 간에는 연 성과 함께 차이 역시 존재함을 의미

한다(Schaufeli& Buunk,2003).

나.소진의 구성요소

Maslach& Jackson(1981)은 Freudenberger의 정의가 정서 인 측면을

간과했다고 보고 구성요소에 이를 포함시키면서 소진척도(Maslach

BurnoutInventory:MBI)를 제작하 다.소진척도를 측정하는 구성요소

는 정서 고갈(emotionalexhaustion),비인격화(depersonalization),성

취감 하(reducedpersonalaccomplishment)이다.그러나 MBI는 주로

고객을 직 상 하는 서비스업 분야의 종사자만을 상으로 측정했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Schaufeli,Leiter,Maslach &

Jackson(1996)은 일반직 종사자의 심리 소진을 측정하기 하여

MBI-GS(MaslachBurnoutInventory-GeneralSurvey)척도를 개발하

다. MBI-GS는 MBI와 마찬가지로 고갈(exhaustion), 냉소주의

(cynicism),효능감 결여(reducedprofessionalefficacy)라는 세 개의 구

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고갈은 MBI척도의 정서 고갈과 거의 같은 구성요소로서 정서 뿐

만아니라 신체 고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냉소주의는 MBI척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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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화가 직장에서의 인간 계에 의해 발생하는 스트 스를 의미했던 것

과는 달리,직무에 한 무 심과 거리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업 그 자

체로부터 거리감을 유지하게 되고 직업에 한 부정 인 태도가 나타나

는 것을 말한다.효능감 결여란 MBI척도가 측정하는 개인 인 성취감

이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 이고 비사회 인

모든 성취감을 의미하는데,직 으로 효능기 (efficacyexpectations)

에 을 맞추고 있다.

MBI-GS(GeneralSurvey)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여러 학자

들은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법률가,학자,외과의사,일반 리직과 CEO,

융업 종사자,교사,성직자, 고ㆍIT 직종 종사자,소 트웨어 엔지니

어 등을 상으로 실시하여 용 가능함을 입증하 고(Bakker,

Demerouti,& Schaufeli,2002;Langballeetal.,2006;Tarisetal.,

1999),한국,일본,핀란드,스웨덴,독일 등 다양한 국가를 상으로도

MBI-GS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여 용가능함을 확인하 다(신강

,2003;Kitaoka-Higashiguchietal.,2004;Schutteetal.,2000).

다.소진의 원인,과정 결과

부정 인 자아개념과 직무태도,상 방에 한 무 심과 성취욕구의

상실,그리고 이와 련되는 신체 그리고 정신 소모 등이 소진의 증

상이라면,이에 한 발생 원인을 찾는 노력도 계속되었다.

소진의 원인은 크게 상황 ,인구통계학 ,직무특성 으

로 구분할 수 있다.상황 은 사회ㆍ환경 불확실성요인,조직특

성,조직의 리더십,조직수명주기에 따른 상황 요인 등에 의해서 조직원

의 소진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인구통계학 은 소진이 나이,성별,

가족 계,교육수 ,경제 문제,개인의 성격특성 등에 의해서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았다.한편,직무특성 은 업무에 한 자율성,

역할 모호성,업무에 한 권리와 의무,책임성에 한 명확한 정보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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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등의 이유로 소진이 발생한다고 보았다(박성호,2001;Clapper&

Harris,2008;Maslach & Jackson,1981;Pines,Aronson & Kajry,

1981).

한편 Kaufman(2004)은 조직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와의 간격 발생,끊

임없는 업무의 연속,리더변경에 따른 진 인 변화요구 등을 소진의

원인으로 꼽았다.이 듯 소진의 원인은 상황 요인,인구통계학 요

인,직무특성 요인,개인과 조직 사이의 갈등 요인 등 여러 가지 수

의 요인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각종 원인에 의해 유발된 부정 인 향이 소진 상으로 이어지는 과

정을 일부 학자들은 Maslach& Jackson이 제시한 소진의 구성요소로서

설명하 다.즉,소진의 진행순서가 ‘정서고갈 -> 비인격화 -> 개인

성취감 감소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기도 하 고(Bakker,Demerouti,&

Schaufeli,2002;Cordes& Dougherty,1993;Leither& Maslach,1988),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감소 ->정서고갈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

기도 하 다(Golembiewskietal.,1986).다른 에서 Edelwich &

Brodsky(1980)는 소진과정을 소진의 구성요소가 아닌 직무상황과 연계

한 심리 상황으로 네 단계의 진행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첫째,열성

인 단계로 자신의 일에 정열 으로 행동한다.둘째,침체단계로 근무는

유지하나 직무에 한 흥미를 상실하고 여,근무시간 등의 개인 인

욕구충족만을 희망한다.셋째,좌 단계로서 자신의 업무능력과 일의 가

치성에 의문을 갖게 되어 업무에 해 불평이 생긴다.이 단계에서는 두

통 등의 신체 증상과 흡연,음주,약물복용 등의 행동변화,정서불안의

행동을 보인다.넷째,무 심 단계로서 좌 에 한 자기방어를 해서

냉담해지고 직무에 해서는 최소한의 에 지와 시간을 소모하며 도 을

회피한다.

소진의 결과는 개인차원과 인 계 차원,행동ㆍ직무태도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개인차원의 경우,소진은 정서 으로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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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감소,의기소침,무기력감,불안,우울,공격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신체 으로는 피로,불면증,두통 등을 겪었다(Kahill,1988).Lee

& Ashforth(1990)는 정서 고갈은 심리 긴장ㆍ무기력감과 연 성이

깊음을 밝혔고,Burke& Deszca(1986)는 경찰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식욕부진,두통,흉부압박 등의 신체 인 발병이 소진과 연 성이 높았으

며,커피와 담배 그리고 알코올은 소진의 단계를 진척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인 계 차원의 경우,소진을 경험한 개인에게서 높은 직무 외 인

갈등이 발견되었고,소진을 경험한 개인은 동료 조직 외부사람과 보

내는 시간을 이거나 휴식시간을 최 한 늘려서 의 시간을 의도

으로 다(Burke& Deszca,1986;Maslach& Jackson,1985).

행동ㆍ직무태도 차원에 있어서 소진은 결근율과 이직의도를 높 고,

고객에 한 불만족을 강화시켰으며,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하시켰다

(DeCroonetal.,2004;Katariinaetal.,2004;Sharmaetal.,2008;

Stordeuretal.,2001).

라.군 조직에서의 소진 련연구

군 조직에서의 소진 련연구는 소진을 변인으로 하여 타 변인들과의

직․간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다수 고,외국의 경우,군내 성별과

타 집단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하기도 하 다.국내 연구를 살펴보면,장문

호(2010)는 함정과 항공부 소속의 장병들을 상으로 소진의 선행요인

들을 업무과부하,역할갈등,역할모호성,감정 요구로 하여 소진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보았다.그 결과,선행요인 모두 소진에 유의미한 정(+)

인 향을 미쳤다.한편,소진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선행요인과 안 행

동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업무과부하를 제외한 세 가지의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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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원상석(2008)은 육군 간부들을 상으로

상 의 분노 표 방식(표출,억제,조 )이 소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

았다.연구 결과,상 의 분노 표출․분노 억제와 소진과의 계는 정(+)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분노 조 은 소진과 부(-) 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나서 상 의 분노표출의 방법에 따라 소진에 미치는 향이 달라

질 수 있음을 확인하 다.김용안(2005)은 사병들을 상으로 감성지수

와 소진과의 계를 연구하 는데,그 결과 감성지수와 소진과는 강한

부(-) 인 상 계를 보 다.권상조(2011)는 육군 부사 들을 상으로

소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를 하 는데,직무모호성이 높을

수록 소진이 증가하 고,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소진이 감소함을 밝혔

다.

외국의 경우,Chambel& Oliveira-Cruz(2010)는 평화유지군을 상으

로 심리 계약 반이 소진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종단연구하 는

데,임무수행 에는 심리 계약 반이 소진을 증가시켰고 조직몰입을

감소시켰으나,임무종료 시에는 심리 계약 반이 소진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고 조직몰입에는 여 히 유의미하게 부(-) 인 향

을 미쳤다.한편,군내 성별과 타 집단과의 비교연구에서,Leiter,Clark

& Durup(1994)는 캐나다 여군과 남군 사이에 나타나는 소진과 조직몰입

의 차이를 연구하 다.그 결과,소진의 구성요소 감정고갈에서 여군

이 남군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조직몰입은 두 집단 간 유의미

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Brokke(1993)는 육군 인사장교집단과 다른

집단(육군 인사과 군무원,교사,사회 서비스직,의료진)과의 소진 정도를

비교한 결과,육군 인사장교집단이 타 집단과 비슷하거나 일부 소진의

구성요소에서는 높게 나타났다.한편,육군 인사장교집단 내에서는 계

이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낮았다.한편,Bales(2008)는 이라크 에 참

하고 있는 참모장교들이 장에서 겪고 있는 소진의 원인을 질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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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구체 으로 제시하 다.그는 소진의 원인을 참모장교에게 제

공되는 수많은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과다한 회의 비,창조 사고

가 발휘될 수 없는 권태로운 계획수립단계,정신 ․육체 인 피로를 해

결할 수 있는 여유의 부족 등을 들었다.이를 해결하기 해서 그는 지

휘 이 소진을 겪고 있는 참모장교들을 확인하고,운동,휴가,여가활동

보장,보직이동 등의 극 인 개입을 해야 함을 제시하 다.

5.조직몰입

가.조직몰입의 개념

조직몰입에 한 연구는 조직구성원과 조직 간의 연결,그리고 조직구

성원이 조직에 투 하는 충성심이라는 근본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조직몰입은 구성원이 조직에 해 동일시,몰입,일체감,애착심을 나타

내는 것으로서,Mowday,Steer& Porter(1979)는 조직몰입을 세 가지

차원으로 보았다.첫째,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한 강한 신뢰 애착,

둘째,조직을 해 상당한 노력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헌신과 충성의사의

표시,셋째,조직원으로서 남아있으려는 강한 욕구이다.

Meyer& Allen(1983)은 Mowday,Steer& Porter(1979)의 개념을 보

다 세분화하여 조직몰입 유형을 애정 몰입,계속 몰입,규범 몰입

세 가지로 유형화하 다.애정 몰입(affectivecommitment)은 직원들이

조직에 하여 감정 으로 동일시하고 련시키고자 하는 몰입으로 조직

목표에 한 일체화에 의하여 개인이 조직에 계속 남아 있으려는 것이

다.계속 몰입(continuancecommitment)은 개인이 조직에 투자하여 얻

은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즉,조직에 남아

있음으로써 얻는 이득이 조직을 벗어남으로써 얻는 이득보다 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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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Brown(1969)

조직몰입이 특별한 측 잠재력이 있어서 성과,직무

동기,조직에 한 공헌 등의 조직성과 변수의 측을

가능하게 하므로,동기유발 요인들의 차별 인 합성

을 제시하는 것

Hrebiniak&

Alluto(1972)

투자의 변화와 개인과 조직사이에 거래 성과로 생성되

는 구조 상

Buchanan(19

74)

수단 가치와는 상 없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이와

련된 자기의 역할,그리고 조직에 한 정서 애착

에 조직구성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이다.규범 몰입

(normativecommitment)은 조직에 남아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는 도덕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몰입을 뜻한다.그러나 Meyer &

Allen(1983)이 제시하는 조직몰입에 하여 비 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

데,Jarosetal.(1993)은 규범 몰입에 한 실증 연구가 부족하고,개

념의 타당성검증에 있어서도 일 성이 미흡하다는 문제 을 제시하 고,

Becker(1992)는 계속 몰입은 조직몰입으로서 간주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 하 다.

군 내에서 의무복무자인 단기 부사 과 수병의 경우 계속 몰입을

조직몰입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단한다.왜냐하면 의무복무

자는 자발 인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의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떠남으로써 얻는 이익을 과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Mowday,Steer& Porter(1979)가 제시하는 조직몰입의 개념을

사용하 다.

이 외의 조직몰입에 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 특성은 〈표 Ⅱ-5〉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Ⅱ-5〉 조직몰입의 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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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Steers,

Mowday&

Porter(1979)

조직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성향,조직의 목표와 가치

을 수용하려는 동일시,조직을 해 고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몰입

Weiner(1982)
조직목 조직의 성과 달성에 부합되는 행동을 취

하려는 조직원의 내재화된 규범 압력

Shore&

Wayne(1993)

조직원의 노력에 한 보상을 기 하는 계산된 측면,

개인의 가치 이 조직의 목 ,정책 업무와의 일치

감을 느끼는 도덕 측면,즉 목표 가치의 일 성,

재의 조직에 남기를 희망하는 다른 조직으로 이탈하

지 않으려는 기 감

출처 :송 선(2008)조직문화 유형과 학습조직 수 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향. 앙 학교 박사학 논문.p.57.

이와 같이 조직몰입에 한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체로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

인 유 감과 개인의 심리상태를 반 하는 포 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조직몰입은 개념 으로 세 가지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데 첫째는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한 강한 신념,그리고 수용성 즉,조직목표나 가

치에 한 개인의 신념이나 수용성이 내재화되는 것을 말하고,둘째는

조직을 신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꺼이 하려는 것,다시 말하면 조직을

신해 행동하려는 행동의지를 뜻한다.마지막으로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강한 바람,즉 조직 멤버십을 유지하려는 욕구를 의미한다.

일반 으로 조직몰입의 개념은 조직구성원으로 계속 남는 것,혹은 남고

싶지 않은 것과 련된 개념이다(차윤석,1995).

한편,조직몰입은 결근율,이직률,동료와의 계 등을 결정하는 변인

으로서 의미가 있고,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와 조직 시민의식 등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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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그리고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창조성과 개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송 선,2008;신유근,1985;Katz,

1978;Shore& Wayne,1993;Wallace,1995;Wood& Albanese,1995).

나.군 조직에서의 조직몰입 련연구

군 조직에서의 조직몰입에 한 연구는 조직몰입을 종속변인으로 하

고,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계연구가 부분이었다.그

리고 조직몰입에 향을 주는 변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된 변인은 리더십이었다.이정진(2006)은 육군 교육부 소속 소

장의 변 리더십이 부하의 조직유효성(조직몰입,조직시민행동)에 미

치는 향을 연구한 결과 유의미한 정(+) 인 계임을 규명하 고,신

뢰의 매개효과와 성숙도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황윤택(2005)은 육군

조직을 상으로 변 ․거래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연

구한 결과,변 ․거래 리더십 모두 조직몰입에 정 인 효과를 주

었는데,변 리더십은 애정 몰입에 유의미한 정(+) 인 향을 주

었고,거래 리더십은 계속 ․규범 인 몰입에 유의미한 정(+) 인

향을 주었다.한편 변 리더십과 조직몰입 간에 부정 감정성향의

조 효과를 확인한 결과,규범 몰입에서만 작용하 다.김삼 (2003)

역시 리더십 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는데,변 리

더십과 구조주도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쳤고,조직

몰입이 조직시민행동에 정(+) 인 향을 주었다.한편,양주연(2008)은

간호장교들을 상으로 임 워먼트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여 정 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외국의 경우,Heffner& Gade(2003)는 미 육ㆍ해ㆍ공군 간부들을 상

으로 특수작 에 한 만족감이 애정 몰입(특수작 시,일반 군 복무

시)에 미치는 향과 애정 몰입이 경력의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결과,모두 정 인 향을 미쳤다.한편,조직몰입을 선행변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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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 다.Karrasch(2003)는 미 육군조직을 상으

로 하여 조직몰입이 리더십 평가에 유의미한 정(+) 인 향을 미침을

밝혔고,정서 ㆍ계속 ㆍ규범 몰입은 성별,인종,군 특기에 따라 차

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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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모형

본 장에서는 9개의 변인 간 계를 실증 ㆍ이론 근거를 통하여 제

시하 다.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8개의 연구가설을 도출하 고,연구모

형을 설계하 다.

1.변인 간의 계

기존연구에서 밝힌 변인 간의 계는 해군함정ㆍ조직을 상으로 한

연구물을 우선 으로 제시하 고,해외를 포함한 기타 군 조직을 그 다

음으로 제시하 다.그리고 기존의 군 련연구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군 이외의 조직을 상으로 한 연구물을 제시하 다.

가.변 리더행동과 부하의 조직몰입 간의 계

해군조직을 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임병환(2001)은 해군고속정

장병 292명을 상으로 고속정 정장의 변 리더행동과 거래 리더십

이 부하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그 결과,

변 리더행동은 조직몰입(=.570,p<.000)과 직무만족(=.334,p<.001)

에 정 인 향을 미쳤으나,거래 리더십은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이형원(2003)은 해군장병 276명을 상으로 변 리더행동과

조직몰입간의 계를 살펴본 결과,카리스마(=.294,p<.001)와 개별

배려(=.223,p<.001)는 유의미한 향을 미쳤지만,지 자극(=.051,

p=.283)은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함원용(2010)

은 함정근무자 230명을 상으로 변 리더십교육의 효과성과 그로인

한 장병들의 조직몰입과의 정 인 계를 실험연구를 통하여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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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타군을 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김삼 (2003)은 육군 보병

소속 간부 199명을 상으로 리더십 유형별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그 결과,변 리더행동이 조직몰입에 가장 큰

향을 미쳤고(=.543,p<.001),그 다음이 구조주도 리더십(=.191,

p<.05)이었으며,거래 리더십과 수퍼리더십은 유의미한 향이 나타나

지 않았다.한편,황윤택(2005)의 경우 육군 부 소속간부 174명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에 거래 리더십(=.286,p<.001)이

변 리더행동(=.236,p<.05)보다 근소한 차이로 더 큰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서 기존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하 다.

부분의 기존연구는 변 리더행동이 부하의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변 리더행동과 부하의 임 워먼트 간의 계

리더십이 주는 가장 요한 효과는 임 워먼트이며,임 워먼트에 가

장 하게 향을 미치는 리더십 유형은 변 리더십이다(Bennis&

Nanus,1985;Yukl,1998).

주윤수(2006)는 육․해․공군 장교 195명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변

리더행동이 임 워먼트에 정(+) 인 향을 주었다(=.495,

p<.001).최 록(2003)은 육군 보병 소속 간부 150명을 상으로 변

리더행동이 부하의 임 워먼트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그 결

과,변 리더행동은 임 워먼트에 정 인 향을 미쳤다(=.492,

p<.05).특히,변 리더행동은 임 워먼트의 구성요소 향력(.466)

에 가장 큰 향을 주었고,의미성(.332),자기결정성(.328),역량(.242)순

이었다.김진웅(2004)은 육군 이하 간부 258명을 상으로 개인

특성,직무특성,조직문화,상 의 리더십 유형이 간부 자신의 임 워먼

트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그 결과,개인특성(성취욕구,통제 치)

이 임 워먼트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고,그 다음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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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행동(=.477,p<.01)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기존연구는 변 리더행동이 부하의 임 워먼트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 리더행동과 부하의 소진 간의 계

군 조직에서 소진에 한 심은 부족한 편이어서 군 리더십과 소진간

의 계를 규명한 연구물은 발견하지 못하 다.다만,변 리더십과

직무스트 스 간의 향 계를 규명한 연구물이 있었다.장 호(2005)는

육군 장교ㆍ부사 ㆍ군무원 192명을 상으로 변 리더십 행동이 직

무특성과 직무스트 스 사이에서 나타내는 조 효과를 살펴보았다.연구

결과,변 리더행동 카리스마(R2변화량=.012,p<0.1)와 개별 배

려(R2변화량=.032,p<0.05)가 직무특성(피드백)과 직무스트 스 사이에서

조 효과를 나타냈고,지 자극은 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곽

용선(2009)은 육군 장교 266명을 상으로 상 의 변 리더행동이 부

하장교의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본 결과,변 리더행동

(개별 배려)이 직무스트 스에 부(-) 인 향을 미쳤다(=-.238,

p<.05).

직무스트 스는 소진과 정(+) 인 상 계가 있음을 밝힌 실증 인

연구(신강 ,2003;Lee& Ashforth,1996;Schaufeli& Bakker,2004)가

있기 때문에 변 리더행동이 소진에 부(-)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군 조직 이외의 조직을 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간호사를 연구

상으로 한 고은미(2010)의 연구에서는 변 리더행동이 소진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Zopiatis& Constanti(2010)역시 호텔 종업원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변 리더십과 소진의 구성요인과의 계를

살펴보았다.그 결과,변 리더행동은 소진의 ‘성취감’과는 정(+) 인

계가 있었고,‘정서고갈’과 ‘비인격화’와는 부(-) 인 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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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 리더행동이 소진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물과 다른 결과를

보이는 연구물 역시 존재하 다.최가 과 조임 (1999)은 호텔 종업원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변 리더행동이 종업원들의 소진을 감소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변 리더행동의 구성요소인 카리스마는 오

히려 소진을 증가시켰다.Seltzeretal.(1989)은 MBA과정의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변 리더행동 동기부여는 소진을 감소시켰으

나,지 자극은 소진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부분의 연구에서는 변 리더행동이 부하의 소진을 감소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일부 연구에서는 변 리더행동의 구체 인 행동이

소진을 증가시키기도 하 다.이는 조직문화의 특성과 조직 내 구성원의

특성에서 비롯된 차이로 단된다.

라.인재육성행동과 부하의 조직몰입 간의 계

본 연구에서의 인재육성행동에 해당하는 연구는 군 조직을 상으로

했을 때,멘토링과 조직몰입 사이의 계를 논한 연구들이 부분이었다.

유낙 (2008)은 해병 장병 154명을 상으로 멘토링의 구성요소인 경

력 련 기능,심리사회 기능,역할모형 기능의 세 가지 요소가 부하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그 결과 경력 련 기능(=.691,

p<.001), 심리사회 기능(=.231, p<.001), 역할모형 기능(=.258,

p<.001)모두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주었다.남기호(2009)는 공군

투기 조정 유경험자 147명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멘토링의 기능인

경력형성 기능,심리사회 기능과 조직몰입 사이의 상 계수는 각각

.379,.289(모두 p<.01)로 유의미한 정(+) 상 계를 보 다.한편,김

진호(2008)는 부사 의 경력개발을 한 멘토링 제도와 부사 보직 활

용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만족도 향상과 조직몰

입,조직활성화에 정 으로 작용하고,우수한 부사 의 양성과 하부구

조 강화, 투력 향상을 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60-

군 조직 이외의 조직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성문주(2010)

는 제조업종 기업 직원 317명을 상으로 상사의 인재육성행동과 보상

공정성 행동이 직원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그 결과

인재육성행동(=.335,p<.001)이 보상공정성 행동(=.275,p<.001)보다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력이 컸다.박선 (2009)은 일반기업 직장인 203

명을 상으로,리더의 코칭행동이 부하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연

구하 다.그는 코칭행동을 부하의 재능과 역량,기술향상을 목 으로 하

는 개발코칭 행동과 부하와의 신뢰구축을 통한 직무성과향상을 목 으로

하는 계코칭 행동으로 나 었는데,그 결과, 계코칭 행동은 조직몰입

에 유의미하지 않은 향을 미친 반면,개발코칭 행동은 조직몰입에

정 인 향(=.343,p<.05)을 미쳤다.Colarelli& Bishop(1990)은 미

MBA 과정에 있는 341명을 상으로 멘토링과 다른 변인들 간의 계연

구에서,멘토링과 경력몰입(r=.15, p<.01),멘토링과 조직몰입(r=.32,

p<.01)과의 상 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한편,2008년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일하고 싶은 기업의 근무조건’에 해 직장인 1,253명을

상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직원의 역량과 경력개발 지원’을 꼽은

응답이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희구,2011).

부분의 기존연구는 멘토링과 코칭이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멘토링,코칭,교육훈련지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인재육성행동 역시 부하의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

로 단한다.

마.인재육성행동과 부하의 임 워먼트 간의 계

리더의 인재육성행동은 부하들에게 인간의 자기실 성향을 일깨워

으로써 부하의 임 워먼트를 높일 수 있다.즉,인간은 학습이 자기실

을 돕고 근본 으로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

는 인식,일을 통해 성장ㆍ성숙하려는 성향,조직의 목표성취에 능동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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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담하고 직무수행을 통해 자아실 의 보람을 찾으려는 성향,조직이

원하는 직무수행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고 직무수행동기를 스스로 유발시

키려는 성향(오석홍,2009;Swanson& Holton,2009)등이 있으며,리더

의 인재육성행동은 부하에게 이러한 을 자각시켜 으로서 부하의 임

워먼트를 높일 수 있다.

코칭은 부하의 잠재능력과 직무성과를 최 화하기 한 리형식 혹은

리도구이다.Whitmore(2002,김 순 역,2007)는 부하가 Maslow의 욕

구단계 4,5단계인 자기존 욕구와 자아실 욕구를 달성하기 해서

는 진정한 권한과 능력발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다.그리고

상 의 코칭이 그러한 부하의 욕구충족을 한 가능성을 열어주고,동기

를 유발한다고 주장하 다.

군에서의 교육훈련은 투력의 향상 효율 인 자원 리를 한 인

자원의 계발에 그 목 이 있다.이를 해 군은 교육훈련의 을 조

직구성원으로 하여 재의 능력을 보다 더 발 시키고 군이 필요로 하

는 추가능력,즉 새로운 능력을 계발하여 군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구성원의 자아실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군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데 두고 있다(최병욱,2000).장병의 자기계발을 한

교육훈련 로그램 참가는 군의 기본임무인 고도의 투 비태세를 기본

제로 한 가운데,여유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해 장병들

의 군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발 인 참여를 통해 군 조직을 활성화함

으로써 투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임용구,2007).리더가 교육훈

련에 한 심을 가지고 극 으로 부하에게 참여와 계기를 마련해 주

는 행동은 부하에게 역량향상과 함께 조직에서 자아효능감을 높이고 동

기부여의 기회를 수 있다.

군 조직 이외의 조직을 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살펴보면,이병숙 외

(2010)는 간호사를 상으로 멘토링 로그램이 간호사의 임 워먼트에

미치는 향을 실험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실험군과 조군으로 나

어서 최 ,그리고 3개월 간격으로 2회 총 3회의 실험결과,실험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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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 보다 유의미한 차이(p<.001)로 임 워먼트가 높았으며,집단과

측정시기에도 유의미한 상호작용(p=.010)을 보여 멘토링 로그램을

용한 실험군이 용하지 않은 조군보다 임 워먼트가 높았다.김용우

(2010)는 코칭 로그램을 수강한 231명을 상으로 리더의 코칭행동이

부하의 임 워먼트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는데,그 결과

임 워먼트(=.522,p<.001),조직몰입(=.418,p<.001)모두에게 정

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봤을 때,인재육성행동은 부하의 임 워먼트에 정 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상된다.

바.인재육성행동과 부하의 소진 간의 계

소진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는 처방 인 측면에서 다양하

게 이루어졌다.Cherniss(1990)는 멘토링 시스템이 리더와 부하간의 방

향 커뮤니 이션을 통하여 갈등을 리하고,의사결정 과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제시하는 등 리더의 인재육성행동이 소진감소에 정

인 향을 수 있음을 시사하 다.

Baker,Hocevar& Johnson(2003)은 미 해사생도 568명을 상으로 멘

토링에 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응답자의 43%가 멘토링의 경험이 있

고,멘토링의 유경험자가 그 지 않은 생도보다 멘토링의 요성에 한

생각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한편,멘토링은 ‘개인 성장’을 지원

하는 요소인 감정 지지(=.36,p<.01),자아효능감(=.35,p<.01),윤

리․가치정립(=.38,p<.01)에 정 인 향을 미쳤다.O'Mailia(2010)는

미공군 생도 3,4학년 325명을 상으로 멘토링이 생도들의 ‘직업 성

장’과 ‘개인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다.그 결과,멘토링은 직

업 성장 군 경력에 미치는 효과가 정 으로 나타났고(=.51,

p<.01),개인 성장 에는 멘토링이 감정 지지(=.31,p<.001)와 자

아효능감(=.13, p<.05)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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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chter(2003)는 미 육군 인사장교 9명을 상으로 인터뷰와 질문지를

통하여 멘토링이 부하의 정신 안정에 효과 임을 확인하 다.소진의

상이 정서 고갈과 개인 성취감 감소 등임을 감안할 때,멘토링이

소진 감소에 정 인 향을 것으로 상된다.

군 조직 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김은희(2011)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398명을 상으로 교육훈련(훈련기회,훈련 로그램 보편화,

참 기회, 문지식 등)이 소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교육훈련

이 소진에 부(-)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51,p<.05).김

진수(2006)는 호텔종업원 고객 이 많은 직원 441명을 상으로 멘

토링이 직무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는데,그 결과 멘토링은

직무스트 스의 구성요소인 역할갈등(=-.335,p<.001)과 역할모호성(

=-.280,p<.001)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 다.

기존 연구결과는 멘토링이 부하의 정서 지원을 하고,교육훈련지원

이 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봤을 때,인재육성행동은

부하의 소진 감소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사.부하의 임 워먼트와 소진간의 계

임 워먼트는 소진완화작용에 도움을 주는 비교 최근에 등장한 변인

으로서(Lee& Koh,2001),동기부여 차원에서 부하는 담당한 직무에

의사결정권을 갖고 자아효능감과 내 통제감을 높이며,이를 통하여 무

력감(powerless)과 스트 스를 해소한다(정정길 외,2003;Conger&

Kanungo,1988).

군 조직을 상으로 한 연구로서,권상조(2011)는 육군 부사 342명을

상으로 자아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자기통제와

자신감이 소진감소에 정 인 향(각각 =-.168,p<.001, =-.351,

p<.001)을 미침을 밝혔다.

군 조직 이외의 조직을 상으로 한 연구로서,조직특성이 계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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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험군에 속하는 조직인 소방 를 연구한 추성주(2011)는 임 워먼트

가 직무스트 스에 부(-) 인 향을 미침을 밝혔다(=-.13,p<.001).김

정미(2009)는 여교사 187명을 상으로 임 워먼트와 소진과의 계를

연구하 는데,그 결과 임 워먼트가 소진에 부(-) 인 향(=-.375,

p<.001)을 미쳤다.특히,임 워먼트는 소진의 구성요소 성취감 하

(=-.531,p<.001)에 가장 큰 효과를 주었다.손해경(2011)은 호텔직원

167명을 상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임 워먼트( 향력/역량)가 소진(정

서고갈)에 부(-) 인 향(=-.260,p<.05)을,임 워먼트(의미)가 소진

(정서고갈,성취감 하,비인격화)에 부(-) 인 향(각각 =-.337,

-.281,-.303,모두 p<.05)을 미쳤다.Jacek(2007)은 일반병원과 건강센터

에 근무하는 간호사 1,356명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직무요구가 높아질

수록 소진(정서고갈)이 증가하는 계에서 임 워먼트가 유의미한 조

효과를 보 다.

한편,소진은 동기부여를 상실 하고,자아효능감을 감소시킨다고 주

장하는 일부학자들이 존재하지만(Shaufeli& Buunk,2003), 부분의 기

존연구는 임 워먼트가 소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부하의 임 워먼트와 조직몰입간의 계

임 워된 부하는 업무처리의 주도성을 확보하고,직무에 한 집 력

과 탄력성이 증 되며,이를 통해 부하는 조직몰입이 가능해 진다.그리

고 조직몰입이 된 부하들로 구성된 조직은 자연스럽게 성과향상으로 이

어진다(박혜진,최애경,2009;Thomas& Velthouse,1990).

군 조직을 상으로 한 연구로서,이기 (2005)은 해군장교 312명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임 워먼트의 구성요소인 가치성(=.544,p<.001)과

자율성(=.095,p<.05)이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육해공군 장교 504명을 상으로 한 김 춘(2008)의 연구 역시 임

워먼트가 조직몰입에 정 인 효과(=.799,p<.001)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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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워먼트가 직무만족,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군 조

직 이외에도 간호사,비서,교사,공무원,서비스직 등 다양한 직업군을

상으로 이루어졌고(강경석,2009;박혜진,최애경,2009;염 희,2006;

임주 ,1999),군 조직을 상으로 한 연구와 동일하게 임 워먼트가 조

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부하의 소진과 조직몰입간의 계

소진은 직업 으로 결근과 이직의도,직무성과 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 인 문제를 야기하고 직무의 효과성과 생산성을 낮추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직무몰입을 감소시키는 부정 인 결과를 야기시킨다(Maslach

& Schaufeli,1993).

군 조직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진과 조직몰입간의 계를 밝힌 연

구물은 발견하지 못하 으나,곽용선(2009)은 육군 장교 266명을 상으

로 리더십 유형이 직무스트 스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연

구에서 직무스트 스와 조직몰입 간의 상 계가 유의미하게 부(-) 으

로 나타났다(r=-.336,p<.001).한편 공무원 조직이면서 고 스트 스 직

업군인 소방공무원을 상으로 한 이상구(2007)의 연구 역시 직무스트

스가 조직몰입에 부정 인 향(=-.08,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외에 다양한 직업군에서 소진과 조직몰입간의 계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교사,간호사,사회복지사,기업체 사원 등은 소진이 조직

몰입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환,2009;이정은,

조 은,2008;이지혜,2010;최 연,2011).

부분의 기존연구는 소진이 조직몰입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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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 간 계를 검증한 기존연구를 검토해 봤을

때,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은 부하의 조직몰입과 임 워먼트에

정 인 향을 미쳤고,소진에는 부정 인 향을 미쳤다.그리고 임

워먼트는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소진에는 부정 인 향을 미쳤

다.한편 소진은 조직몰입에 부정 인 향을 미쳤다.

기존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들에 해서 다루어지지 않았다.첫째,

하나의 개념으로서의 인재육성행동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멘토링,코칭,교육훈련지원이 각각 조직몰입과 임 워먼트,소진에 미치

는 향 계를 살펴보았다.둘째,리더의 행동과 부하의 조직몰입 간에

매개변인을 부하의 부정 심리 혹은 정 심리 하나만을 선정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리더행동이 부하의 심리에 미치는 향을 구체 으로

검증하지 못하 다.셋째,기존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변인 간 계를 다양한 조직을 통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해군

함정 맥락에서의 연구는 부족하 다.해군함정은 군 조직의 특성을 지니

면서도 동시에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

따라서 군 조직을 상으로 한 기존 연구결과를 그 로 해군함정에 용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재육성행동을 멘토링,코칭,교육훈련지원을 포

함한 개념으로서 변 리더행동과 구분하여 정의하 다.그 다음,해군

함정 맥락에서 간간부의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이 다른 변인

들에게 미치는 향에 있어서,다양한 조직을 상으로 한 기존연구들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 다.그리고 변 리더행동ㆍ인재육

성행동과 부하의 조직몰입 간에 부하의 임 워먼트와 소진을 매개변인으

로 선정하여,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한 어떤 종류의 매개효과가 나타

나는지 검증하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18개의 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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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계

가설 1:변 리더행동은 조직몰입에 직 으로 유의미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인재육성행동은 조직몰입에 직 으로 유의미한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나.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계

가설 3:변 리더행동은 임 워먼트에 직 으로 유의미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변 리더행동은 소진에 직 으로 유의미한 부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5:인재육성행동은 임 워먼트에 직 으로 유의미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인재육성행동은 소진에 직 으로 유의미한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다.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계

가설 7:임 워먼트는 조직몰입에 직 으로 유의미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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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8:소진은 조직몰입에 직 으로 유의미한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라.매개변인 간의 계

가설 9:임 워먼트는 소진에 직 으로 유의미한 부정 인 향을 미

칠 것이다.

마.매개효과

가설 10:임 워먼트는 변 리더행동과 조직몰입 간에 매개효과가 있

을 것이다.

가설 11:임 워먼트는 인재육성행동과 조직몰입 간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임 워먼트는 변 리더행동과 소진 간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임 워먼트는 인재육성행동과 소진 간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임 워먼트와 소진은 변 리더행동과 조직몰입 간에 이 매

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임 워먼트와 소진은 인재육성행동과 조직몰입 간에 이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6.소진은 변 리더행동과 조직몰입 간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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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7.소진은 인재육성행동과 조직몰입 간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8:소진은 임 워먼트와 조직몰입 간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연구모형 설계

본 연구는 간간부의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을 독립변인으

로,부하의 지각된 조직몰입을 종속변인으로 선정하 다.그리고 부하의

지각된 임 워먼트와 소진을 매개변인으로 하 다.

본 연구의 이론 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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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방법

1.연구 차

본 연구의 목 은 해군함정에서 간간부의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

성행동이 부하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임 워먼트 소

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이를 해 다음과 같은 차를 따라

연구를 진행하 다.

첫째,리더십 이론과 소진,임 워먼트,조직몰입에 한 국․내외 문

헌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측정도구를 선정하 다.

측정도구에 한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해 박사 2명과 항해직군

실무장교 3명(소령)이 측정도구를 검토하 다.이 과정에서 군 조직상황

의 맥락에서 측정문항이 기술되도록 수정 추가되었고,변 리더행

동과 인재육성행동 본 연구의 용어개념에서 벗어난 내용의 측정문항

과 군 조직상황에 부합되지 않은 측정문항은 제거되었다.

측정문항의 수정은 문장 해군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의 변환이었다.

즉,‘직속상 ’,‘부서/분 /직별’,‘원’,‘함정생활’,‘역 후 사회생활’등

해군용어로 변환하 다.추가된 문항은 임 워먼트의 구성요소 향

력에서 ‘부서의 회의에서 나의 의견은 요하게 다루어진다’문항이 추가

되었다.한편 제거된 문항은 인재육성행동의 구성요소 코칭에서는 ‘나

의 장은 업무수행 시 내가 기존의 을 벗어나 창의 인 시각을 갖

는 것을 독려한다’,‘나의 장은 업무수행 시 내가 보다 큰 에서 사

안을 볼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나의 시각을 확 한다’,‘나의 장은 업

무수행 시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제거해

다’고,인재육성행동의 구성요소 교육훈련지원에서는 ‘나의 장은

원 개개인의 업무수행 수 을 고려하여 교육이 필요한 직원에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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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로그램을 추천한다’다.변 리더행동 개별 배려에서는

‘나의 부서장은 나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있어 도움을 다’ 다.

둘째,본 검사 실시 함정근무자 97명을 상으로 비검사를 실시

하여 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문항에 한 내 일 성을 확인하기 하여

신뢰도 검증(Cronbach'salpha)을 하 다.본 검사는 1․2․3함 사령부

소속 함정을 방문하여 획득한 설문지 421부를 사용하 고,측정문항의

내 일 성을 확인하기 하여 신뢰도 검증(Cronbach'salpha)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입증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결과분석은 변인의 정규성 검토,변인 간의 상 계,다 공선

성 검증을 거친 후,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확정하 다.

이때 모형 간의 경쟁을 통하여 최종연구모형을 도출하 고,모형의 경로

계수 직 효과 분석,그리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하여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 다.

2.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모형의 합성을 평가하고,변인 간에 향을 미치는

직 효과와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분석방법으로 구조

방정식 모형을 주로 사용하 다.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오차를 고려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측정변인으로 구성된 요인들 간의 계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한 방법으로 권장된다(이기

․김 숙,2006).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크게 기 통계분석과 가설검증을 한 통계분석

으로 이루어졌다.

첫째,가설검증을 한 분석에 앞서 기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우선,

연구 상자의 계 ,승조기간,군 복무기간 등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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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방법

기 통계분석

인구통계학 분포
빈도분석,ANOVA,독립

표본 t-검정

신뢰성 검증 Cronbach'salpha

타당성 분석 확인 요인분석

빈도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그리고 각 변인들을 구성하는 측정문항

의 내 일 성을 신뢰도 분석으로써 검증하 다.측정문항이 잠재변인의

구인들을 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한 구인타당도는 확인

요인분석을 통하여 실시하 고,이 과정에서 구인타당도를 해하는 문

항들을 제거하 다.이 과정을 통하여 정제된 주요 변인들에 한 평균,

최 값,최소값 등의 기술통계량을 산출 간부와 수병 간의 독립표본

t-검정을 하 고,소진에 한 인구통계학 분석(ANOVA,독립표본 t-

검정)을 하 다.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해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 고,변인간의 내 상 계가 무 높을 경우 추정치가 불안정

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한 변인 간 상 계 분석과 다 공선성을 검

증하 다.

둘째,가설 검증을 한 분석을 실시하 다.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연구모형에서의 변인 간 경로계수와 표 오차를 확인하 고,다 상 자

승을 통하여 변인의 설명력 정도를 살펴보고,낮은 수치는 제거하는 작

업을 하 다. 한 가장 우수한 연구모형을 도출하기 하여 경쟁 연구

모형 간의 모형 합도 지수를 비교하 다 (〈표 Ⅳ-1〉).통계는 AMOS

18.0과 SPSS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표 Ⅳ-1〉자료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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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통계량 분석
기술통계, 정규성 검증,

다 공선성,상 분석

가설 검증 가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3.연구 상

본 연구 상은 함정근무자 부서장 이상을 제외한 장병이었다.

1/2 함은 이하 장교와 부사 ,수병이고,3 함은 이하의 장

교,부사 ,수병이 상자 다.설문조사를 한 함정방문은 해군조직

내에 있는 세 개의 함 사령부에서 이루어졌다.1함 사령부는 2 함 1

척,2함 사령부는 1 함 1척,2 함 1척,4개 편 ,3함 사령부는 2 함

1척으로 총 4척의 1/2 함과 13척의 고속정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함정들은 모두 출동을 한 기태세에 있는 함정으로

선택하 다.이는 수리함정의 경우,함정근무자들이 함정의 본래 임무에

서 이격되어 있어서 출동 시와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가. 비검사 상

비검사는 인천해역방어사령부 하의 고속정 4척을 상으로 총 110

명을 상으로 표집하 으며,107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응답률은 97%

다.이 가운데 불성실 응답자 10명을 제외한 97명의 설문결과를 이용하

여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하 다. 비검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은 〈표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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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인원(명) 비율(%)

계

장교 소 - 6 6.2

부사 하사-원사 35 36.1

수병 이병-병장 56 57.7

소계 97 100

연령

만20-25세 72 74.2

만26-30세 14 14.4

만31-35세 7 7.3

만36-40세 3 3.1

만41-45세 ․ ․

만46세 이상 1 1.0

소계 97 100

본함 승조기간

6개월 미만 35 36.1

6개월 이상-1년 미만 32 33.0

1년 이상-2년 미만 25 25.8

2년 이상 5 5.1

소계 97 100

직속상 과의

근무기간

6개월 미만 44 45.4

6개월 이상-1년 미만 37 38.1

1년 이상-2년 미만 16 16.5

2년 이상 ․ ․

〈표 Ⅳ-2〉 비검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

(표집수=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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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97 100

군복무 기간

1년 미만 40 41.2

1년 이상-2년 미만 26 26.8

2년 이상-5년 미만 8 8.2

5년 이상-10년 미만 9 9.3

10년 이상-15년 미만 10 10.3

15년 이상 4 4.2

소계 97 100

복무구분

장기 24 24.7

복무연장 7 7.2

단기 66 68.1

소계 97 100

군 경력 지속

의향

35 36.1

아니오 62 63.9

소계 97 100

최종학력

고졸 26 26.8

재 57 58.8

졸 14 14.4

학원 재학/졸업 ㆍ ㆍ

소계 97 100

결혼여부 기혼 15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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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82 84.5

소계 97 100

비검사 상자의 계 은 장교( 이하)6명(6.2%),부사 35명

(36.1%),수병 56명(57.7%)으로 수병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 다.연령은

20-25세 72명(74.2%),26-30세 14명(14.4%),31-35세 7명(7.3%),36-40세

3명(3.1%),46세 이상 1명(1.0%)이었다.본함 승조기간은 6개월 미만 35

명(36.1%)이 가장 많았고,6개월-1년 미만 32명(33.0%),1년-2년 미만 25

명(25.8%),2년 이상 5명(5.1%)이었다.직속상 과의 근무기간은 6개월

미만 44명(45.4%),6개월-1년 미만 37명(38.1%),1년-2년 미만 16명

(16.5%)순이었고 2년 이상은 없었다.군복무기간은 1년 미만 40명

(41.2%),1년-2년 미만 26명(26.8%),2년-5년 미만 8명(8.2%),5년-10년

미만 9명(9.3%),10년-15년 미만 10명(10.3%),15년 이상 4명(4.2%)이었

다.복무구분은 수병이 부분 차지하는 단기복무자가 66명(68.1%)으로

가장 높았고,장기복무자 24명(24.7%),복무연장은 7명(7.2%)으로 나타났

다.군 경력 지속 의향은 ‘’는 35명(36.1%),‘아니오’는 62명(63.9%)으로

나타났다.최종학력은 재가 57명(58.8%)으로 가장 높고,고졸 26명

(26.8%), 졸 14명(14.4%)순이었다.결혼여부는 기혼 15명(15.5%),미

혼 82명(84.5%)으로 나타났다.

나.본검사 상

본검사는 비검사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설문문항의 신뢰도

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비검사와 동일한 설문문항을 사용하 다.

본검사는 1/2/3함 사령부 하의 함정들을 상으로 실시하 다. 비

검사 시와 동일한 기 으로 함정근무자들을 표집하 고,1함 사령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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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인원(명) 비율(%)

계

장교 소 - 27 6.4

부사 하사-원사 156 37.1

수병 이병-병장 238 56.5

소계 421 100

연령

만20-25세 323 76.7

만26-30세 51 12.1

만31-35세 23 5.5

만36-40세 16 3.8

만41-45세 6 1.4

만46세 이상 2 0.5

소계 421 100

2 함 1척,2함 사령부는 1 함 1척,2 함 1척,3개 편 ,3함 사령부

는 2 함 1척으로 총 4척의 1/2 함과 9척의 고속정에서 설문이 이루어

졌다.함정에 직 방문하여 총 530부를 배포하 다.이 520부를 회수

하 고(응답률 98%),설문 응답자 불성실 응답자 99부를 제외하 다.

불성실 응답의 기 은 하나의 번호를 일렬로 10개 이상 기입하거나 동일

한 패턴으로 번호를 기입한 경우 해당 설문지는 제외시켰다.본검사는

최종 으로 421부를 상으로 분석하 다.구조방정식 모형에서 200명

이상이면 큰 표본으로 간주하므로(Kline,2005)본 연구에서의 사례 수는

기 을 충족하 다.본검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Ⅳ-3〉과

같다.

〈표 Ⅳ-3〉본검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

(표집수=4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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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함 승조기간

6개월 미만 149 35.4

6개월 이상-1년 미만 127 30.2

1년 이상-2년 미만 117 27.7

2년 이상 28 6.7

소계 421 100

직속상 과의

근무기간

6개월 미만 180 42.8

6개월 이상-1년 미만 161 38.2

1년 이상-2년 미만 72 17.1

2년 이상 8 1.9

소계 421 100

군복무 기간

1년 미만 160 38.0

1년 이상-2년 미만 133 31.6

2년 이상-5년 미만 52 12.4

5년 이상-10년 미만 29 6.9

10년 이상-15년 미만 20 4.8

15년 이상 27 6.3

소계 421 100

복무구분

장기 99 23.5

복무연장 24 5.7

단기 298 70.8

소계 421 100

군 경력 지속 155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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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

아니오 266 63.2

소계 421 100

최종학력

고졸 111 26.4

재 242 57.5

졸 60 14.3

학원 재학/졸업 8 1.8

소계 421 100

결혼여부

기혼 54 12.8

미혼 367 87.2

소계 421 100

본검사 상자의 계 은 장교( 이하)27명(6.4%),부사 156명

(37.1%),수병 238명(56.5%)으로 수병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 다.연령

은 20-25세 323명(76.7%),26-30세 51명(12.1%),31-35세 23명(5.5%),

36-40세 16명(3.8%),41-45세 6명(1.4%),46세 이상 2명(0.5%)이었다.본

함 승조기간은 6개월 미만 149명(35.4%)이 가장 많았고,6개월-1년 미만

127명(30.2%),1년-2년 미만 117명(27.7%),2년 이상 28명(6.7%)이었다.

직속상 과의 근무기간은 6개월 미만 180명(42.8%),6개월-1년 미만 161

명(38.2%),1년-2년 미만 72명(17.1%),2년 이상 8명(1.9%)이었다.군복

무기간은 1년 미만 160명(38.0%),1년-2년 미만 133명(31.6%),2년-5년

미만 52명(12.4%),5년-10년 미만 29명(6.9%),10년-15년 미만 20명

(4.8%),15년 이상 27명(6.3%)이었다.복무구분은 단기 298명(70.8%)으로

가장 높았고,장기 99명(23.5%),복무연장은 24명(5.7%)으로 나타났다.

군 경력 지속 의향은 ‘’는 155명(36.8%),‘아니오’는 266명(63.2%)으로

나타났다.최종학력은 재가 242명(57.5%)으로 가장 높고,고졸 1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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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잠재변인 측정변인
설문지

문항번호

측정문항
참고

최 최종*

독립

변인

변

리더

행동

카리스마 1-8(6,8) 8 6

Avolio,Bass

& Jung(1995)

동기부여 9-12 4 4

지 자극 13-15 3 3

개별 배려 16-18(16) 3 2

인재

육성

행동

교육훈련

지원
19-22 4 4

성문주(2010)
멘토링 23-26(26) 4 3

코칭 27-31 5 5

매개

변인

임 워

먼트

의미 32-34(34) 3 2
Spreitzer(1995)

역량 35-37 3 3

(26.4%), 졸 60명(14.3%), 학원 재학/졸업 8명(1.8%)순이었다.결혼

여부는 기혼 54명(12.8%),미혼 367명(87.2%)으로 나타났다.

4.변인구성 측정도구

본 에서는 변인구성 측정도구의 선정,그리고 선정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과 구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 다.본 연구의 변인구성과 측

정도구는 〈표 Ⅳ-4〉와 같다.

〈표 Ⅳ-4〉변인구성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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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 38-40(40) 3 2

향력 41-44(41) 4 3

소진

효능감

결여
45-50(45-50)6 ㆍ Schaufeli,

Leiter,

Maslach &

Jackson(1996),

정재민․김

주(2011)

고갈 51-55(51) 5 4

냉소주의 56-60(60) 5 4

종속

변인
조직몰입 조직몰입

61-71(65,66

,68,69,70)
11 6

Mowday,

Steers&

Porter(1979),

임병환(2001)

1.최종*:신뢰도,타당도 검사 후의 문항수임.2.():()내의 숫자는 최종

제거된 번호임.

가.변 리더행동 측정도구 신뢰도 검증

Avolio,Bass& Jung(1995)이 개발한 MLQ-5X는 5 Likert척도 36항

목으로 이루어져 있다.이 변 리더행동은 총 20문항이다.카리스

마 8문항,동기부여 4문항,지 자극 4문항,개별 배려 4문항이다.

Kuchinke(1998)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alpha)는 카리스마

.76,동기부여 .83,지 자극 .78,개별 배려 .77이었고,김덕상(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카리스마 .88,동기부여 .87,지 자극 .82,개별

배려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변 리더행동(MLQ-5X)의 20문항 18문항을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 다.본 연구에서 변 리더행동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alpha)는 〈표 Ⅳ-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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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비검사 본검사

변

리더행동

체 .953 .957

카리스마 .921 .918

동기부여 .839 .846

지 자극 .859 .882

개별 배려 .748 .849

〈표 Ⅳ-5〉변 리더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alpha)

나.인재육성행동 측정도구 신뢰도 검증

인재육성행동의 측정은 성문주(2010)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인재육성행동의 측정항목은 총 20문항으로 교육훈련지원 5문항,코칭 9

문항,멘토링 6문항이다.성문주가 개발한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alpha)는 체 .965,교육훈련지원 .913,코칭 .935,멘토링

.93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문주(2010)의 측정도구를 군 조직상황에 합하게 수

정․보완하여 교육훈련지원 4문항,코칭 5문항,멘토링 4문항을 사용하

다.본 연구에서 인재육성행동의 신뢰도 계수(Cronbach'salpha)는 〈표

Ⅳ-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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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비검사 본검사

인재육성행동

체 .951 .963

교육훈련지원 .870 .898

코칭 .917 .939

멘토링 .923 .919

〈표 Ⅳ-6〉인재육성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alpha)

다.임 워먼트 측정도구 신뢰도 검증

임 워먼트의 측정은 Spreitzer(1995)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이 측정도구는 임 워먼트의 구성요소를 의미(3문항),역량(3문항),자기

결정(3문항), 향력(3문항)으로 구분하여 7 Likert척도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김 수(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alpha)

는 의미 .88,역량 .83,자기결정 .71, 향력 .86이었고,강형구(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의미 .92,역량 .87,자기결정 .90, 향력 .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Spreitzer가 개발한 12문항의 측정도구를 군 조직상황에

맞게 1문항을 추가하여( 향력)수정․보완하 다. 다수의 국내연구가

5 Likert척도를 이용하 고,본 연구 역시 5 Likert척도로 구성하

다.본 연구에서 임 워먼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alpha)는 〈표

Ⅳ-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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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비검사 본검사

임 워먼트

체 .933 .892

의미 .778 .788

역량 .856 .823

자기결정 .872 .841

향력 .894 .837

〈표 Ⅳ-7〉임 워먼트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alpha)

라.소진 측정도구 신뢰도 검증

소진의 측정은 MBI-GS(Schaufeli,Leiter,Maslach& Jackson,1996)

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정재민․김 주(2011)의 측정도구를 사용

하 다.총 16문항으로서 고갈 5문항,냉소주의 5문항,효능감 결여 6문

항으로 5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정재민․김 주(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alpha)는 고갈 .85,냉소주의 .81,효능감 결여

.85이었고,신강 (2003)의 연구에서는 고갈 .90,냉소주의 .81,효능감 결

여 .86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정재민․김 주(2011)가 사용한 측정

도구를 군 조직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16문항을 사용하 다.본 연

구에서 소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alpha)는 〈표 Ⅳ-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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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비검사 본검사

소진

체 .880 .870

고갈 .904 .884

냉소주의 .823 .847

효능감 결여 .968 .915

〈표 Ⅳ-8〉소진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alpha)

마.조직몰입 측정도구 신뢰도 검증

조직몰입의 측정은 Mowday, Steers & Porter(1979)가 개발한

OCQ(OrganizaionalCommitmentQuestionnaire)을 사용하여 해군함정조

직에 맞게 수정한 임병환(2001)의 측정도구를 연구내용에 합하게 수정

후 사용하 다.총 11항목으로서 5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임병환

(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alpha)는 .90이었고,송 선

(2008)의 연구에서는 .80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 조직몰입의 신뢰도

계수(Cronbach'salpha)는 비검사 .814,본검사 .892로 나타났다.신뢰

도 계수(Cronbach'salpha)값이 .60이상이면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인정하므로(송지 ,2008)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조직몰입뿐만 아니라 타

변인의 측정도구 역시 신뢰도에 문제가 없었다.

바.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정도구에 한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CFA:ConfirmatoryFactorAnalysis)을 실시하

다.확인 요인분석은 이론을 바탕으로 설정된 요인모형을 검증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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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척도의 타당도 검사에 사용된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AMOS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로 제시되는 모형 합도 요인부하량을 통해 각 변인의 측정항

목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 다.

확인 요인분석에서 모형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카이제곱 검증을 이용

하는 방법과 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카이제곱 검증의 경

우에는 가설이 무 엄격하여 모형을 무 쉽게 기각하는 경향과 표본

이 커질수록 카이제곱의 값이 커지므로 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진

다.즉,동일한 모형이더라도 표본의 크기에 따라 모형의 기각 여부가 결

정되므로 모형 자체에 한 평가가 제 로 이루어지기 어렵다.이에

한 안으로 합도 지수를 이용한 모형평가 방법이 있다.특히,여러

합도 지수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동시

에 명확한 해석 기 이 확립된 합도 지수로서 TLI,CFI와 RMSEA가

있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TLI와 CFI는 .90이상이면 합도

가 우수한 것으로 단한다(Bentler,1990).RMSEA는 .05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합도가 매우 좋고,.05와 .08사이의 값은 한 수 ,.10이

상이면 합도가 좋지 않다고 해석한다(Browne& Cudeck,1993).

확인 요인분석의 측정모형 합도를 향상시키기 해서 다 상 자

승(SMC)과 회귀계수(요인부하량)의 통계 유의성(C.R.이 유의수 5%

기 으로 ±1.96이상)을 고려하 다(송지 ,2008).그 결과,변 리더

행동의 구성요소 카리스마 문항6,문항8,개별 배려 문항1을,인재

육성행동의 구성요소 멘토링 문항4를,임 워먼트 향력 문항1,

의미 문항3,자기결정 문항3을,소진 구성요소 냉소주의 문항5,고갈

문항1을,조직몰입 문항5,문항6,문항8,문항9,문항10을 제거하여 측

정모형 합도를 향상시켰다.

한편,소진의 구성요소 효능감 결여는 요인부하량이 .198로 나타나

제외시켰다.강종수(2008)의 경우,효능감 결여의 요인부하량이 .35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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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2 df  2/df TLI CFI RMSEA

변 리더행동 211.26 84 2.52 .963 .971 .060

인재육성행동 101.37 52 1.95 .985 .989 .048

임 워먼트 85.82 29 2.96 .959 .973 .068

소진 64.03 19 3.37 .961 .970 .070

조직몰입 17.29 9 1.92 .990 .994 .047

타나는 등 일부 연구물에서도 효능감 결여의 요인부하량과 소진 내 다른

하 요인들과의 상 계수가 낮게 나타났다(손해경,2011;Hasida &

Dana,2005;Maslach,1987).

본 연구의 개별변인의 측정도구에 한 모형 합도 지수는 〈표 Ⅳ-

9〉와 같다.그 결과,TLI는 .959에서 .990사이,CFI는 .970에서 .994사이

로 나타났고,RMSEA는 .047에서 .070사이로 나타나서 모형 합도는

한 수 이었다.

〈표 Ⅳ-9〉개별변인의 측정도구에 한 모형 합도 지수

주.TLI=TuckerLewiIndex,CFI=Comparativefitindex,RMSEA =

RootMeanSquareErrorofApproximation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그림 Ⅳ-1〕과 같고, 체변인의 측정도구에

한 모형 합도 지수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그 결과

 2=332.33(df=142,p<.001)으로 가설을 기각하게 되지만,표본의 크기

에 의한 결과로 단된다. 합도 지수는 TLI= .960,CFI= .967,

RMSEA=.055로 모형 합도는 한 수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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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f  2/df TLI CFI RMSEA

322.33 142 2.270 .960 .967 .055

〈표 Ⅳ-10〉 체변인의 측정도구에 한 모형 합도 지수

〔그림 Ⅳ-1〕본 연구의 측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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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측정문항
요인

부하량

표 화

요인

부하량

S.E. C.R.

변

리더

행동

카리

스마

1.000 .896

카리스마1(1) 1.000 .805

카리스마2(2) 1.021 .833 .052 19.833***

카리스마3(3) 1.062 .859 .051 20.722***

카리스마4(4) .990 .807 .052 18.975***

카리스마5(5) 1.024 .786 .056 18.296***

카리스마7(7) .910 .763 .052 17.566***

동기

부여

.938 .877 .037 25.536***

동기부여1(9) 1.000 .741

동기부여2(10) 1.027 .784 .064 16.089***

동기부여3(11) .983 .803 .059 16.517***

동기부여4(12) .935 .734 .062 14.975

지

자극

1.001 .873 .040 25.282***

지 자극1(13) 1.000 .800

지 자극2(14) 1.159 .823 .062 18.760***

5개의 잠재변인에 한 각각의 측정변인들은 통계 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요인부하량은 .569에서 .937사이로 나타나 양호

하다고 단되는 기 인 .50(Hairetal.,2006)을 모두 충족하 다. 한

모든 경로계수들에 한 검정통계량(C.R.)값이 2.58보다 크기 때문에 유

의수 1%에서 유의미하 다(〈표 Ⅳ-11〉).

〈표 Ⅳ-11〉 체 변인의 요인부하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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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자극3(15) .993 .791 .056 17.804***

개별

배려

.914 .733 .050 18.432***

개별 배려2

(17)
1.000 .864

개별 배려3

(18)
.849 .757 .053 16.044***

인재

육성

행동

교육

훈련

지원

1.000 .916

교육훈련1(19) 1.000 .824

교육훈련2(20) .961 .831 .047 20.398***

교육훈련3(21) 1.045 .875 .047 22.092***

교육훈련4(22) .891 .795 .047 19.078***

멘토링

.994 .879 .037 26.785***

멘토링1(23) 1.000 .813

멘토링2(24) .952 .773 .053 17.805***

멘토링3(25) 1.019 .835 .051 19.816***

코칭

.889 .883 .033 27.039***

코칭1(27) 1.000 .877

코칭2(28) 1.031 .876 .041 25.349***

코칭3(29) 1.035 .863 .042 24.624***

코칭4(30) 1.009 .854 .042 24.086***

코칭5(31) 1.014 .870 .041 25.023***

임 워

먼트

의미

1.000 .737

의미1(32) 1.000 .862

의미2(33) 1.058 .766 .067 15.701***

역량 .610 .643 .049 1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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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1(35) 1.000 .784

역량2(36) 1.038 .765 .067 15.503***

역량3(37) 1.094 .790 .068 16.018***

자기

결정

1.117 .795 .072 15.423***

자기결정1(38) 1.000 .835

자기결정2(39) 1.029 .869 .053 19.337***

향력

.882 .741 .061 14.400***

향력2(42) 1.000 .750

향력3(43) 1.155 .846 .070 16.570***

향력4(44) 1.199 .804 .075 15.888***

소진

고갈

1.000 .763

고갈2(52) 1.000 .801

고갈3(53) 1.041 .788 .059 17.525***

고갈4(54) 1.121 .836 .059 18.883***

고갈5(55) 1.098 .815 .060 18.297***

냉소

주의

1.117 .937 .095 11.822***

냉소주의1(56) 1.000 .766

냉소주의2(57) 1.280 .865 .070 18.164***

냉소주의3(58) .951 .688 .067 14.140***

냉소주의4(59) 1.075 .717 .073 14.811***

조직

몰입

조직몰입1(61) 1.000 .797

조직몰입2(62) 1.088 .825 .057 19.005***

조직몰입3(63) 1.182 .879 .057 2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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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4(64) 1.117 .833 .058 19.255***

조직몰입7(67) .825 .667 .057 14.496***

조직몰입11(71) .745 .569 .062 12.017***

주.***p<.001,( )는 설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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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연구결과

본 연구는 함정근무자를 상으로 간간부의 변 리더행동과 인재

육성행동이 부하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고,부하의 소진

과 임 워먼트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 다.이를 해 먼

변인들의 일반 특성을 제시한 후,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직

효과와 간 효과를 검증 분석하 다.

1.변인의 일반 특성

가.변인의 기술통계량 소진의 인구통계학 특성

1)변인의 기술통계량

부하가 인식하는 간간부의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부하가

지각하는 소진․임 워먼트․조직몰입 변인의 평균,표 편차,최소값과

최 값을 제시하 고,간부집단과 수병집단 간 평균의 차이비교는 독립

표본 t-검정 결과를 제시하 다.결과는 〈표 Ⅴ-1〉과 같다.

체 으로 변 리더행동과 조직몰입이 각각 평균 3.54,3.55로 나

타나서 다른 잠재변인들보다 상 으로 높게 나타났고,소진은 2.79으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 다.하 변인에서는 임 워먼트의 역량이 3.74으

로 가장 높았고,소진의 냉소주의가 2.57로 가장 낮았다.

간부집단과 수병집단의 평균비교에서는 모든 변인이 신뢰수 95%에

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간부집단이 수병집단에 비

해 상 의 변 리더행동,인재육성행동을 보다 정 으로 높게 인식

을 하 고,자기인식에 있어서도 간부집단이 수병집단에 비해 임 워먼

트,조직몰입이 보다 높았다.반면 간부집단은 수병집단에 비해 소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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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변인
체

간부와 수병의 평균

비교

평균 최 최소 SE 간부 수병 t

변 리더행동 3.54 5.00 1.33 0.73 3.83 3.32 7.528***

카리스마 3.54 5.00 1.00 0.81 3.84 3.30 7.083***

동기부여 3.69 5.00 1.25 0.77 3.95 3.48 6.492***

지 자극 3.51 5.00 1.00 0.83 3.81 3.28 6.718***

개별 배려 3.44 5.00 1.00 0.90 3.72 3.21 5.971***

인재육성행동 3.10 5.00 1.00 0.82 3.42 2.86 7.622***

교육훈련지원 3.22 5.00 1.00 0.89 3.58 2.93 8.107***

멘토링 3.09 5.00 1.00 0.92 3.42 2.84 6.837***

코칭 3.01 5.00 1.00 0.82 3.27 2.81 6.055***

임 워먼트 3.49 5.00 1.21 0.74 3.82 3.23 8.863***

의미 3.59 5.00 1.00 1.01 4.01 3.26 8.273***

역량 3.74 5.00 1.33 0.71 3.98 3.56 6.488***

자기결정 3.23 5.00 1.00 1.05 3.60 2.94 6.887***

향력 3.39 5.00 1.00 0.89 3.70 3.15 6.697***

소진 2.79 5.00 1.00 0.88 2.57 2.96 -4.612***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변인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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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 3.01 5.00 1.00 0.99 2.77 3.20 -4.537***

냉소주의 2.57 5.00 1.00 0.91 2.37 2.71 -3.948***

조직몰입 3.55 5.00 1.00 0.77 3.83 3.34 7.052***

주.***p<.001, 체(n=421),간부(n=183),수병(n=238)

2)소진에 한 함정근무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

소진에 한 함정근무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통

계분석은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고,

그 결과는 〈표 Ⅴ-2〉와 같다.

연령에 있어서 만20세-25세 이하의 장병들은 만20-35세 이하의 장병

들,만36세 이상의 장병들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보다 높은 소진을 보

고(F=7.29,p<.01),연령별 가장 높은 소진을 나타냈다(평균=2.87).한

편 만36세 이상의 장병들은 가장 낮은 소진을 보 다(평균=2.35).

계 에 따른 소진정도는 수병이 가장 높았고(평균=2.96),그 다음이 장

교,부사 순이었다.특히 수병은 부사 보다 소진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11.20,p<.001).

군 복무기간은 2년 미만 장병들(평균=2.93)의 소진이 가장 높게 나타났

는데,이는 다른 기간의 장병들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 다(F=8.25,

p<.001).

승조기간은 6개월 미만 장병들(평균=2.95)이 가장 높은 소진을 보 고,

6개월-2년 미만 장병들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3.77,p<.05).

결혼여부에 따른 소진은 기혼자(평균=2.47)가 미혼자(평균=2.84)보다

유의미하게 낮게(p<.01)나타났고,군 지속의향에 하여 정답변(평균

=2.49)이 부정답변(평균=2.96)보다 소진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한편 직속상 과의 근무기간에 따른 소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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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구분(명) 평균
표

편차
F 비교

연령

만20세-25세 이

하(323)
2.87 .882

7.29**

20-25세 >26-35세

20-25세 >36세

이상

만26세-35세 이

하(74)
2.55 .841

만36세 이상(24) 2.35 .791

계(421) 2.79 .884

계

장교(27) 2.73 .909

11.20*** 수병 >부사
부사 (156) 2.54 .855

수병(238) 2.96 .863

계(421) 2.79 .884

군복무

기간

2년 미만(293) 2.93 .887

8.25***
2년 미만 >기타

기간

2년-5년 미만

(52)
2.44 .726

5년-15년 미만

(49)
2.53 .830

15년 이상(27) 2.44 .871

계(421) 2.79 .884

승조

기간

6개월 미만(149) 2.95 .924

3.77*
6개월 미만 >

6월-2년 미만

6월-2년 미만

(244)
2.70 .855

2년 이상(28) 2.72 .815

〈표 Ⅴ-2〉 소진에 한 함정근무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



-97-

계(421) 2.79 .884

직속

상

과의

근무

기간

6개월 미만(180) 2.89 .948

1.80

6개월-1년 미만

(161)
2.67 .833

1년-2년 미만

(72)
2.82 .820

2년 이상(8) 2.81 .741

계(421) 2.79 .884

결혼

여부

기혼(54) 2.47 .760

t통계값 :-2.871**

미혼(367) 2.84 .892

군

지속의향

(155) 2.49 .839

t통계값 :-5.516***

아니오(266) 2.96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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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인의 정규성 검증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normality)을 가정하

고 있다.다변량 정규성이란 모든 단변량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고,두

개의 변수들이 동시에 이루는 결합분포가 이변량 정규성을 만족해야 하

며,모든 이변량 산포도가 선형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실 으로 모든 결합 빈도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어렵고 표본의

크기가 클 때,정규성에서 약간의 이탈에도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변량 정규성에 한 왜도와 첨도의 값을 사용한

별법을 사용한다(Kline,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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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측정변인

결

측

율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통계량
표

오차
통계량

표

오차

변

리더행동

카리스마 0 -.485 .119 .007 .237

동기부여 0 -.359 .119 -.212 .237

지 자극 0 -.346 .119 -.219 .237

개별 배려 0 -.450 .119 .047 .237

인재육성

행동

교육훈련지원 0 -.400 .119 -.115 .237

멘토링 0 -.253 .119 -.239 .237

코칭 0 -.264 .119 -.071 .237

임 워먼트

의미 0 -.483 .119 -.403 .237

역량 0 -.507 .119 .228 .237

자기결정 0 -.389 .119 -.455 .237

향력 0 -.302 .119 -.073 .237

소진
고갈 0 -.048 .119 -.707 .237

냉소주의 0 .261 .119 -.554 .237

조직몰입 조직몰입 0 -.361 .119 .072 .237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변인에서 결측치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모수

추정 시 완 정보최 우도법(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이 아닌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ML)추정이 가능하다.

최 우도법(ML)추정 시 지나친 왜도 보다는 첨도가 더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왜도는 값 2보다 크고,첨도는 값 7보다 큰 경우에 문제

가 있다(West,Finch& Curren,1995).본 연구모형에서 측변인들의

첨도와 왜도는 〈표 Ⅴ-3〉과 같으며,정규분포의 기 에서 벗어나지 않

음을 확인하 다.

〈표 Ⅴ-3〉변인의 결측율과 정규성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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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1.변 리더행동 -

2.인재육성행동 .658** -

3.임 워먼트 .607** .623** -

4.소진 -.340** -.360** -.433** -

5.조직몰입 .565** .605** .676** -.452** -

다.주요 변인 간 상 계와 다 공선성

상 계 분석은 가설검증을 실시하기 연구가설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인들 간 계의 강도를 제시함으로써 변인 간 련성에 한 체 인

윤곽을 제시해 다.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의 상 계행렬은

〈표 Ⅴ-4〉와 같다.주요 변인 간의 pearson 률상 계수는 값으

로 .340에서 .676까지 분포하 고,모든 변인 간 .01수 에서 유의미한 상

계가 있었다.상 계수는 두 변인 간의 일차 인 계가 얼마나 강

한가를 측정해 주는 지수로서 ±0.0-0.2는 련이 없음,±0.2-0.4는 약간

의 련성,±0.4-0.7은 상당한 련성,±0.7-1.0은 매우 강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단한다(강병서,김계수,2011,송지 ,2010).본 연구에서

는 0.7이상의 매우 강한 상 성을 가진 변인 간 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변 리더행동은 인재육성행동,임 워먼트,조직몰입과는 정(+) 인

계를 나타내었고,소진과는 부(-) 인 계를 보 다.인재육성행동은

변 리더행동,임 워먼트,조직몰입과는 정(+) 인 계를 나타내었

고,소진과는 부(-) 인 계를 보 다.임 워먼트는 조직몰입과는 정

(+) 인 계를 나타내었고,소진과는 부(-) 인 계를 보 다.

〈표 Ⅴ-4〉잠재변인의 상 계행렬

주.**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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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Tolerance VIF

변 리더행동 .502 1.993

카리스마 .268 3.729

동기부여 .276 3.624

지 자극 .293 3.410

개별 배려 .471 2.122

인재육성행동 .484 2.068

교육훈련지원 .241 4.158

멘토링 .276 3.627

코칭 .273 3.670

임 워먼트 .508 1.969

의미 .528 1.894

역량 .587 1.702

자기결정 .435 2.297

향력 .504 1.983

소진 .796 1.256

고갈 .458 2.182

냉소주의 .438 2.283

이인재,이선우,류진석(1997)이 제시한 일반 인 다 공선성 기 인

.80을 넘는 잠재변인 간의 상 계는 없었으나,다변량 수 에서의 다

공선성 확인은 공차(Tolerance)의 값이 .1이상인지와 개별 변인을 종속

변인으로 하고,나머지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다 회귀분석을 실시

하여 얻어지는 분산팽창지수(VarianceInflationFactor:VIF)가 10이하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Kline,2005).종속변인인 조직몰입과 잠재변인(4

개),그리고 조직몰입과 측정변인(13개)간 공차와 분산팽창지수를 확인

한 결과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표 Ⅴ-5〉).

〈표 Ⅴ-5〉 다 공선성 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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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CH

-
　 　 　 　 　 　 　 　 　 　 　 　 　 　 　 　 　 　

MI
.792** -

　 　 　 　 　 　 　 　 　 　 　 　 　 　 　 　 　

IS
.769** .786** -

　 　 　 　 　 　 　 　 　 　 　 　 　 　 　 　

IC
.657** .604** .647** -

　 　 　 　 　 　 　 　 　 　 　 　 　 　 　

ET
.615** .529** .548** .562** -

　 　 　 　 　 　 　 　 　 　 　 　 　 　

ME
.600** .535** .549** .559** .790** -

　 　 　 　 　 　 　 　 　 　 　 　 　

CC
.539** .458** .481** .486** .822** .778** -

　 　 　 　 　 　 　 　 　 　 　 　

MN
.434** .415** .414** .383** .466** .503** .399** -

　 　 　 　 　 　 　 　 　 　 　

CO
.322** .395** .309** .329** .374** .320** .313** .476** -

　 　 　 　 　 　 　 　 　 　

SE
.520** .502** .483** .463** .532** .565** .527** .571** .547** -

　 　 　 　 　 　 　 　 　

IN
.471** .458** .501** .457** .499** .537** .469** .546** .496** .569** -

　 　 　 　 　 　 　 　

EM
-.250** -.253** -.215** -.271** -.285** -.320** -.249** -.360** -.207** -.381** -.201** -

　 　 　 　 　 　 　

CY
-.322** -.349** -.301** -.277** -.343** -.354** -.306** -.421** -.270** -.400** -.296** .715** -

　 　 　 　 　 　

CT1
.427** .438** .383** .394** .487** .484** .427** .488** .360** .446** .447** -.355** -.468** -

　 　 　 　 　

CT2
.485** .422** .442** .455** .519** .550** .480** .495** .364** .456** .420** -.353** -.424** .677** -

　 　 　 　

CT3
.472** .427** .439** .406** .515** .513** .464** .515** .432** .509** .504** -.338** -.405** .699** .733** -

　 　 　

CT4
.455** .423** .406** .394** .488** .520** .439** .494** .457** .527** .513** -.283** -.356** .651** .678** .751** -

　 　

CT7
.438** .443** .446** .390** .451** .454** .407** .419** .458** .461** .471** -.266** -.323** .496** .501** .588** .564** -

　

CT11
.272** .301** .309** .204** .326** .339** .259** .378** .271** .283** .327** -.186** -.311** .487** .481** .475** .454** .421** -

〈표 Ⅴ-6〉측정변인의 상 계행렬

주.CH:카리스마,IM:동기부여,IS:지 자극,IC:개별 배려,ET:교육훈련지원,ME:멘토링,CC:코칭,MN:의미,CO:역량,SE:자기결정,

IN:향력,EF:효능감결여,EM:고갈,CY:냉소주의,CT:조직몰입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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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f  2/df CFI TLI NFI GFI RMSEA

322.33 142 2.270 .967 .960 .942 .926 .055

2.연구모형의 검증 직 효과의 분석

측정모형의 검증에서와 같이 모든 변인들이 측정모형을 통하여 통계

으로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단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을 독립변인,임 워먼트와 소진을 매개변

인,조직몰입을 종속변인으로 구성된 구조방정식모형을 설계하 다.이를

통해 해군함정에서 간간부의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이 부하

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직 효과와 부하의 임 워먼트와 소진을 통해 조

직몰입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하 다.

본 에서는 여러 경쟁 연구모형의 모형 합도를 분석하여 가장 우수

한 연구모형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가. 기 연구모형의 모형 합도 분석

기 연구모형의 모형 합도는 〈표 Ⅴ-7〉과 같이 CFI(=.967),

TLI(=.960),NFI(=.942),GFI(=.926)으로 허용기 치인 .90을 모두 과하

고,RMSEA(=.055)역시 한 범 에 있었다.

〈표 Ⅴ-7〉 기 연구모형의 합도 검증결과

주.CFI= Comparative fitindex,TLI= TuckerLewiIndex,NFI=

NormedFitIndex,GFI=GoodnessofFitIndex,RMSEA =RootMean

SquareErrorofApproximation

기 연구모형에서의 경로계수 추정치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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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그림 Ⅴ-1〕과 같고,구체 인 경로계수의 추정치는 〈표 Ⅴ-8〉과

같다.

첫째,변 리더행동은 임 워먼트에 미치는 직 인 향력이 

=.375(p<.0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소진(=-.039)과 조직몰입(

=.059)에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인재육성행동은 임 워먼트에 미치는 직 인 향력이 

=.453(p<.001),조직몰입은 =.181(p<.01)로 나타났으나,소진에 미치는

향력은 =-.048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임 워먼트는 조직몰입에 미치는 직 인 향력이 

=.522(p<.001),소진에 미치는 향력이 =-.456(p<.001)으로 유의미하

다.

다섯째,소진은 조직몰입에 미치는 직 인 향력이 =-.156(p<.01)

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1〕 기 연구모형 분석결과

주.변인 간 경로계수는 표 화 경로계수임.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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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비표 경

로계수

표 경로

계수
S.E. C.R.

변 리더행동→임 워먼트 .433*** .375 .073 5.896

인재육성행동→임 워먼트 .467*** .453 .067 7.018

변 리더행동→소진 -.046 -.039 .094 -.492

인재육성행동→소진 -.050 -.048 .088 -.567

임 워먼트→소진 -.465*** -.456 .094 -4.934

변 리더행동→조직몰입 .065 .059 .067 .967

소진→조직몰입 -.146** -.156 .044 -3.288

임 워먼트→조직몰입 .498*** .522 .076 6.536

인재육성행동→조직몰입 .177** .181 .063 2.810

〈표 Ⅴ-8〉 기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주.숫자는 비표 화 경로계수,표 화 경로계수는 호 안에 제시.

**p<.01,***p<.001

나.경쟁 연구모형의 합도 분석 직 효과 분석

구조모형은 보다 간명성을 가진 모형일수록 더욱 좋은 연구모형이라

할 수 있다.간명성이란 모형이 반드시 지녀야 할 요한 요건 하나

로서,모형 속의 변인들 간의 계의 성질과 정도를 나타내는 경로가 생

략될수록 그 만큼 추정해야 할 모수치의 수가 작아지고,복잡한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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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간명한 모형은 주어진 모형이 간단하면서 동

시에 포화모형(saturatedmodel)의 모형 합도에 비추어 볼 때  2차이값

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을 만큼의 차이를 가지는 내포모형(nested

model)이다.즉, 2차이값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고,포화모형에 비

해 모형 합도가 뒤떨어지지 않으며,자유도(df)가 높을수록 간명한 모형

이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문수백,2009).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간명한 모형을 얻기 하여 기 연구모형에서 유

의미하지 않은 경로계수를 하나씩 차례로 제외한 경쟁 연구모형과의  2

차이값의 유의미성 검증을 통해 보다 간명한 모형을 도출하 다.한 번

에 경로를 한 개씩 제거하는 이유는,한 번에 경로 한 개를 제거할 경우

는  2값이 단일변량의 성격을 띠는 반면,복수 개의 경로를 제거할 경

우는 다변량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복수 개의 경로를 제거 시 유의한 결

과가 나온다면 복수 개의 경로들 어도 1개 경로는 0이 아닌 것이

되어 복수 개의 경로들이 모두 0이 아니라는 정을 할 수가 없다(김

업,2008).

연구모형1은 변 리더행동에서 조직몰입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형이다.연구모형1의 결과, 기모형과의  2차이값은 .93(df=1)이었다.

자유도 1일 때,유의수 .05에서  2차이값은 3.84이상이 되어야 유의

하므로 기모형과 연구모형1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따라서

모형 합도에 문제가 없고,자유도가 높은 연구모형1이 더욱 간명한 모

형이다.

연구모형2는 연구모형1로부터 변 리더행동에서 소진으로 가는 경

로를 제외한 모형이다.동일한 방법으로 연구모형1과 비교한 결과, 2차

이값은 .18(df=1)이었다.연구모형1과 연구모형2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모형 합도와 자유도를 고려할 때,연구모형2이 연구모형1보다

더욱 간명한 모형이다.

연구모형3은 연구모형2로부터 인재육성행동에서 소진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형이다.동일한 방법으로 연구모형2와 비교한 결과, 2차이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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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f  2/dfCFI TLI NFI GFI RMSEA

기모형 322.33 142 2.270 .967 .960 .942 .926 .055

연구모형1 323.26 143 2.261 .967 .960 .942 .926 .055

연구모형2 323.44 144 2.246 .967 .961 .942 .926 .054

연구모형3 324.05 145 2.235 .967 .961 .942 .926 .054

은 .61(df=1)으로 나타났다.연구모형2와 연구모형3간의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고,연구모형3이 간명성에서 우월하 다. 한 반 인 합도에

있어서도 기모형에 비해 모형 합도가 향상되었다.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연구모형3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채택하 다(〈표 Ⅴ-9〉).

〈표 Ⅴ-9〉경쟁 연구모형의 합도 검증결과

이에 따라 연구모형3(최종모형)의 연구모형은 〔그림 Ⅴ-2〕와 같고,

경로계수 추정치를 확인한 직 효과의 결과는 〈표 Ⅴ-10〉과 같다.

첫째,변 리더행동은 임 워먼트에 미치는 직 인 향력이 

=.388(p<.0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인재육성행동은 임 워먼트에 미치는 직 인 향력이 

=.449(p<.001)로 나타났고,조직몰입에 미치는 향력은 =.198(p<.01)

이었다.

셋째,임 워먼트는 소진에 미치는 직 인 향력이 =-.527(p<.001)

로 나타났고,조직몰입에 미치는 향력은 =.559(p<.001)이었다.

넷째,소진은 조직몰입에 미치는 직 인 향력이 =-.148(p<.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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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비표 경

로계수

표 경

로계수
S.E. C.R.

변 리더행동→임 워먼트 .446*** .388 .071 6.241

인재육성행동→임 워먼트 .461*** .449 .065 7.106

임 워먼트→소진 -.538*** -.527 .055 -9.797

소진→조직몰입 -.138** -.148 .044 -3.111

〔그림 Ⅴ-2〕연구모형3(최종 연구모형)분석결과

주.변인 간 경로계수는 표 화 경로계수임.**p<.01,***p<.001

〈표 Ⅴ-10〉최종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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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워먼트→조직몰입 .534*** .559 .073 7.328

인재육성행동→조직몰입 .194** .198 .060 3.237

주.숫자는 비표 화 경로계수,표 화 경로계수는 호 안에 제시.

**p<.01,***p<.001

3.매개효과의 분석

독립변인 A가 B변인에 향을 주고,B변인이 결과변인인 C변인에

향을 경우,A변인과 C변인 간에 B변인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이와 같이 변인들 간의 계가 A변인과 C변인 간의 직 효과

와 매개변인을 통한 간 효과에 의해 설명되는 것을 부분매개모형이라

하고,A와 C변인 간의 계가 매개변인B를 통한 간 효과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것을 완 매개모형이라 한다(Baron& Kenny,1986).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 가설검증의 경우의 수는 일곱 가지이다.첫째,

임 워먼트는 변 리더행동과 조직몰입 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

다.둘째,임 워먼트는 인재육성행동과 조직몰입 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셋째,임 워먼트는 변 리더행동과 소진 간에 매개효과를 가

질 것이다.넷째,임 워먼트는 인재육성행동과 소진 간에 매개효과를 가

질 것이다.다섯째,소진은 임 워먼트와 조직몰입 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여섯째,임 워먼트와 소진은 변 리더행동과 조직몰입 간에

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일곱째,임 워먼트와 소진은 인재육성행동

과 조직몰입 간에 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한편,소진은 변 리

더행동과 조직몰입 간,인재육성행동과 조직몰입 간의 매개효과 검증에

있어서,변 리더행동에서 소진으로 가는 경로와 인재육성행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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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으로 가는 경로는 없기 때문에 매개효과 검증에서 제외되었다.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우선 각 변인 간 계를 직 효과,간

효과,총효과로 분해하 고,각 효과의 통계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통해 확인하 다.

1)직 효과와 간 효과의 분해

본 연구모형을 통해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이 임 워먼트와

소진을 통해 조직몰입에 직․간 효과를 검증하 다.변인 간 효과를 분

해한 결과는 〈표 Ⅴ-11〉과 같다.

첫째,변 리더행동은 임 워먼트에 정(+) 인 직 효과만을 주었고

(.388),변 리더행동이 소진에 미치는 효과는 임 워먼트를 통한 간

효과가 부(-) 으로 나타났고(-.240),총 효과는 .388이었다.그리고 변

리더행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는 임 워먼트와 소진을 통한

정(+) 인 간 효과만을 나타냈다(.247).

둘째,인재육성행동은 임 워먼트에 정(+) 인 직 효과만을 주었고

(.449),인재육성행동이 소진에 미치는 효과는 임 워먼트를 통한 간 효

과만 부(-) 으로 나타났다(-.237).그리고 인재육성행동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는 정(+) 인 직 효과(.198)와 임 워먼트와 소진을 통한 정

(+) 인 간 효과를 나타냈고(.286),총 효과는 .484이었다.

셋째,임 워먼트는 소진에 부(-) 인 직 효과만을 주었고(-.527),임

워먼트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는 정(+) 인 직 효과(.559)와 소진

을 통한 정(+) 인 간 효과를 나타냈고(.078),총 효과는 .637이었다.

넷째,소진은 조직몰입에 부(-) 인 직 효과만을 나타냈다(-.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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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비 표

화

계수

표

화 계

수

비 표

화

계수

표

화 계

수

비 표

화

계수

표

화 계

수

변 리더행동→임 워먼트 .446 .388 - - .446 .388

변 리더행동→소진 - - -.240 -.204 -.240 -.204

변 리더행동→조직몰입 - - .271 .247 .271 .247

인재육성행동→임 워먼트 .461 .449 - - .461 .449

인재육성행동→소진 - - -.248 -.237 -.248 -.237

인재육성행동→조직몰입 .194 .198 .281 .286 .475 .484

임 워먼트→소진 -.538 -.527 - - -.538 -.527

임 워먼트→조직몰입 .534 .559 .074 .078 .609 .637

소진→조직몰입 -.138 -.148 - - -.138 -.148

〈표 Ⅴ-11〉연구모형의 변인 간 직․간 효과의 분해

2)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구조모형에서의 경로계수와 그 유의미성을 기 으로 매개효과를 추정

하는 경우,표본의 크기의 향을 받고,매개효과가 정상분포를 이룬다는

잘못된 가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Preacher& Hayes,2004),보다 엄

한 검증을 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 다.Sobel

Test를 통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으나,SobelTest역시

매개효과가 정상분포를 가진다는 가정에 기 를 하기 때문에 매개효과

검증에 한계가 있다.

Hayes(2012)가 작성한 부트스트래핑 매크로(macro)를 SPSS18.0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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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추정치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변 리더행동→임 워먼트→조직

몰입
.1430 .0279 .0926 .2024

변 리더행동→임 워먼트→소진

→조직몰입
.0186 .0065 .0085 .0353

인재육성행동→임 워먼트→조직몰입 .1457 .0260 .1005 .2046

인재육성행동→임 워먼트→소진→ .0189 .0065 .0091 .0363

치하여 bias-correctedmethod로 5,000개의 표본을 무작 추출하여 각

경로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 조사하 다.이 때,추정한 95% 신뢰구간

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 매개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결과,〈표 Ⅴ-12〉에서 보듯이 변 리더행동에서 소진으로의

경로,인재육성행동에서 소진으로의 경로를 경유하는 매개효과를 제외한

일곱 개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변 리더행동에서 조직

몰입으로의 직 인 경로,변 리더행동에서 소진으로의 직 인

경로,그리고 인재육성행동에서 소진으로의 직 인 경로가 없는 상황

에서,임 워먼트는 변 리더행동과 조직몰입 사이,변 리더행동

과 소진 사이,인재육성행동과 소진 사이에서 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임 워먼트와 소진은 변 리더행동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임 워먼트는 인재육성행동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고,임 워먼트와 소진은 인재육성행동과 조직몰입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보 다.그리고 소진은 임 워먼트와 조직몰입 사이에서 부

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표 Ⅴ-12〉부트스트래핑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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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설내용 검증결과

가설1
변 리더행동은 조직몰입에 직 으로

유의미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2 인재육성행동은 조직몰입에 직 으로 유 채택

조직몰입

변 리더행동→임 워먼트→소진 -.0551 .0210 -.1059 -.0202

인재육성행동→임 워먼트→소진 -.0493 .0195 -.0944 -.0168

임 워먼트→소진→조직몰입 .0526 .0169 .0246 .0928

주.부트스트랩의 반복횟수 :5,000번

4.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총 18개 다.이 13개의 가설이 채택

되었고,5개의 가설이 기각되었다.구체 으로 살펴보면,직 효과에

한 가설은 총 9개 다.이 6개의 가설이 채택되었고,3개의 가설(가

설1,가설4,가설6)이 기각되었다.

한편,매개효과에 한 가설은 총 9개 다.이 7개의 가설이 채택

되었고,2개의 가설(가설16,가설17)은 기각되었다.채택된 가설 4개의

가설이 완 매개효과로 나타났고,3개의 가설은 부분매개효과로 나타났

다.

본 연구모형의 가설검증에 한 결과를 종합하면 〈표 Ⅴ-13〉과 같

다.

〈표 Ⅴ-13〉본 연구의 가설 종합결과



-113-

의미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변 리더행동은 임 워먼트에 직 으

로 유의미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변 리더행동은 소진에 직 으로 유의

미한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5
인재육성행동은 임 워먼트에 직 으로

유의미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6
인재육성행동은 소진에 직 으로 유의미

한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7
임 워먼트는 조직몰입에 직 으로 유의

미한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8
소진은 조직몰입에 직 으로 유의미한 부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9
임 워먼트는 소진에 직 으로 유의미한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0
임 워먼트는 변 리더행동과 조직몰입

간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완 매개)

가설11
임 워먼트는 인재육성행동과 조직몰입 간

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부분매개)

가설12
임 워먼트는 변 리더행동과 소진 간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완 매개)

가설13
임 워먼트는 인재육성행동과 소진 간에 매

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완 매개)

가설14 임 워먼트와 소진은 변 리더행동과 조 채택(완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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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몰입 간에 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15
임 워먼트와 소진은 인재육성행동과 조직

몰입 간에 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부분매개)

가설16
소진은 변 리더행동과 조직몰입 간에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17
소진은 인재육성행동과 조직몰입 간에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18
소진은 임 워먼트와 조직몰입 간에 매개효

과가 있을 것이다.
채택(부분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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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논의 결론

1.요약

본 연구의 목 은 함정조직의 맥락에서 간간부의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이 부하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 것이다.이

를 하여 독립변인들로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을,종속변인으

로 부하의 조직몰입을,그리고 매개변인들로 부하의 임 워먼트와 소진

을 선정하 다. 한 소진에 한 해군함정근무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을 분석하 다.

본 연구는 해군 1․2․3함 사령부 소속 함정근무자 421명의 설문지를

분석하 고,가설검증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변인 간 직ㆍ간 효과

검증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가설검증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구인타당도 검증,변인의 정규성과

다 공선성 검증을 실시 한 결과 모두 허용범 내에 치하 다.그리

고 구조방정식 최종 연구모형의 합도 지수는  2=324.05(df=145),

CFI=.967,TLI=.961,NFI=.942,GFI=.926,RMSEA=.054로서 모두 허용치

범 를 충족하 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변 리더행동은 조직몰입에 직 인 효과를 주지 못하 고.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하여 조직몰입에 향을 미쳤다.첫째,변 리더

행동이 임 워먼트를 경유하여(=.388,p<.001)조직몰입에 향을 미쳤

다.둘째,변 리더행동이 임 워먼트에 향을 미쳤고,임 워먼트가

소진에 향(=-.527,p<.001)을 주는 이 매개효과를 보이며 부하의 조

직몰입에 정 인 효과를 주었다.

변 리더행동과 조직몰입 사이의 임 워먼트,소진은 완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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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 다.

둘째,인재육성행동은 조직몰입에 직 으로 유의미한 향(=.198,

p<.01)을 주기도 하 지만,두 가지의 경로를 통하여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기도 하 다.첫째,인재육성행동이 임 워먼트를 경유하여(=.449,

p<.001)조직몰입에 향을 미쳤다.둘째,인재육성행동이 임 워먼트에

향을 미쳤고,임 워먼트가 소진에 향((=-.527,p<.001)을 주는 이

매개효과를 보 으며,부하의 조직몰입에 정 인 효과를 주었다.

인재육성행동과 조직몰입 사이의 임 워먼트,소진은 부분매개효과를

보 다.

셋째,변 리더행동ㆍ인재육성행동과 소진 사이에서 임 워먼트는

완 매개효과를 보 다.즉,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은 소진에

직 인 향을 주지 못하 다.반면,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

은 임 워먼트에 유의미한 정(+) 인 향을 주었고,임 워먼트는 소진

에 유의미한 부(-) 향을 미쳤다.

넷째, 임 워먼트는 조직몰입에 직 인 유의미한 향(=.559,

p<.001)을 주었다. 그리고 임 워먼트는 소진을 경유하여(=-.527,

p<.001)조직몰입에 향을 미쳤다.임 워먼트와 조직몰입 사이의 소진

은 부분매개효과를 보 다.

다섯째,소진은 20-25세가 26-35세 36세 이상 보다 유의미하게 높

게 나타났고,수병이 부사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그리고 군

복무기간은 2년 미만이 기타 기간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승조

기간은 6개월 미만이 6월-2년 미만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한

편,결혼여부에 따라 소진은 미혼이 기혼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군 지

속의향에 따라서는 정 으로 답한 장병이 소진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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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논의

논의 부분에서는 기존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변인 간 계,기존연구

의 결과와 동일하지 않은 변인 간 계 의미있는 변인 간 계,소진

에 한 함정근무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심으로 분석하 다.

가.기존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변인 간 계

1)부하의 임 워먼트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인재육성행동

과 변 리더행동

Conger& Kanungo(1988)와 Bennis& Nanus(1985)는 조직구성원이

임 워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리더의 역할이 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리더십이 부하의 임 워먼트에 미치는 향력이 지 함을 언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와 동일하게 인재육성행동과 변 리더

행동 모두 임 워먼트에 정 인 향을 주었는데,특히 인재육성행동

(=.449,p<.001)이 변 리더행동(=.388,p<.001)보다 임 워먼트에

더 큰 향을 주었다.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진 부분의 연구물에서는 인재육성행동과 변

리더행동이 부하의 임 워먼트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고,군 조직을 상으로 한 변 리더행동 역시 임 워먼트에 정

(+) 인 효과를 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물에서 검증되었다(김진웅,

2004;주윤수,2006;최 록,2003).

그러나 해군조직을 상으로 하여 리더의 인재육성행동(교육훈련지원,

멘토링,코칭)이 부하의 임 워먼트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한 가 거의 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인재육성행동의 효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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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고,타 조직을 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 다.

최근 해군은 사회의 변화에 응하여 기존의 군 내 활용도 심의

교육훈련과 더불어서 각종 교육훈련 로그램(M-kiss,장병 어학교육 지

원,해군사이버교육체계 운 등)제공,멘토링,코칭,상담 활성화 정책

등 장병들의 능력과 문성 향상을 하여 많은 노력을 지속 으로 기울

이고 있다(해군본부,2012).이러한 정책이 제도 으로 해군의 하부조직

까지 ㆍ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함정근무자들은 군 생활에 필요한 역

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고,자기계발의 여건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보듯이,인재육성행동이 부하의 임

워먼트에 유의미하게 직 인 정(+)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군 조

직을 상으로 한 기존의 실증 이지 못한 연구들은 리더의 인재육성행

동이 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데 그치고 있고,기존의 연구물 에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의 효과성을 비교한 연구물은 없다.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해군함정조직의 맥락에서 리더의 인재육성행동이 변

리더행동 보다 부하의 임 워먼트에 더욱 큰 향을 다는 사실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

함정조직원들이 각자 맡은 직무에 충실하기 해서는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추었을 때 해상작 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함정에서의

기술과 경험은 개 맥락 이고 구체 이다. 를 들면, 이더와 소나

디스 이를 해석하는 방법은 메뉴얼에 있지만,기상상황과 해상ㆍ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물체의 크기와 거리,주변물체 등의 조건에 의해

서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따라서 부하가 스스로 터득하고 학습하

기가 제한된 측면이 강하다.새로운 시각과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이러한 상황에서 부하가 자기결정성을 갖고 조직에

서 향력을 행사하기 해서는 간간부의 변 리더행동과 같이 장

기 인 안목에서 부하의 심리 상태를 신시키는 것보다는 인재육성행

동처럼 교육훈련을 극 으로 지원하고 직무에 한 리더의 기술과 경

험,노하우를 코칭과 멘토링의 방법으로 직 가르치고 이끌어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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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하의 임 워먼트에는 더욱 효과 일 수 있다.

2)부하의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인재육성행동

인재육성행동은 변 리더행동과는 달리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

인 직 효과를 주었다.이는 인재육성행동이 부하의 역량과 잠재력을

키움으로서 부하 스스로 함정생활에서 자기 가치를 느끼고,조직에서 자

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조직에 한 애착과 충성으로 이

어질 수 있도록 도와 다는 것을 의미한다.성문주(2010)의 연구는 인재

육성행동이 조직몰입에 정 인 향(=.335,p<.001)을 다는 기존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지만,해군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멘토링,

코칭 등의 인재육성행동이 부하의 조직충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에 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본 연구는 인재육성행동이 부하의 조

직몰입에 유의미한 정(+) 인 직 효과를 실증 으로 검증하 다.

3)조직몰입을 향상시키고,소진을 감소시키는 임 워먼트

본 연구에서는 부하의 임 워먼트를 향상시키면 결과 으로 조직몰입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군 조직을 상으로 한

연구물(김 춘,2008;이기 ,2005)뿐만 아니라 군 조직 이외의 조직을

상으로 한 연구물(강경석,2009;박혜진,최애경,2009)에서도 동일하

다.

본 연구에서 조직몰입에 유의미하게 직 효과를 미치는 변인들은 인재

육성행동,소진,임 워먼트 다.이 부하의 임 워먼트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력이 변인 간 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59,

p<.001). 한 인재육성행동과 변 리더행동이 조직몰입에 직 으

로 효과를 미치는 것 보다 임 워먼트를 매개하여 향을 미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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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효과 이었다.이는 해군함정에서 부하의 조직몰입을 이끌어내기

한 여러 가지 요인 임 워먼트가 매우 요한 변인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임 워먼트가 소진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는 군 조직,군 조직

이외의 조직을 상으로 한 연구물에서 입증되었고(권상조,2011;김정

미,2009;손해경,2011;추성주,2011),본 연구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

났다(=-.527,p<.001).특히,본 연구에서는 임 워먼트에서 소진으로 가

는 경로계수가 임 워먼트에서 조직몰입으로 가는 경로계수 다음으로 높

았다.이를 볼 때,임 워먼트는 조직몰입뿐만 아니라 소진감소에도 충분

한 역할을 한다.

4)조직몰입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소진

소진은 직무성과를 하시키고,부정 인 문제를 야기하며,직무의 효

과성과 생산성을 하시킨다.이러한 향으로 해당 조직원은 조직몰입,

직무만족,직무몰입이 감소된다(Maslach,Schaufeli& Leiter,2001).본

연구결과 역시 소진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하게 부(-) 인 향을 주었다

(=-.148,p<.01).이는 기존의 연구물을 지지하는 결과 다(박경환,

2009;이지혜,2010;최 연,2011).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다면,해군함정에서도 기존연구에서 밝힌

상과 동일한 상이 발생할 것이다.즉,장병들이 심리 으로 자아효능감

이 결여되고,냉소 이며,다른 장병과의 교감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면,직무성과와 워크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조직에서 인정받지 못

하는 장병으로 분류될 것이다.그리고 결과 으로 해당 장병은 조직에

충성심과 애착심을 갖고 조직발 을 해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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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존연구의 결과와 동일하지 않은 변인 간 계

1)부하의 소진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는 변 리더행

동과 인재육성행동

본 연구에서는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이 소진에 부(-) 인

향을 미치지만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이는 인재육성행동(멘토링,

코칭,교육훈련지원)이 소진을 감소시키는 데 유효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물들(김은희,2011;Baker,Hocevar& Johnson,2003;O'Mailia,

2010)과 변 리더행동 역시 소진을 유효하게 감소시킨다는 연구물들

(고은미,2010;Zopiatis& Constanti,2010)과는 다른 결과 다.

이를 설명하기 해서는 우선 해군함정의 환경․구조 특징을 살펴보

아야 한다.첫째,해군함정은 폭풍, 도,안개 등의 자연 인 험,항해

의 충돌,좌 ,침몰,화재와 같은 해난사고로 인한 험,함정장비의

고장이나 임무 수행 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해상근무자체가 항상

험에 노출되어 있다.한 가지 로서,1,200톤 계함의 경우 고

2m 시에 함체가 좌․우 요동을 23도, 고 3-4m 시 36도 정도로 흔들

린다.비교 잔잔한 남해의 경우 1년 기상상태 시정 2nm 이내가

280일, 고 2m 이내인 경우가 224일 정도로 고로 인해 유발되는 정

신 ․육체 어려움은 매우 크다(류재민,1994).둘째,함정근무자는 특

수임무분담표에 의해 약 20여 가지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장병

들의 1일 평균업무시간은 10시간 이상이다.1일 8시간의 당직근무에 추

가하여 각종 훈련과 정비과업,행정업무 등으로 인한 업무량의 과 으로

개인의 자유시간 휴식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김남헌,2002).셋째,항

해 의 함정은 육지와 격리되어 모든 여건이 함정자체의 범 내로 한정

되므로 활동 역이 극히 제한 일 수밖에 없다.장병들의 1인당 생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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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2-3평 남짓에 불과하여 사생활 보장이 힘들다. 한 신체 ․정신

스트 스를 해소할 수 있는 체육․문화․복지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다

(김종심,2004).이러한 함정의 특성으로 인해 장병들은 다른 직업군 보

다 스트 스와 피로도가 높게 나타난다(정복련 외,2007).이 듯 함정근

무자들은 장시간의 스트 스 상황에 노출되어 기본 으로 신체 ․정신

피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소진상태로 어들 험성이 존재한

다.

한편,변 리더행동이나 인재육성행동 자체만으로는 부하의 소진감

소에 제한 인 역할만이 가능하다.왜냐하면 그러한 행동들은 소진감소

에 정 인 향을 수 있는 함정의 환경 ․구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범 가 한정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즉,교육훈련지원,멘토

링,비 제시,배려 등의 리더행동을 통해서는 물리 인 환경변화나 기본

으로 정해진 업무량과 업무내용을 신 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리더는 부하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해서 연구결과처럼 부하의

자아효능감,자신감,동기부여 등의 정 인 심리상태를 이끌어 내는 것

이 효과 이다.즉,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이 부하의 임 워먼

트에 강한 향을 주어 부하의 내 강화가 발생되면 소진이 감소하는 결

과를 가져온다.

2)부하의 조직몰입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거나 약한

향력을 행사하는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

본 연구결과에서 변 리더행동은 조직몰입에 직 인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군 조직을 상으로 한 기존연구물 부

분이 지지하는 결과(김삼 ,2003;이형원,2003;임병환,2001)에 부합되

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군 조직과 비슷한 료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산시 공무원

조직을 상으로 한 양종호(2003)의 연구에서는 변 리더행동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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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에 유의하지 않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235,p=.116),윤

상웅(2006)역시 서울시 공무원을 상으로 한 결과 변 리더행동의

구성요소 모두 조직몰입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

를 지지하 다.이유에 해서 그들은 공무원 조직이 일반조직 보다 공

식화,집권화,경직된 문화가 더욱 강하고,리더가 제공할 수 있는 보상

의 권한이 음을 들었다.Yukl(1999)은 변 리더행동이 부하들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 하 다.즉 업무동기와 성과를 향

상시키기 한 변 리더의 행동은 상사와 고 층,이해당사자의 만족

을 하여 부하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성향이 있고,업무에 장시간

높은 수 의 감정을 몰입시키게 하는 것은 부하들로 하여 소진으로 이

어지게 한다고 보았다.이를 볼 때,변 리더행동이 부하에게 정

인 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변 리더행동이 부하의 조직몰입에 유효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본

연구의 결과는 상황특수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앞서 언 했듯이,

해군함정은 기본 으로 신체 ․정신 으로 스트 스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공간이다. 한 군 조직특성상 계질서가 엄격히 확립되어

있고,장병들은 민간부문 보다 경직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그러한

상황에서 리더가 부하에게 창의 으로 새로운 시도에 도 하기를 권하

고,부하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격려하는 등의 행동은 리더가 의도한

로 충분한 효과를 얻기 힘들 수 있다. 한 수병 등의 단기복무자의

경우,자신의 이직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리더가 가지고 있는 군

에 한 가치와 비 을 공유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진 결정에 한 리

더의 권한이 제한된 상황은 단기복무자의 조직몰입에 큰 향을 미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의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이 조직몰입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거나 정(+) (=.198,p<.01)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이는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 자체만으로는 부하의

조직몰입을 충분히 강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 다.특히 해군함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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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처럼 여러 가지의 신체 ,정신 피로도를 높이는 요인들이 복합 으

로 작용하는 상황 하에서는 장병들이 걱정,불안, 조,긴장 등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게 되고(정복련 외,2007),이러한 각종 스트 스 요

인은 조직몰입을 하시킨다(Richers,1985).따라서 각종 스트 스를 극

복하기 해서는 부하의 심리 상태를 안정ㆍ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

고,이를 통하여 부하의 조직몰입을 이끌어야 한다.

해군함정의 물리 환경은 변화의 폭이 제한되고,함정 기본임무의 조

정 역시 한정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은 조직몰입을 한

근본 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그 보다는 리더가 부하의 심리 강화를

한 극 인 개입을 고려할 수 있다.즉,효과 인 리더의 행동은 부하

의 지각된 심리 상태를 정 으로 강화시켜서 부하의 충성심을 이끌

거나,부하의 정 인 심리강화를 통하여 부정 인 심리상태를 해소시

킴으로서 결국에는 부하의 충성심과 조직에 한 애착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본 연구결과가 지지하 다.즉,변 리더행동과 인재

육성행동은 부하의 임 워먼트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부하의 조직몰입

을 고취시키거나,혹은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은 부하의 임

워먼트 향상을 통해 부하의 소진을 감소시키고,결과 으로 부하의 조직

몰입에도 정 인 향을 다.

다.소진에 한 함정근무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소진에 한 함정근무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표 Ⅴ-2〉에서 보듯

이, 체 으로 은 층의 장병들이 상 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소진이

높게 나타났고,수병들이 타 집단보다 소진이 높았다.이런 결과에 한

원인은 세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신세 가 개인주의,다양성,개방성,탈권 주의 사고를 지니

고 있는 반면 해군함정생활이 그러한 신세 의 특성을 충분히 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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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하게끔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이로 인해 생기는 구조 문제가

다른 연령에 비해 소진이 높게 나타나게 한 이유다.

둘째, 은 층의 장병들은 군 문화에 충분히 응할 기회를 갖지 못

하 다. 은 장병들은 입 한 지 수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해군문화

에 응하고,함정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요령이 부족하다.이러한

때문에 은 장병들이 해군함정에서 오는 육체 ․정신 스트 스 상황

에 하게 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집단 간의 차이에 따른 원인이다.수병집단은 타 집단과는 다르

게 징집에 의한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간부와 수병 간에는

체 으로 행동 동기부여,근무태도,소속감 등에서 수병이 간부보다

낮은 수 을 보인다(최문석,2006).이러한 차이 은 소진에 한 처방

식에서도 반 된다.즉,간부집단은 군 경력을 쌓는 한 지속 으로 함정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진에 극 으로 처하려는 자세가 강한 반

면,수병집단은 상 으로 소극 일 수 있다.다른 한편,장교집단과

외 부사 들은 해군함정이 부두에 정박할 때에는 퇴근하여 휴식할 기회

를 갖지만,수병집단은 함정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지속 으로 내생

활을 해야 한다.이러한 상황들이 은 장병들의 소진을 높이는 이유로

단된다.

다른 특성은 군 생활의 기간에 한 문제이다.승조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장병들이 가장 소진이 높게 나타났고,6개월-2년 미만에서는 소

진이 감소하 다가 2년 이상이 되면 다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다른 연구물에서는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까지는 소진이 감소하

다가 특정시기를 기 으로 소진의 정도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과

는 다른 결과 다(김자경 외,2006;Ozyurt,Hayran,& Sur,2006).

이는 함정생활에 있어서 처음 6개월 간의 심리 ․신체 충격이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개 장교와 수병은 일회의 함정근무기간이 2년을 넘

지 않으며 부사 의 경우 길어도 3년을 넘지 않는다.이를 볼 때,장병들

이 함정근무기간 17-25% 정도를 소진에 매우 취약한 상태 하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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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한다는 것이다.그 후 응기를 거치면서 소진에 한 항력이 생기

지만,2년 이상이 되면 다시 함정생활에 한 심리 ․신체 스트 스

가 되었다.

직속상 과의 함정근무기간에 따른 소진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

지 않았다.이를 볼 때,소진은 직속상 과의 근무기간의 양 계와는

상 이 없음을 알 수 있다.그 보다는 본 연구결과처럼 직속상 ( 간간

부)의 리더행동에 의한 임 워먼트가 부하의 소진에 큰 향을 미쳤다.

즉,직속상 과의 질 계 수 이 소진에 더욱 요한 요인이다.

한편,결혼여부에 해서는 기혼자(평균=2.41)가 미혼자(평균=2.70)보

다 소진이 게 나타났다(-3.177,p<.01).이는 기존연구에서도 같은 결

과를 보 다(강소 ,2005;김향옥,2004).그리고 군 지속의향에 따라서

는 지속의사가 있는 장병들(평균=2.46)이 그 지 않은 장병들(평균=2.80)

보다 소진이 낮게 나타나서(-5.682,p<.001),지속의지가 소진에 하여

극 으로 처하고 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3.결론

본 연구는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이 부하의 심리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리더의 행동(변 리더행동,인재육성행동)이 부하

의 조직몰입에 직 인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고,이 과정에서 리

더의 행동(변 리더행동,인재육성행동)이 부하의 정 심리상태(임

워먼트)와 부정 심리상태(소진)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그리고 이

러한 부하의 심리가 리더의 행동(변 리더행동,인재육성행동)과 부하

의 조직몰입 간에 어떠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 다.

본 연구는 결론 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다.

첫째,인재육성행동의 요성이다.멘토링,코칭 그리고 교육훈련지원

은 그 자체만으로 부하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효과도 있지만,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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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조직 내에서 자신감과 자기존재의 의미성을 확인하는 정 인 효

과도 제공한다. 한 리더의 인재육성행동은 부하에게 조직 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자아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는 기 를 제공해 으로써

결과 으로 부하의 충성도를 높이게 된다.

본 연구는 해군에서 지속 으로 강조되어 온 부분인 교육훈련과 멘토

링,코칭이 단지 장병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조직성과를 높이기 한 차

원뿐만 아니라 장병의 조직충성과 애착 등의 조직몰입에도 요한 요인

임을 밝혔다.따라서 리더의 인재육성행동은 개인차원에서 부하의 역량

과 잠재력을 발 시키기 한 인 자원개발 측면과 더불어서 조직차원에

서도 부하의 조직충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인재육성행동을 실천하기 해서는 해군차원의 제도 ㆍ시스템 지원

등이 필요하지만,이와 함께 해군함정 간간부를 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 로그램에 있어서 변 리더행동뿐만 아니라 인재육성행동에

한 사항도 고려되어야 한다.특히,신세 장병들이 성취지향 이며,자

기인정의 기 을 조직에서의 기여로 삼고 있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부하

의 자기계발,경력개발 등을 히 지원ㆍ독려하는 리더의 행동이 필요

하다.따라서 리더의 인재육성행동이 체계 이고 문성을 갖출 수 있도

록 련 리더십 교육 로그램을 보 ㆍ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임 워먼트의 효과성이다.본 연구는 부하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부하의 정 심리와 부정 심리를 임 워먼트와 소진으로 별하여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그 결과 리더의 변 ㆍ인재육성행동은 소진보

다 임 워먼트에 더 큰 향력을 주었고,임 워먼트는 소진보다 조직몰

입에 더 많은 향을 미치는 등 임 워먼트가 소진보다 더 큰 매개효과

를 보 다. 한 임 워먼트는 직 으로 조직몰입에 정 인 향력

을 미침과 동시에 소진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단할 때,부하가 지각하는 효능감과 직무에서 오

는 의미,부서에서 행사하는 향력은 해군함정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어

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정 인 요인이다.즉,임 워된 부하는 조



-128-

직 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조직을 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과

조직애착도가 높고,조직의 상황ㆍ구조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시

간의 신체 ·정신 스트 스를 극복할 수 있는 항력이 크다.

따라서 함정지휘부는 부하의 임 워먼트를 향상시키기 한 방법을 강

구해야 한다.이를 해서 본 연구에서는 리더의 행동을 심으로 살펴

보았지만,이외에 직무특성,개인특성,보상시스템 등을 고려한 다각 인

심과 근이 필요하다.

셋째,변 리더행동의 효과성이다.함정근무자를 상으로 한 연구

물 부분이 변 리더행동이 부하의 조직몰입에 직 으로 유효한

효과를 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으나,본 연구결과에서는 변 리더

행동이 부하의 조직몰입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았고,임 워먼트

를 경유하거나 임 워먼트와 소진을 경유하여 부하의 조직몰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함정의 간간부가 변 리더행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부하

의 조직몰입을 보장할 수 없고,변 리더행동이 부하의 임 워먼트를

충분히 향상시키고 있는지 지속 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소진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측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리더의 행동들이 소진에 직 효과를 주지는 않았

다.그러나 소진은 부하의 조직몰입에 유의미하게 부정 인 향을 미치

는 요인이었다.

조직몰입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소진을 해소하기 해서는 소진에

한 근을 달리해야 한다.즉,소진은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

제가 아닌 조직 체의 문제로 인식하여야 한다.Van Dierendonck et

al.(1998)은 소진을 극복하기 한 방법으로 직무불일치 상태를 해결하는

등의 구조 지원과 병행하여 직장 내 상호간의 공평ㆍ평등의 계를 구

축하기 한 교육 로그램 도입을 제시하 다.함정지휘부는 함정근무자

가 겪고 있는 소진에 한 더 많은 심과 함께 본 연구가 제시한 임

워먼트 향상 방법 이외에 소진을 방ㆍ감소시키기 한 다양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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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도입과 조직차원에서의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천 의의와 학문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실천 의의로서 첫째,인재육성행동의 효과성에 한 실증

인 입증을 하 다.해군조직에서 미래의 첨단 력 운용과 군 신의

동력을 이끌기 한 인재육성에 한 강조는 「해군비 2030」,「해군

신운동」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이를 해 재 해군에서는 조직차원

의 교육훈련 로그램 개발 정책이 선행되고, 하부 각 층의 리더

들이 부하들에게 교육훈련 지원을 하고 있다. 한 「‘12년 해군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는 리더의 멘토링,코칭 등의 활성화를 명문화하여 인재

육성과 병 문화 신을 달성하고자 하 다.그러나 이러한 각종 해군정

책들이 실제로 부하들에게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한 실증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본 연구는 간간부의 인재육성

행동이 부하의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고 있음을 실증 으로 밝

혔다.

둘째,군은 장병들의 소진에 한 심과 처방안에 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지 까지는 규범 인 측면에서 군의 최고덕목 하나가

희생이라 생각하여 심리 압박과 각종 스트 스는 개인이 참아야 되는

몫으로 여기는 분 기가 없지 않았다.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처럼 이러

한 개인 문제가 조직의 충성도까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병들이 겪는 소진을 극 으로 완화 방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환기시켰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본 연구의 모형은 해군함정의 맥락뿐만 아니라 공공/민간부문

조직에도 충분히 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본 연구의 주요한 변인들,

즉 변 리더행동,인재육성행동,임 워먼트,소진,조직몰입은 군 조

직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서도 용되고 나타날 수 있는 상들이다.

조직들은 최근 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응하고,이직률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부하직원들의 조직몰입을 높이고,직장 내 발생하는 소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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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기 해서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조직몰입과 소진을 이끌어내

는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임 워먼트가 요한 요인 하나임을 밝혔

고,리더의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이 부하의 임 워먼트에 충

분히 효과를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다만,본 연구에서는 해군함정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임 워먼트

와 조직몰입에 있어서 인재육성행동이 변 리더행동 보다 효과 으로

나왔지만,각 조직특성에 따라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의 효과

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해당 조직에 맞는 리더행동 방식을 도출

할 수도 있다.

넷째,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은 직 으로 혹은 임 워먼트

와 소진을 경유하여 부하의 조직몰입에 정 인 향을 미쳤다.조직몰

입이 조직효과성 검증의 유효한 척도 의 하나라는 것(Becker,1992;

Hunt& Morgan,1994;Wood& Albanese,1995)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해군함정에서 간간부의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이 조직효과성

을 향상시키는 요인임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학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교육학 측면에서 리더의 역할을 인재육성행동으로 확장하여

악하 다.기존의 비슷한 개념인 학습리더십은 변 리더십과 측정

구성요소에서 일부 복되어 개념 의미가 첩되는 면이 있었다.그러

나 본 연구는 인재육성행동의 구성요소를 학습지원리더십,변 리더

십과는 차별된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분리하 다.즉,인재육성행동

코칭과 교육훈련지원은 부하의 역량과 기술향상을 하여 변 리더행

동(지 자극)과는 달리 직 인 지도와 교육에 을 두었다.한편,인

재육성 행동 멘토링은 역할모형 보다는 부하의 심리 안정에 을

두어서,학습지원리더십과 변 리더행동(카리스마)의 역할모형과 구분

하 다.

그리고 본 연구는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의 개념 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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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부하의 심리에 미치는 향 효과성의 차이를 검증하 다.

둘째,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이 부하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어떠한 부하의 심리 과정을 거치는지에 해서 기존 연

구물 보다 종합 인 내용으로 검증을 하 다.즉,리더의 행동이 부하의

조직몰입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하의 정 심리와 부정 심리를 동시

에 매개변인으로 둠으로서 기존의 연구물 보다 부하의 심리변화 과정을

구체 으로 악하 다.

셋째,해군뿐만 아니라 육ㆍ공군을 상으로 소진을 연구한 실증연구

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소진과 다른 변인들과의 계 분석,

인구통계학 특성을 분석 하여 향후 련연구에 한 기 자료를 제공

하 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에서는 변 리더행동이 부하의 조직몰입에 직 으

로 유효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변 리

더행동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 인 향을 다는 것과는 다른 결

과 다.이런 결과의 주요 원인 하나는 함정특성과 군 조직특성이 복

합 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상으로 단된다.이를 볼 때,변 리더

행동의 향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연구 상을 해군함

정과 비슷한 상황의 조직으로 확 하여 살펴보고,이러한 결과가 일반화

될 수 있는 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민간부문조직에도 본 연구모형을 용하여 변 리더행동과

인재육성행동이 임 워먼트,소진,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성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변 리더십만을 선택하여 연구하 지만,향후

연구에서는 거래 리더십을 포함하여,변 리더행동,거래 리더행

동,인재육성행동이 부하의 심리 변인들 간의 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특수한 상황에 있는 조직에서는 거래 리더행동이 오히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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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는 지 (Bass,2008)에 따라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셋째,본 연구는 리더의 행동이 부하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과정에

한 검증을 심으로 이루어졌다.그러나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 간의 상

호작용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향후에는 리더와 부하와의 교환 계 속에

서 리더의 심리상태 변화과정을 고찰하는 연구 역시 필요하다.

넷째,군 조직 내 소진에 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최근의

연구를 보면,소진은 고객과의 면 이 많은 서비스업,의료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이다.이에 따

라 여러 가지 직업 종사자를 상으로 소진에 한 원인과 특성,결과

등을 체계 으로 연구하고 있다.군 조직 역시 소진을 유발할 요인이 존

재하는 상황에서,이를 극 으로 방하고 감소시키기 한 다양한

근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리더와 부하간의 계에서 상황조건 변인들(조직구조,환경

요소,리더와 부하간의 심리 거리,직무형태 등)은 리더십의 효과성에

미치는 요한 변인들이지만,본 연구는 리더의 행동에 따른 효과성에

을 맞춘 만을 다루었다.특히,리더의 행동들 변 리더행

동과 인재육성행동에 한정하 다.

둘째,본 연구자가 함정에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함정근

무자들이 설문작성을 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함정근무자들은 설문작성공간을 이탈하여 작성하

는데,이러한 불리한 이 설문지에 한 검사 시 불성실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요한 원인 하나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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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그

지

않

다

그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다

매

우

그

다

1)나의 직속상 은 자신과 같이 근무하는

것에 해 자부심을 갖도록 해 다.
① ② ③ ④ ⑤

2)나의 직속상 은 부서(분 /직별)의 이익

을 하여 자신의 개인 욕심을 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3)나의 직속상 은 원들의 존경을 받도록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4)나의 직속상 에게는 강인함과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나의 직속상 은 자신의 군 직업에 한

가치와 신념을 부 원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6)나의 직속상 은 목 의식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7)나의 직속상 은 의사결정시 도덕 ㆍ윤

리 인 기 을 요시 한다.
① ② ③ ④ ⑤

8)나의 직속상 은 부서(분 /직별)의 공통

임무를 요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9)나의 직속상 은 나의 미래에 해 정

으로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0)나의 직속상 은 내가 임무를 완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확히 지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1)나의 직속상 은 부서(분 /직별)임무

의 목표를 명료하게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다음은 귀하의 1차 직속상 (부서장,분 장,직별장)이 하

는 행동에서 느껴지는 귀하의 솔직한 감정에 해 묻는 항목입

니다.해당하는 번호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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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나의 직속상 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는 확신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13)나의 직속상 은 나의 직무 요한

사항이 올바로 처리되고 있는지 검한다.
① ② ③ ④ ⑤

14)나의 직속상 은 문제를 해결할 때 다양

한 을 모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15)나의 직속상 은 내가 직무를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6)나의 직속상 은 나의 직무에 필요한 기

술과 지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시간을

할애한다.

① ② ③ ④ ⑤

17)나의 직속상 은 나를 단지 부서(분 /

직별)의 한 구성원이기 보다는 인격체로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나의 직속상 은 다른 원들과 구별되

는 나만의 차별성을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9)나의 직속상 은 나의 경력개발(단기․

수병의 경우: 역 후 사회생활)을 하여

교육/훈련참가를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20)나의 직속상 은 함정 내․외에서 실시

하는 각종 교육/훈련에 한 정보를 제공한

다.

① ② ③ ④ ⑤

21)나의 직속상 은 나의 역량개발을 해

교육/훈련 참여를 장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22)나의 직속상 은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

한 내용을 실제 직무수행에 용하도록 권

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23)나의 직속상 은 나의 경력개발(단기․

수병의 경우: 역 후 사회생활) 승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지식,경력을 쌓는

업무를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4)나의 직속상 은 내가 상 자나 다른 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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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그

지

않

그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다

매

우

그

다

서와 하는 빈도를 증가시켜 조직의 다

른 원들에게 나의 존재를 알릴 수 있도록

도와 다.

25)나의 직속상 은 나의 경력목표(단기․

수병의 경우: 역 후 사회생활)를 달성하기

한 구체 인 략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26)나의 직속상 은 내가 함정생활의 어려

움을 직속상 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27)나의 직속상 은 직무지도시 한

를 제시하여 내가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8)나의 직속상 은 내가 직무수행에 효과

인 행동을 하면 이에 해 즉각 인 피드

백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9)나의 직속상 은 직무수행 시 내가 직무

를 보다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30)나의 직속상 은 직무수행 시 문제에

한 해결책을 바로 알려주기보다 내가 스스

로 해결책에 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31)나의 직속상 은 나의 직무목표가 부서

의 목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알려 다,
① ② ③ ④ ⑤

2.다음은 함정직무에서 드는 귀하의 솔직한 생각을 묻는 항목

입니다.해당하는 번호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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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2)내가 맡고 있는 직무는 내게 요한 의

미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33)나의 직무는 나의 경력 리(단기․수병

의 경우: 역 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것

이다.

① ② ③ ④ ⑤

34)나의 직무는 우리 부서(분 /직별)에

요한 의미를 지닌다.
① ② ③ ④ ⑤

35)나는 나의 직무를 성공 으로 수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6)나는 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잘 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7)나는 내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나의 직무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

는 일과들로 이루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39)나는 나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방법과

차를 결정하는데 자율성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0)나는 나의 직무를 수행할 때 시간분배,

장비․도구사용 등의 자원활용에 한 재량

권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41)나의 직무는 부서(분 /직별)에 큰 향

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42)나의 업무결과는 부서(분 /직별) 원

들에게 큰 향을 다.
① ② ③ ④ ⑤

43)나는 부서(분 /직별)에서 발생하는 일

에 해 큰 향력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4)부서(분 /직별)의 회의에서 나의 의견

은 요하게 다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3.다음은 함정직무에서 느끼는 귀하의 솔직한 감정에 해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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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그

지

않

다

그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다

매

우

그

다

45)나는 나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6)나는 나의 직무를 효과 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7)나는 부서(분 /직별)에 기여를 하고 있

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8)나는 재의 직무에서 국방의무의 가치

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9)나는 직무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

과 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0)나는 직무상에서 무언가 성취했을 때

기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1)나는 직무를 마치고 일과가 끝날 무렵

에는 심신이 완 히 지쳐있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2)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서

으로 지쳐있다.
① ② ③ ④ ⑤

53)함정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된다는 사

실이 나를 긴장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54)나는 아침에 일어나 일과를 시작할 생

각만 하면 피곤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5)나는 직무로 인하여 승조 기보다 정

서 으로 지쳐있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6)나의 직무 기여도에 해서 더욱 냉소 ① ② ③ ④ ⑤

는 항목입니다.해당하는 번호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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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되었다.

57)나는 재 맡은 직무를 시작한 이후로

직무에 한 흥미를 잃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8)내 직무의 요성이 의심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59)나는 내 직무를 수행할 때 과거보다 소

극 이다.
① ② ③ ④ ⑤

60)나는 내 직무에만 충실하고 다른 일로

방해받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그

지

않

다

그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다

매

우

그

다

61)나는 함정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62)나는 함정의 임무완수를 하여 상사가

기 하는 것 이상의 노력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3)나는 함정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4)나는 자신보다 함정을 해서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65)나는 내가 소속된 함정에 하여 지인

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비 사항

제외).

① ② ③ ④ ⑤

66)나는 함정에 한 충성심이 낮다고 생 ① ② ③ ④ ⑤

 

4.다음은 함정이라는 조직생활에서 느끼는 귀하의 솔직한 감

정에 해 묻는 항목입니다.해당하는 번호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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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67)나는 함정을 한 어떠한 임무가 주어

져도 받아들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8)나는 함(정)장 복무방침을 으로 지

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69)함정 내 원들은 내가 직무를 수행하

는데 힘을 북돋아 다.
① ② ③ ④ ⑤

70)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것이 많

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71)나는 내가 소속된 함정의 월간․연간

계획에 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귀하는 연령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① 만 20~25세 ② 만 26~30세 ③ 만 31~35세 ④ 만 36~40세

⑤ 만 41~45세 ⑥ 만 46세 이상

2.귀하의 결혼 여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혼 ② 미혼

3.귀하의 계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① 장교

①-1:소령 ①-2: ①-3: ①-4:소 ①-5:

② 부사

②-1:원․상사 ②-2: 사 ②-3:하사

③ 수병

③-1:병장 ③-2:상병 ③-3:일병 ③-4:이병

4.귀하의 최종학력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졸 ② 재 ③ 졸 ④ 학원 재학 혹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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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귀하의 1차 직속상 과 함께 근무한 기간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6.귀하의 군 복무 년수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① 1년 미만 ② 1년이상 ~2년 미만 ③ 2년 이상 ~5년미만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15년 미만 ⑥ 15년 이상 ~

7.본 함정에서의 승조기간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8.귀하의 복무 구분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장교,부사 만 해당).

① 장기 ② 복무연장 ③ 단기

9.귀하는 군 생활을 계속할 의향이 있습니까?(장교/부사 :장기복

무,수병 :신분 환)

① ② 아니오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군 생활이 여러분

인생에 커다란 보람이 되길 기원합니다.





-167-

Abstract

TheeffectofNavalshipstem-staff’s

transformationalbehaviorandtalent

developmentbehavioronsubordinate’s

organizationalcommitment

:Themediatingofsubordinate’sempowerment

andburnout

KukKunKim

DepartmentofEducation,LifelongLearn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Inaconstantlychangingera,themodernmilitaryleadermustadopt

new skills and knowledge thatrequire them to effectively instill

steadfastloyaltyandcompetency ofsubordinates. Military leaders

impactnew generationsofrecruitscontinuallysuchastheMillenial

generation soldiers oftoday. The role ofleadership extends to

helpingtherecruitsadapttothemilitaryenvironmentanddeveloping

selfesteem andefficacyintheorganization.

Accordingly,the leadership roles of the Navalships unit

possessessimilarcharacteristicsoftheotherarmedforces.However,

differences in structuraland environmentalcharacteristics exists.

Activedutyatsea,variousassignmentsthatarisewhileonboardthe

ship,constantfacetofaceinteractionwhileonduty,intensifythe



-168-

leaders’roles.Specifically,due to the limited space ofthe work

station,stem staffhave more interaction with theirsubordinates

resultinginhavingamoreprofoundinfluenceonthem.

Thisstudysetsouttoshow Navalshipsstem staffs‘behavioral

effectsonsubordinatesorganizationalcommitment.Whilestudyingthe

developmentofthe subordinates organizationalcommitment,stem

staffsleaders‘behaviorswereexamined to show theireffectson

subordinatesoptimisticstateofmind and negativestateofmind.

Results indicate the subordinates psychological state of mind

demonstrated a role in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independentvariables used were transformationalleaders’behavior

and talentdevelopmentbehavior.Thedependantvariablewasthe

subordinates’organizationalcommitment.The mediating variables

wereempowermentandburnout.

A surveywasdistributedtoagroupoffour,firstandsecond

classNavalshipsthirteenPKM (smallbattleships). Fivehundred

thirty soldiers stationed aboard the ships were surveyed.Four

hundredandtwentyoneofthesurveyswereobtainedandanalyzed.

Thisstudy‘ssummaryisrecordedbelow:

First,talentdevelopmentbehaviorhadadirectpositiveeffecton

subordinates’organizationalcommitment.However,transformational

leaders’behaviordidnothaveanysignificanteffectsonsubordinates’

organizationalcommitment.

Secondly,transformationalleaders’behaviorhadadirecteffect

on the subordinates’empowerment.Empowermenthad a positive

effectonorganizationalcommitment.But,thetransformationalleaders’

behaviorwasnotasignificantfactorin influencing organizational

commitment.Asaresult,empowermentservedasafullmedi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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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between transformationalleaders’behaviorand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stem staffs' talent development behavior positively

impacted subordinates’empowerment,Moreover,empowermenthada

positiveinfluenceonorganizationalcommitment.Talentdevelopment

behaviorwassignificanttoorganizationalcommitment.Asaresult,

empowermentwasshowntohaveapartialmediatingeffectbetween

talentdevelopmentbehaviorandorganizationalcommitment. Talent

developmentbehavior'sinfluencingroleonempowermentwasmore

significantthantransformationalleader'sbehavior.

Fourth,empowermenthadasignificantlynegativeeffectonthe

subordinate’s burnout. Burnout caused a nega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Empowerment was significant to

organizationalcommitment.As a result,burnoutdemonstrated a

partialmediating effectbetween empowerment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ifth,empowermentand burnouthadadual-mediating effect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 behavio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Also,empowermentandburnouthadadual-mediating

effect between talent development behavio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study’simplicationisasfollows:

First,talentdevelopmentbehaviorisameaningfulfactorinthe

Naval organization. Talent development behavior affected

empowermentmorethanthetransformationalleader'sbehavior'srole.

And talent development behavior directly impacted subordinates'

potentialfordevelopment.andhadadirecteffectonsubordinates'

organizationalcommitment.Talentdevelopmentbehaviorsupports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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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ofthesubordinate'spotentialandabilitywithdirectguidance.

Asaresult,theorganizationalloyaltyofthesubordinatesisdeepened.

Second,empowermentis another meaningfulfactor.In this

study, empowerment was the most powerful variable. The

empowerment variable had a high effect on reduced burnout.

Accordingly,an empoweredsubordinaterecognizeshisefficacyand

self-value in the organization, improves his organizational

commitment,andreducesburnoutwhichmightoccuronduty.

Third,theinfluencingrolefrom leader’sbehaviorsonburnout

were non-significant, and burnout had a minor effect on

organizationalcommitment. While,burnout appeared to be an

influencingfactorinnegativelyeffecting organizationalcommitment.

Therefore, Naval ship’s command needs to implement various

programsforreducingburnout.

Thisstudy’smeaningfulnessisasfollows:

Practicalmeaningfulnessisafollows:First,talentdevelopment

behavior was verified through an empiricalstudy in the Naval

organization.Secondly,variablesin thisstudy areseen in general

organizations,So this study’s modelcould extend to apply to

civil/public organization.Thirdly,the Navalorganization has to

establish a commitment in reducing burnout with a variety

perspectives.

Academicmeaningfulnessisasfollows:First,aleader'srole

wasextendedtoaffectthetalentdevelopmentofasubordinatefrom

an educational perspective. Secondly, this study examined the

subordinate'soptimisticmentalattitudesandnegativementalattitudes

inconjunctionwithorganizationalcommitmentinfluencedbyleader's

behaviors. Few empiricalstudieshavebeendonecomprehensibly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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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ing subordinate's psychological state of mind to impact

organizationalcommitment.Thisstudyrevealedtheimpactofmental

attitudes to reach subordinate's organizationalcommitment more

acutelythanpreviousstudy's.Furthermore,theburnoutvariablein

whichthisstudyexaminedcanbeusedintheNavaldatabasefor

futurestudies.

keywords:Navalshipstem-staff,transformationalleader'sbehavior,

talent development behavior, organizational commitment,

empowerment,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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