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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상담 관점에서 조직 팀장들이 리더십 유연성

을 갖는데 걸림돌로 경험하게 되는 저해요인을 인지도식에 기반하여 탐

색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팀장들을 대상으로 인터

뷰를 실시하여 이들의 인식 속에서 나타나는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특성들을 추출한 후,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차원과 군집, 그리고 각 저해요인이 팀장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

에 대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예비연구를 통해 65명

의 기업 팀장들에게 리더십 유연성 검사(LVI)를 실시하여 개별 결과보고

서를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였다. 이는 인터뷰 참여자를 선정하는 데 있

어서 연구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구대상인 기업 팀장들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면을 고려하여 이들 대상과의 연결성을 확보하

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다. 이들 65명 중 기업의 형태, 규모, 검사결과 등

을 고려하여 인터뷰 대상을 선별한 후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동의한 30

명의 기업 팀장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때, 인터뷰는 1차적으로 연

구의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지만 한편으로, 참여한 팀장 입장에서는 자신

의 리더십에 대한 전문가(연구자)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단회상담의 성격도 내포하였다.   

보통 개념도 방법에서는 직접적인 형태의 한 가지 초점질문을 통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인식을 연구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은 인지도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적인 형태의 한 가지 질문으로 도출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

서, 인지도식을 밝히기 위한 일련의 가정적 질문을 구조화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때의 가정적 질문은 인터뷰 대상자가 자신의 인지도식에

서 벗어나는 상황에 대해 가정하게 함으로써 인지도식에서 벗어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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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는 저해요인이 전면에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목

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성격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련의 가정적 질문들을‘상자 밖 질문(Out of the Box Questions; 

OBQ)’이라고 명명하였다. OBQ를 비롯한 인터뷰 구조화 과정은 전문가

와 파일럿 인터뷰를 통해 검토 받아 수정 ․ 보완 절차를 거쳤다.  

기업에 녹음기 반입이 불가한 경우와 녹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24명의 인터뷰 내용이 축어록으로 제작되었고, 연구자를 포함한 

4인의 박사수료 이상 전문가들이 모여 축어록과 인터뷰 기록지에서 리

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내용을 합의 ․ 추출하였다. 추출한 내용은 인지

도식을 반영하는‘…하면(맥락) …일 것 같아서(예상)’의 통일된 형태로 

변환되었다. 그렇게 해서 170개의 저해요인 진술문이 만들어졌고, 이 진

술문들을 핵심어를 중심으로 종합 ․ 편집 ․ 정리하여 최종 44개의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이 도출되었다. 44개의 진술문이 9cm×4cm 크기의 카드

로 제작되어 42명의 기업 팀장들이 이에 대해 유사성 분류 및 각 저해

요인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을 하였다. 

기업 팀장들이 인식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다차원척도 분석과 차원상의 좌표값을 기준으로 한 Ward 방식의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2개의 차원과 6개의 군집을 도출하였다. 맥락과 

저해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로축인 1차원은‘성과초접–관계초

점’차원, 세로축인 2차원은‘조직초점-자기초점’차원으로 그 성격이 

해석되었다. 군집은 1사분면부터 시계 방향으로 군집 1‘위임/주도 방식

-조직(팀) 저해’(9개), 군집 2‘관리통제/관망 방식-성과저해’(5개), 군

집 3‘도전여부-자기위험’(6개), 군집 4‘자기노출 여부-자기상 손

상’(5개), 군집 5‘부드러운 태도/센 태도-관계 부작용’(14개), 군집 

6‘압박/지원 태도-조직저해’(5개)로 명명되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이 팀장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저해요인 개별로는‘부하직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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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을 가한다고 그만큼 성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와‘장기적인 관

점에서 보려고 하면 당장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가 

가장 영향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싫은 소리를 하거

나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직원이 상처받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 

같아서’, ‘내가 직접 하면 성과가 더 날 것 같고 그게 회사나 팀 전체

에도 더 좋을 것 같아서’, ‘꼼꼼하게 일일이 관리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서(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가 동일한 점수로 뒤를 이

었다. 군집별로는 군집 2 ‘관리통제/관망 방식-성과저해’(3.07점)와 군

집 1‘위임/주도 방식-조직저해’(2.87점)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게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군집은

‘압박/지지 태도-조직(팀)저해’군집(2.62점)과‘도전여부-자기위험’(2.64) 

군집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상담이 상담의 장점을 기반으로 기업 내에서 조직적 

측면에 개입해 가야하는 역할에 대해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인지도식이라

는 심리적인 개념을 리더십 설명에 적용하여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대해 귀납적으로 탐색하였고 이는 상담학의 외연을 확장하였다는 데 의

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내

용, 차원, 그리고 군집결과들은 조직 팀장들을 대상으로 상담 또는 코칭

을 하고자 하는 현장 전문가들에게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유용한 시각과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어: 인지도식, 리더십, 유연성, 기업상담, 개념도

⃞ 학  번: 2008-3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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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기업상담과 리더십, 특히 리더십 유연성(flexibility), 그리

고 변화기제(mechanism)로서 인지도식(schema)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해 

있다. 리더십 유연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입이 효

과적인지 그 기제와 과정(process)이 보다 명료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리더십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인지도식의 

개념을 적용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인지도식이 지도(map)와 같은 

기능을 함으로 인간의 행동을 효율적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갖기도 하지

만(Baldwin, 1992; Markus & Zajonc, 1985), 일단 형성되면 그 안정적인 

성격으로 인해 때때로 왜곡되고 경직된 방식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Young, Klosko, & Weishaar, 2003) 점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 팀장들의 관점에서 리더십 유연성을 저해하

는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탐색적으로 밝히고, 기업 팀장들이 

인식하는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차원과 군집을 규명하며, 기업팀장

이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을 인식할 때 부여하는 상대적 영향의 정도가 

어떠한지 확인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연구결과로서 마련되는 기초 자

료는 추후 리더십 유연성을 증진하는 개입연구 및 리더십 교육 ․ 상담의 

기반이 되는 참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논하고자 한다. 첫째, 왜 리더십인가? 기업상담은 그 목적에 있

어서 개인을 강조하는 데서 나아가  조직에도 가치가 있는 상담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Carroll, 1996), 조직 내 다양한 층에 대해 보다 확충된 개

입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Gerstein & Shullman, 1997). 이런 의미에서 리

더십은 조직의 성과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Kaiser, Hog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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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ig, 2008)으로 상담(코칭)과 교육을 통해 조직의 리더들이 좋은 리더

십을 갖도록 하는 것은 성공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나 조직 구성

원을 위해, 나아가 조직 전체의 성과와 분위기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기업상담 내에서도 리더십 상담(코칭, 컨설팅)이 조직변화에 상담

이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으로서 연구자(Carroll, 1996)에게나 현장

의 기업 상담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류희영. 2008). 따라서, 이러한 인식

과 필요 위에 리더십 상담 관련 경험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왜 리더십 유연성인가? 최근 리더십 연구에서 리더십 유연성

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리더십 유연성은 서로 경쟁적인

(competing) 혹은 서로 상반되는(opposite) 가치나 요구 사이에서 상황의 

필요에 맞게 조절하는(flex) 균형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Kaplan & 

Kaiser, 2006). 리더십 유연성은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기업

이 외부의 위협을 이겨내고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Staw, 

Sandelands, & Dutton, 1981; Yukl & Mahsud, 2010). 실제 우량기업이었

던 회사들이 빠른 시대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례

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리더들이 갖는 리더십 유연

성은 조직의 혁신적 관리에 중요한 요소이다(McAdam & McClelland, 

2002). 이러한 유연성은 나아가 오늘날 기업에서 핵심가치로 강조되는 

창의성과도 연결된다(Luthar, 2003). 

리더의 수직적 ․ 수평적 포지션에 따라 리더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역할이나 역량들이 달라진다는 여러 연구들(Charan, Drotter, & Noel, 

2001; Mumford, Campion, & Morgeson, 2007; Yukl & Lepsinger, 2004)도 

리더십 유연성의 중요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리더십 유연성은 리

더십에 요구되는 다중 역량들을 포괄하여 포지션과 상황에 맞게 조절하

는 역할을 하는 메타역량(Norton, 2010)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셋째, 왜 인지도식에 기반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인가? 인지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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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연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은 상담 및 심리 분야에서 이론

적 ․ 경험적으로 이미 많은 연구들(Elliot & Lassen, 1997; Young, Klosko, 

& Weishaar, 2003)을 통해 확인되어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

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리더십 연구에서도 인지도식을 통해 리더십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암묵적 리더십 이론

(Hollander & Jullian, 1969)에 의하면, 사람들은 리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사전 지각(preconception)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리더유형에 

대한 인지도식이 되어 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리더십을 평가하게 된다

고 하였다. Lord와 Emrich(2000)는 리더 개인과 팀원 간 지각의 차이를 

인지도식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면서 이러한 연구에 대해‘혁신’이

란 언급을 하기도 했다. 또, ‘추론의 사다리(ladder of inference)’개념

은 관리자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 지각할 때 자신만의 독특한 사고모델

(mental model)이 있어서 이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본다는 것으로, 

Senge 외(1994)는 이 개념을 통해 리더십에 있어서 왜곡된 신념체계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기존에 리더십 유연성 연구들은 주로 그 중요성을 밝히고 관련 변인

들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리

더십 유연성과 관련 있는 변인으로는 인지적 복잡성과 시스템적 사고

(Senge, 1990),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과 사회지능(Zaccaro 외, 1991), 정서

지능(Goleman, 2000), 자신에 대한 자각(self-awareness; Zaccaro, Foti, & 

Kenny, 1991), 학습 및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Argyris, 1991) 등

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리더십 유연성의 중요성과 그 

성격에 대해 설명해 주지만 보다 효과적인 리더십 개발을 위해 참조가 

되는 구체적인 변화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인지도식의 개념을 적용하여 리더십 유

연성을 보고자 하였고 특히, 인지도식의 역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개입의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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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내담자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담의 본질을 

고려할 때, 변화시킬 수 없는 원인 중심의 설명이 아니라 상담자가 제공

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를 찾는 방향으로 상담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창대, 2009)는 문제의식에서 나온다. 이러한 관점은 타 학문에서 이루

어져 온 리더십 유연성 연구를 발판으로 상담 영역에서 변화에 초점을 

둔 시각을 새롭게 더함으로써 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왜 기업의 팀장인가? 이는 팀 기반 구조의 증가로 팀장의 역

할이 강화된 기업의 변화 및 기업상담의 예방 ․ 발달적 목적과 관련이 

있다. 최근 기업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팀 기반 구

조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Wendt, Euwema, & Emmerik, 2009). 이러한 

변화는 조직관리가 일차적으로 팀을 관리하는 것이고, 리더십 행동이 팀 

효과성과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리더십에 시사한다(Day, 

Groom, & Salas, 2006). 팀장의 역할은 이러한 변화된 조직 속에서 팀 조

직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김장원, 2006). 

한편, 인지도식은 상담관계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이미 유용하

게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 그것이 왜곡될 때 현실에서 적응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반복된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 상담에서는 임상적 증후를 보이

거나 만성적인 성격문제를 가진 내담자들에게 주로 초점을 두어 인지도

식을 적용하였다(Young, 1990; Young, Klosko, & Weishaar, 2003). 내담

자들은 상담과정을 통해 자신의 패턴화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도

식에 대해 발견하게 되고 이에 대한 자각과 심층적인 의미의 통찰, 그리

고 연습을 통해 왜곡된 인지도식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

운 행동을 학습해 간다. 

이와 같은 과정은 인지도식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현상인 만큼,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가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뿐 아니라 잘 기능하고 있는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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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도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잘 기능할 뿐 아니라 치열한 

기업 현장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은 팀장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효과적인 리더십의 개발을 촉진하는 예방 ․ 발달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된다. 최근의 상담이론(Hayes, 2004; Marra, 2005) 역시 이러한 흐름과 일

치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다섯째, 왜 기업 팀장의 인식인가? 기업 팀장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들이 팀장의 역할에 대해 규명하고 강조하지만(Zaccaro, Rittman, & 

Marks, 2001), 이는 조직이라는 전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지 정작 팀

장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람의 변

화를 유도하는 상담자의 개입은 결국 내담자가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현

상학적 이해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리더십 

상담을 위해서는 대상의 내면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또, 리더

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궁

극적으로는 리더십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검증되어 나가야 하

겠지만, 추후 개입 연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축적이 중요한 

단계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방법을 통해 기업 팀장

의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을 탐색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개념도 방법에 따라 국내 기업

의 팀장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내

용을 추출하고, 기업 팀장들이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에 대

해 다차원척도 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기업 팀장들의 인식에 근거

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구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적 관점에서 리더의 역할과 역량을 강조했던 기존 연

구들과 달리 리더의 관점에서 경험하는 내용을 탐색적 ․ 귀납적으로 접

근하여 밝혔다는 점, 팀장급을 대상으로 경험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기업

상담이 조직적 측면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상담학의 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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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에 기여했다는 점, 그리고 변화의 기제로 삼을 수 있는 인지도식의 

개념을 적용하여 리더십 유연성 향상을 위한 개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내용, 차원, 그리

고 군집결과들은 기업 팀장을 비롯한 조직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상담하

거나 교육하고자 하는 전문가 및 수련생들에게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기

초자료로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 팀장

들이 자신과 자신의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준거가 되는 자료로도 활용할 

만하며, 후속 개입연구를 위한 근거자료로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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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 팀장들이 리더십 유연성을 갖는데 걸림돌로 

경험하게 되는 저해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탐색적으로 밝히고, 기

업 팀장들의 인식에 근거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구조를 차원과 

군집을 통해 확인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기업 팀장들은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을 어떠한 구조로 

인식하는가? 

1-1. 기업 팀장이 인식하는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내용은 무

엇인가?

1-2. 기업 팀장이 인식하는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차원과 군

집은 무엇인가?

1-3. 기업 팀장이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을 인식할 때 부여하는 

상대적 영향 정도는 어떠한가?



- 8 -

3. 용어의 정의

1) 조직 팀장

오늘날 기업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팀 기반 구

조의 증가이다(Wendt, Euwema, & Emmerik, 2009). 팀 제도가 도입된 배

경에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조직구

성원에 대해서도 자율적이고 개성적인 조직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는 면이 작용한다. 개인 업무구조에서 팀워

크로 전환되는 경향은 조직관리가 일차적으로 팀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점과 리더십 행동이 팀 효과성과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리더

십에 시사해준다(Day, Groom, & Salas, 2006). 팀장의 역할은 팀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김장원, 2006).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기업 팀장을 연구대상으로 삼았

다. 본 연구에서 기업은 사기업과 공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

다. 사기업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포함되었고, 공기업은 공사와 정부

지원 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팀장의 직급은 대부분 부장이고, 차장

이나 임원이 예외적으로 일부 포함되어 있다. 팀장보다 상위의 리더 4명

을 제외하면 직책상 모두 팀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직 팀장의 개념은 사기업과 공기업에서 최소 팀원 3명 이상을 관리하

는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를 뜻한다. 

2) 리더십 유연성(Leadership Flexibility)

유연성은 일반적으로‘생각이나 행동이 꽉 막혀 있거나 어느 한 가

지 생각에 매달려 있지 않고 융통성 있게 여러 각도로 돌려 생각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따라서, 유연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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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잘 대처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유연성은 리

더십에도 적용이 되는데 리더십 학자인 Yukl(2004)에 의하면, 좋은 리더

는 그들이 다루게 되는 사람과 일에 따라 직관적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변환시킬 수 있는 유연한 리더십을 보인다. 

리더십 유연성은 리더가 자신의 행동반응을 상황적 필요에 맞게 조

절하는(flex) 능력으로, Kaplan과 Kaiser(2010)는 이를 리더십 균형

(versati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기꺼이 변화

하고 도전적인 환경에 적응해가는 역량(Georgsdottir & Gets, 2004)이나 

경험에서 기꺼이 배우고자 함으로써 새로운 조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

는 것을 학습하는 능력(learning agility)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Meuse, 

Dai, & Hallenbeck, 2010). 요컨대, 리더십 유연성은 때로는 상반되어 보

이는 여러 다중 요소들을 포괄하여 시의 적절하게 균형적으로 조절하는 

메타역량(meta-competency; Norton, 2010)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여러 정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더십 

유연성의 의미를‘기업 팀장이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이는 기존에 팀장

에게 성과를 가져다주었던 방식이기도 하다-을 때때로 바꾸어야 할 필요

를 느낄 때,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하는 행

동’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3) 저해요인 

본 연구에서 저해요인이란 기업 팀장이 리더십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때, 즉 기존에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새롭

게 시도해야 할 때 팀장의 내면에서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어떤‘예상’(expectation)을 의미한다. 이 예상이 곧 인지도식(schema)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의 예상이 그 상황에 적절하지 않고 강

도가 강할수록 인지도식이 왜곡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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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식은 우리말로 번역될 때 인지도식 외에도 도식이나 심리도식

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팀장들이 갖는‘기

대’나 ‘예상’이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적 요

소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인지도식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4) 상자 밖 질문(Out of the Box Questions; OBQ)

본 연구의 인터뷰 과정에서 사용된 일련의 질문들은 기업 팀장이 리

더십 유연성을 발휘하는 데 걸림이 되는 저해요인을 밝히기 위해 개발되

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팀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리더로서 가장 불편함

을 느끼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가운

데, 그 장면에서 자신이 평소 익숙하게 하는 반응이 아닌 익숙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시도한다면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해 가정하도록 하는 질문

을 함으로써 기업 팀장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자 할 때 내면에서 걸

림돌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예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은 인지도식에 해

당하는 것으로“팀장들의(혹은 당신의) 리더십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

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와 같은 직접적인 질문에 의해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정적 질문을 통해 

저해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가정적 질문을 하게 되면 본인이 생각하

는 인지구조의 외부로 나가 외부에서 자신의 인지구조를 바라볼 수 있도

록 하는, 즉 메타 인지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가정적 질문들로 구성된 인터뷰 질문

에 대해 그 독특한 성격을 반영하여‘상자 밖 질문’이라고 명명하였다. 

상자는 인지심리학에서 종종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에 비유

되며, 이는 일종의 인지도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상자 밖 질문이란 개

인에게 인지도식 너머의 바깥에 대해 가정해 보도록 하고 이 때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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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게 되는 예상을 탐색함으로써 개인이 가진 인지도식을 드러내는 

질문방식이다. 

5) 리더십 상담

리더십의 향상을 위한 개입방법으로 현장에서는 리더십 코칭이란 용

어가 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유연성을 향상하기 위한 접근

으로 특별히 저해요인에 초점을 맞춰 리더십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

를 도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리더십 상담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는 리더십 상담의 

용어로 기술되었고 문맥에 따라 상담과 코칭이 혼용되었다.



- 12 -

Ⅱ. 이론적 배경

1. 기업상담과 리더십

1) 기업상담의 발전

국내에서 기업상담은 7,80년대를 거치며 근로상담, 산업상담이란 명

칭으로 시작되어 1990년대 초반 몇몇 대기업에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를 도입하면서 본격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최근 들면서 중소기업과 정부기관으로도 확장되는 추세이다. 

이는 상담이 조직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왕

은자, 김계현, 2007; McLeod, 2008).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된 연

구들에 의하면 상담은 기업 장면에서의 심리적 문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상담의 확장은 상담학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쳐 

주요 학회들이 기업관련 분과학회를 창립하거나 기업상담 및 코칭 연구

모임을 결성하는 등 기업상담의 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

고 있다.

세계적인 시장과 근로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이루어진 기업상담의 급

속한 발전(Gerstein & Shullman, 1997; McLeod, 2008)은 이미 우리나라보

다 약 100년 가까이 먼저 시작된 서구의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구체적으

로는 미국 내 사기업에서 근로자의 55% 이상이 EAP 서비스를 받은 경

험이 있다는 보고(Hartwell 외, 1996)가 있었고, 영국에서도 영국 내 1천

여 조직들이 EAP 서비스를 사용하였다는 보고(McLeod, 2008)가 이루어

진 바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기업상담의 서비스 대상 범위가 널리 

확대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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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담의 발전과정을 Carroll(1996)이 구분한 단계에 따라 역사적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상담 역사는‘인간관계 중심 시기’, 

‘알코올 문제 자각 시기’, 그리고 ‘내부 및 외부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s) 시기’의 3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인 ‘인

간관계 중심 시기’는 미국에서 기업상담의 역사가 시작된 시기로 1914

년 포드(Ford) 자동차 회사에서 첫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부터이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인적 자원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이 밝혀진 것을 꼽을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알코올 문제 자각 시기’는 1940년대 EAP가 도입되면서 

기업 내 알코올 문제에 주로 초점을 두었던 시기에 해당한다. 이는 1960

년대까지 기업상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러다보니‘건강하지 

못한’직원이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돕는 데 기업상담의 초점이 있었다. 

‘내부 및 외부 EAP 시기’로 명명된 세 번째 단계에서는 EAP가 기업

상담 분야에 뚜렷하게 자리매김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이때부터가 비로소 상담전문가들이 기업 임직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역할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기업상담은 조직문화, 경영관리, 성과평가 등과 결합된 형태

로 발전해 가고 있다. 개인의 문제해결 및 자기성장 뿐 아니라 관리자 

훈련, 리더십 개발, 감독자 훈련 등에 관여함으로써 점차 조직의 변화를 

돕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Reddy, 1993). 

2) 기업상담과 리더십

기업상담의 역사적 발전 단계는 기업상담이 추구하는 목적과도 긴밀

하게 연결되어 있다. Carroll(1996)은 기업상담의 목적을 하나의 연속체

(continuum)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그림 1]에서 보듯이 이 연속체의 

한 쪽은‘개인적 개념(personal concept of counseling)’이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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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한 쪽은‘조직적 개념(organizational concept of counseling)’이 

자리하고 있다. 이 연속체의 한쪽 끝에는 Yeager(1983)와 같은 입장이 

있는데, 그는 ‘조직적 개념’을 전적으로 강조하며 기업상담은 다른 맥

락에서의 상담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인 치료적 준거의 시각으로 

내담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업상담의 준거는‘성과와 

생산성’에 있고,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직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반대편에 위치한‘개인적 개념’은 기

업상담이 이루어지는 공간만 기업일 뿐이지 일반적으로 상담자들이 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상담이 이루어지는 측면을 설명한다. 

[그림 1] 기업상담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한 연속체(continuum) 개념 

(Carroll, 1996)

기업상담 전문가는 성격이 다른 이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Walton, 1997). 그러나, Bull(1992)의 리뷰연구 결과를 보

면 기업상담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는 서비스 종류는 각 개인의 사적인 

문제 해결이다.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조직 내에서 상담전문가들이 지나

치게 개인에 치중하여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하며, 향후 기업

상담이 개인, 하위집단, 보다 광범위한 근로환경 등 조직 내 다양한 층

에 대해 보다 확충된 개입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Gerstein & Shullman, 1997). Carroll(1996)도 상담의 조직변화 모델

(organizational-change model)에 대해 언급하며 조직 장면에서 개인에게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조직에도 가치가 있는 상담에 대해 상담자들이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Carroll, 1996). 특히, 국내의 경우 이제 막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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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김을 해 나가기 시작한 기업상담이 기업 내에서 보다 활성화되고 그 

위상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측면을 넘어서 조직적 측면에 대

해 적극적으로 관여해 가는 것이 기업상담의 발전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리더십은 기업의 입장에서 성과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심영역이다. 리더십 연구들은 리더십 능력이 직업만족,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헌신, 이직의 감소, 철회적 행동의 감소, 업무수행의 향상, 보

다 도전적인 목표의 추구,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향상, 직업의 가치, 

부하직원의 수행 및 반응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Bass, 1990; Gardner & Schermerhorn, 2004; Hogan, Curphy, & 

Hogan, 1994; Hughes, Ginnett, & Curphy, 1993; Luthans & Avolio, 2003; 

Yukl, 2006). 미숙한 리더십에 대한 부하직원의 반응으로는 이직, 꾀병, 

불복종, 파업 등으로 나타났다(Bass, 1990; Hagan 외, 1994; Hughes 외, 

1993). Bloom과 Reenen(2006)이 4개국 700개 이상의 회사에서 광범위하

게 관리의 실제를 검토한 조사보고서 결과에서도, 조직 리더의 리더십이 

조직의 성과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점이 다시금 확인

되었다(Kaiser, Hogan, & Craig, 2008). 이러한 리더십의 영향력과 관련하

여 Ruvolo 외(2004)는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의 효과적인 리더십이야말로 

불확실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21세기 환경의 특징 속에서 실패를 막는 

가장 위대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리더십은 교육의 대상이며, 조직의 리더들이 좋은 리

더십을 갖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성공적인 리더 역할을 위해서나 조직 

구성원을 위해, 또 나아가 조직 전체의 성과와 분위기를 위해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류희영(2008)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 상담자들은 조직 개념

의 상담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리더십/코칭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

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리더십/코칭이 상담의 기법을 기업에 익숙한 용

어로 적용한 형태이며 또한 기업의 리더나 관리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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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개입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기업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다음은 류희영(2008)의 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기업상담에서 리더십

의 중요성에 대해 기업상담 전문가들이 언급한 말들이다.

․ “기업상담에서는 일 속에서 개인이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력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이 기

업문화의 한 요인인 리더십과 코칭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 “조직이나 부하직원을 이끌고 독려해야 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필

요로 하는 기술은 상담적인 언어나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조

직에 익숙한 도구인 리더십과 코칭을 활용하여 접근하도록 요구받

는다.”

․ “기존의 상담 콘텐츠는 기업체에 맞춰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상담

업무의 전문성을 드러내고 강조하는데 리더십이나 코칭을 활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상담의 내용을 기업체라는 형식에 맞게 담

아내기 위해 리더십과 코칭의 활용이 필요하다”

․ “상담에서 개인에 대한 개입만으로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조

직에 대한 개입이 병행되어야 상담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조직에 대한 개입방법으로 리더십 및 코칭의 활용이 효율

적이다”

․ “기업은 리더십, 코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이므로 상담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 “경영자 측과 직원들의 리더십과 코칭에 대한 요구가 높다. 특히 

상담기법이나 대인관계 기법 등에 관한 상담의 내용을 회사에 익

숙한 리더십/코칭으로 활용할 것이 요구된다”

․ “기업에서는 리더십과 코칭을 조직 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하며, 이를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에 

익숙한 용어이며, 개인이 기업 내에서 성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부분이므로 상담자가 잘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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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 조직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하여, Orlans(2003)는 상담

심리학 분야의 가교적인 특성을 들어, 상담심리학의 개입과 철학이 기업 

장면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Carroll(1996)도 상담이 조직에 미

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상담은 직장 내 정신건강 수준을 개선하는 하나

의 방법이 될 뿐 아니라 조직구성원이 조직 변화에 대처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조직변화모델을 설명하며 상담이 조

직문화를 변화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는 11가지의 방식에 대해 언급하였

는데, 그 중에 조직리더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업에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개인 차원에서의 리더십 개발 

과정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조직 개발의 기회로 보기 시작했다(Leonard 

& Goff, 2003).

이러한 점들에 근거하여 볼 때, 리더십은 기업 입장에서 매우 첨예

한 관심의 대상인 동시에 조직 속으로 더 확장되어 들어가야 하는 기업

상담의 흐름과 부합하며 조직의 효과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담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갖는다. 경영학이나 조직학, 행정학 등 다

른 여러 학문들에서 리더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으나, 리더

십에 대한 상담학적 접근은 인간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개인의 실제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개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학문영역의 접근과는 차별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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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십 유연성

1) 리더십 선행연구 

리더십을 개념화하는 방식은 리더십 연구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Stogdill, 1974). 다음은 리더십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다양한 정의들을 

소개한 것이다. 

․ 기계적으로 조직의 일상적 명령을 수행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영향력 (Katz & Kahn, 1978)

․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Hersey & Blanchard, 1993)

․ 강제성을 띠지 않는 영향력 행사과정으로 구성원들에게 방향을 제시

하고 활동을 조정하는 것; 성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갖

는 특성들 (Jago, 1982)

․ 비전 제시를 통해 추종자들의 자발적 몰입을 유도하고 이들에게 활력

을 줌으로써 조직을 혁신하여 보다 큰 잠재력을 갖는 새로운 조직형태

로 변형시키는 과정 (Nanus, 1992)

․ 집단이나 조직의 한 구성원이 사건의 해석, 목표나 전략의 선택, 작업

활동의 조직화, 목표성취를 위한 구성원 동기부여, 협력적 관계의 유

지, 구성원들의 기술과 자신감의 개발, 외부인의 지지와 협력의 확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Yukl, 2006)     

 

이 외에도 다른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Northouse(2004)는 리더십을 

정의하는 데 다음의 구성요소들을 핵심적인 요소로 보았다. 첫째, 리더

십은 과정(process)이고 둘째, 리더십은 영향력을 포함하며 셋째, 리더십

은 집단의 맥락에서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은 목적달성을 포함한

다. 이러한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Northouse(2004)는 리더십이란 공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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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들이 모인 집단에 개인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

이라고 하였다. Shackleton과 Wale(2000)도 리더십을 구성하는 핵심요소

로 집단, 영향, 목적의 세 가지를 꼽았다. 

리더십은 결국 개인이 집단의 선에 기여하도록 개인에게 영향을 미

치는 과정이며, 또한 집단이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집

단을 조정하고 안내해 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Kaiser, Hogan, & Craig, 

2008). 리더십은 고정된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이 아니라 집단과 개인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개인들이 협력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기

를 부여해 가는 복합적인 대인간 과정이다(Forsyth, 2010). 이러한 과정은 

상호적(reciprocal), 교류적(transactional), 변형적(transformational), 협력적

(cooperative), 적응적(adaptive)인 특징을 갖는다.

리더십에 대한 보다 조직화된 사회과학적 연구는 1930년대부터 시작

되어(House & Aditya, 1997), 다양한 초점의 많은 리더십 모델들이 등장

하였다. 주요 리더십 모델들에는 리더 개인의 특성 및 성격, 리더-부하 

간 상호작용의 성격, 리더와 부하의 인지 ․ 지각 ․ 귀인 과정, 리더십의 

효과를 조절하는 상황요인, 리더의 행동 및 스타일, 팀 리더십, 변혁적/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 등이 있다(Avolio 외, 2009). 이는 특성적 접근, 

권력-영향력 접근, 상황 부합적 접근, 행동주의적 접근, 인지주의적 접근 

등의 용어로도 구분된다(신응섭 외, 2009). 이밖에 리더의 의사결정에 관

한 규범모델(normative model)(Vroom & Jago, 1988), 리더십 귀인이론

(Mitchell & Wood, 1980), 리더의 정서적 능력을 강조하는 이론(Johnson, 

2008), 리더십 발달수준을 강조하는 이론(Kegan, 1982; McCauley 외, 

2006) 등이 있다. 20세기 후반 들어서는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이론과 

모델들이 시도되고 있다(Yukl, 2006). 

여러 가지 리더십 이론들 중 보다 밀접하게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주요 이론들로는 팀 리더십, 상황 리더십, 인지주의적 접근, 리더십 발달 

이론 등을 들 수 있다. 팀 리더십(Zaccaro, Rittman, & Marks, 200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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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이 팀원과 공유되어야 할 것에 대해 강조하며 리더와 팀 간의 역

동이 팀 성과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팀장과 팀의 역동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기업 팀

장을 대상으로 리더십 유연성을 살펴본 배경에는 팀장이 팀에 미치는 영

향력과 팀원과의 관계 측면을 중요하게 보는 맥락이 저변에 깔려 있다.  

리더십 연구 초기에는 모든 상황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특성이나 행동을 발견하고자 했던 데서 나아가 상황 리더십

(Blanchard, Zigarmi, & Nelson, 1993)은 상황요인이 효과적인 리더 특성

이나 행동을 조절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초점인 리더십 유연

성은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황 부합적 접근의 맥락을 배경으로 한다. 

본 연구는 리더십에 대한 인지주의적 접근의 흐름과 연결된다. 인지

주의적 접근은 외현적인 행동에 더하여 인간의 사고과정(mental process)

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특히, 리더나 부하의 지각 과정(perceptual 

process)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의 인식이 그 사람의 차후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지주의적 접근의 맥락

에서 나온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은 리더의 행동결과에 대한 리더

의 지각이 리더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임을 강조한다(Nebecker 

& Mitchell, 1974). 이 이론에 의하면 리더의 행동선택은 리더 자신의 기

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개인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 성과로 연

결되는 것에 대한 지각된 기대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도 이러

한 인지주의적 접근의 흐름 속에 위치해 있다. 

한편, 구성발달이론(constructive-developmental theory)에 근거한 리

더십 발달이론은 반구조화된 인터뷰나 문장완성검사와 같은 도구를 통해 

개인이 사회적․ 대인적 환경과 관련되는 자신의 경험을 구성하거나 조직

화하는 방식을 규명해 냄으로써 리더십의 발달 단계의 차이를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도 직접 리더십 발달수준을 확인하지는 않지만, 리더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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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리더가 가지고 있는 구성개념

을 찾아내기 위해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을 사용하는 점도 본 연구가 

질문에 대한 표면적인 답으로 찾을 수 없는 인지도식의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 밝히고자 한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리더십 유연성의 개념

유연성은 여러 학문 분야의 학자들로부터 다양한 관심을 받으며 연

구되어 왔다. 많은 연구들에서 유연성은 인지, 정서, 행동 측면에서 상황

의 변화에 따라 전환(shift)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되고 있다. 리더십 

유연성도 이와 비슷하게 서로 다른 상황 혹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자

신의 리더십 스타일, 방법, 접근을 조직의 성과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

정해가는 능력을 의미한다(Kaiser & Overfield, 2010). 즉,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리더행동이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특히, 서로 경쟁적인(competing) 혹은 서로 반대되는(opposite) 목적

들이 복잡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연한 리더십을 갖기 

어렵다. 이 때, 유연한 리더십이 의미하는 것은 서로 경쟁적인 목적 간

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한 가지 목적을 추구

하는 것이 다른 목적의 성취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된다(Yukl, 2008). 예를 들어, 장기목표를 너무 강조하면 단기 성과에 문

제가 생길 수 있고, 안정성을 강조하다 보면 변화에 둔감해 질 수 있는 

것과 같다. 유연한 리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반

응하고 경쟁적인 요구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다중적인 하위

단위들을 조율해간다. 

경쟁적인 요구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경우 상

반되는 다른 요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리더에게는 계속적으



- 22 -

로 균형을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업무를 성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과제지향 리더와 팀원에게 관심을 갖는 관계지향 리

더 중에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 리더인가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있었

으나 어느 한 쪽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은 없으며 결국, 두 가지의 행

동을 상황의 필요에 맞게 조절하는(flex) 능력(Kaplan & Kaiser, 2006)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리더십 유연성은 복잡한 상황에서 동시에 추구해야할 

경쟁적인 목표나 가치들의 균형(the Competing Values Framework; 

Quinn, 1988)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격을 담아내기 위해 Kaplan과 

Kaiser(2003)는 유연한 리더십을 균형 리더십(versatile leadership)이라고 

표현하였다. 표현적 유연성(expressive flexibility; Westphal, Seivert, & 

Bonanno, 2010) 연구에서도 정서표현과 정서억제 사이에서 어느 한 전

략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상황의 요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때 정서표현과 정서억제라는 경쟁적

인 가치 사이를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능력이 표현적 유연성에 해당한

다.  

그 외, 리더십 유연성은 역량적 접근을 통해 여러 다중 역량들을 포

괄하여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메타역량(meta-competency; Norton, 2010)

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혁신을 위한 핵심적인 인지 능력(Georgsdottir & 

Gets, 2004), 또는 새로운 경험 상황에서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능력

(Meuse, Dai, & Hallenbeck, 2010)으로도 정의된다. 

3) 리더십 유연성의 중요성

리더십 유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많은 연구들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이 연구들을 몇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리더의 지위에 따라 적절한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서 리더십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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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강조되었다. 수직적 지위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역할이 달라진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Campion, & Morgeson, 2007). 동일한 행동이라 할지

라도 지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Freedman, 1998; Kaiser & 

Craig, 2011), 지위에 따라 조직에서 요구되는 것도 달라진다. 이러한 점

은 리더십 파이프라인 모델(Charan, Drotter, & Noel, 2001)이나 나선형 

리더십 발달 이론(Torbert, 1987)에서도 잘 설명되고 있다. 리더십 파이

프라인이란 조직에서의 지위에 따라 직무에서 요구되는 것이 변화한다는 

개념으로 리더십 개발 분야에서 지난 십여 년 사이에 가장 영향력 있는 

아이디어 중의 하나이다(Kaiser 외, 2011).  

상위 지위로 올라갈수록 리더십의 사회적 ․ 인지적 복잡성이 증가하

게 된다(Day & Lance, 2004). 또한, 상위 관리자들은 낮은 지위의 관리

자들보다 서로 다른 주체(stakeholder)들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야 할 의무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 따라서, 관리자들이 조직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보다 더 유연해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Meuse, Dai, & Wu, 

2011). 관리자가 다른 지위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것에 잘 적응할 정도로 

유연하지 않으면 어떤 지위에서 강점인 행동과 스킬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Lombardo, Ruderman, & McCauley, 1988)

둘째, 리더가 수평적인 의미에서 각각의 다른 상황에 적응해야 할 

때 요구되는 것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리더십 유연성이 연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Vroom과 Yetton(1973)은 서로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에

서 어떤 의사결정 절차가 적절한지 검증하였고, 상대가 부하직원이냐 보

스냐 동료냐에 따라 전략을 혼용하는 것이 더 영향력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Yukl, 2006). 그 외,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 

Georfsdottir & Gets, 2004; Hersey & Blanchard, 1993; Yukl & 

Lepsinger, 2004)에 대한 강조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Yukl과 Lepsinger(2004)의 유연성 모델에 의하면 어떤 상황에서 효율

적인 행동이 다른 상황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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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the right thing”에서“doing the right thing at the right time”

으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에 어떤 일에 있어서나 사람에 대해 성공적이

었던 특정 행동이나 접근법이 이제 와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때문에 각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리더십 유연성이 중요하다. 

환경적으로 위기나 위협이 발생할 때 개인과 조직의 경직성이 높아진다

(Staw, Sandelands, & Dutton, 1981). 따라서, 위기 시 더욱 리더십 유연

성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업환경은 점점 더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상황적인 도전과 변화를 잘 충족하는 것이 유연한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Yukl & Lepsinger, 2004). 

넷째, 오늘날 많이 강조되는 조직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서 유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McAdam

과 McClelland(2002)는 조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 중 첫 번째

로 유연성을 꼽았다.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조직하는 합리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창의성 연구의 핵

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주어진 상황을 다른 방

식으로 바라보는 인지 능력을 유연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Luthar, 2003).

유연성은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보고 새롭게 정의내리도록 함으로

써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 유연한 사람들은 창의적 해결방법을 찾아내

기 위해 제약(constraints)을 활용할 수 있다(Georgsdottir & Getz, 2004).

실제 여러 연구들(Mumford 외, 2007)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구조의 유연

성이 창의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소스가 된다고 하였

다. 역으로 지식구조의 경직성은 창의성에 장애물이 된다. 이상은 인지

적 유연성에 해당하지만, 이를 조직에 적용하면 조직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리더들의 유연한 관리, 즉 리더십 유연성이 요구된다. 또한,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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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리더들이 아이디어의 청취자로서 유연한 역할을 하는 것이 조직의 창

의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Georgsdottir & Getz, 2004)

4) 리더십 유연성의 개발

리더십 유연성은 앞서 논했듯이 효과적인 리더십 역할에 매우 중요

한 만큼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 Georgsdottir와 

Getz(2004)는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팀을 소규모화하거나 팀 간 

경계를 약하게 하는 등의 조직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조직구조 변화에서 나아가 관리자의 경직된 태도를 변화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관리자에게 유연성 훈련을 시킬 것을 제안하였

는데 그러한 훈련의 예로, 관리자에게 서로 다른 양식의 사고를 경험하

게 하였더니 태도의 경직성이 변화되었다는 연구가 있다(Basadur & 

Hausdorf, 1996). 

최근 각광받는 상담이론 중 하나인 수용-전념 치료(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Hayes, 2004)에서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회피할 때 

심리적으로 경직되고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할 때 심리적 유연성

(psychological flexibility)이 회복된다고 말한다. 

유연성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들이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변인

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리더십 유연성은 인지적 

복잡성과 시스템적 사고(Senge 외, 1994),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과 사회

지능(Zaccaro 외, 1991), 정서지능(Goleman, 2000; Mayer & Salovey, 

1995), 자신에 대한 자각(self-awareness) (Zaccaro, Foti, & Kenny, 1991), 

학습 및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Argyris, 1991) 등과 관련이 있

다. 또한, 유연한 리더는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반응한다(Zaccaro, 

Foti, & Kenny, 1991; Zaccaro 외, 2001). 

그러나, 리더십 유연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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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어떤 개입이 효과적인지 또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처 유연성(coping flexibility; Cheng, 2001), 대인 유연

성(interpersonal flexibility; Paulhus & Martin, 1988), 성역할 유연성

(gender role flexibility; Katz & Ksansnak, 1994), 사고 유연성(mental 

flexibility; Wecker 외, 2005) 등 많은 유연성 연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지만, 개입의 근거와 변화의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을 밝혀주

는 연구는 드물다. 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360도 다면평가의 경우도 상

사, 동료, 부하의 관점에서 역량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통해 리

더십 유연성이 부족하니 더 개발하라는 피드백을 해 줄 수는 있어도 구

체적으로 어떻게 더 유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리더십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 상담연구에서 저해요인에 대한 대표적인 연

구분야로 진로상담 분야의‘지각된 진로장벽’(Fitzgerald, Fassinger, & 

Betz, 1995) 연구를 들 수 있다. 지각된 진로장벽은 진로미결정 및 진로 

목표 타협과정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기능하는데, 이러한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 진로상담에서 내담자의 진로결정과정을 이해하

고 돕는 데 대한 시사점을 얻게 된다.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초점을 

두는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저해요인을 밝힘으로써 상담에서 리더

십 유연성을 교육하고 개발하는 것에 대한 개입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더의 유연성을 인지적 측면과 연결하여 설명한 선행연구들

에 기초하여 리더십 유연성의 저해요인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도 인지적 

인 면에 초점을 두었다. 기존의 연구들이 리더의 유연성이 조직에 미치

는 영향을 강조하며 리더의 인지적 유연성이 중요함을 보여주었고, 또 

인지적 유연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리더십의 유연성을 증진하기 위해 상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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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구체화하기 위해 저해요인에 초점을 맞추

었고, 인지적 측면에서 리더십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지도식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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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과 리더십 상담(코칭)

    1) 인지도식의 개념 및 기능

스키마는 일반적으로 구조, 틀, 윤곽 등을 뜻하는 말로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활용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스키마는 심리학적 개념으로 

특히 기업 팀장의 인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인지도식이라는 용어

를 채택하였다. 인지도식은 지식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틀로서 일반적인 

절차, 대상, 지각의 결과, 사건 또는 사회적 상황을 표상하는 일반적인 

지식의 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지도식은 근육 운동표상, 감정적 표

상 또는 생리적 표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전(前) 언어적(Markus, 

1977)이며,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skills)의 저변에 흐른다

(Brewer & Nakamura, 1984). Kelly는 이러한 속성을‘말없는 충동’이라

고 표현하기도 하였다(Marra, 2005). 

인지도식은 인지발달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개념으로 현실이나 경

험에 부여된 조직화된 표상으로서 일종의 패턴을 의미하며, 이 패턴은 

개인이 현실과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참조가 되고, 정보를 

해석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안내하는 지도로서의 기능을 갖

는다(Baldwin, 1992; Markus & Zajonc, 1985; Young, Klosko, & Weishaar, 

2003). 개인은 수많은 사회적 자극 중에서 필연적으로 선별을 하게 되는

데, 이 때 선택의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인 인지구조가 인지도식이

다. 사람들은 모호한 행동에 대해 최근에 활성화되었던 인지도식에 따라 

의식적 ․ 무의식적으로 해석하게 된다(Baldwin, 1992). 

광범위한 범위에서 인지구조는 다양한 개념의 연구들에서 관심을 받

아왔다. 도식(Beck, 1976), 자기 도식(self-schema)이나 관계 도식

(relational schema)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도식(Baldwin, 1992; Fiske & 

Taylor, 1984), 프레임(frames; Minsky, 1975), 각본(scripts; Abelson,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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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작동 모형(internal working model; Bowlby, 1973), 다양한 애착 유

형(Ainsworth 외, 1978; Hazan & Shaver, 1987), 개인구성개념(personal 

constructs; Kelly, 1955) 등이 그것이다. Markus와 Zajonc(1985)는 이러한 

구조들이 다르다기보다는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인지도식이 다른 

구조들보다 정보처리 과정에 좀 더 적용되어 왔다(Elliott & Lassen, 

1997). 

인지도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Elliott & Lassen, 

1997). 첫째, 인지도식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구조이자 과정(process)으로

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인지도식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구조적’요소를 갖는 동시에 정보

의 입력 ․ 인출과 같은‘과정’기능에 포함된다. 둘째, 인지도식은 정보

입력과 기억인출을 선택적으로 안내하고 제한하며 조직한다. 셋째, 인지

도식은 시간에 따라 많은 사건이나 경험들을 거치면서 발달해간다. 넷

째, 인지도식은 입력되는 정보와 상호관계를 갖는다. 즉, 정보는 스키마

에 맞게 수정될 수 있고 반대로 인지도식이 새로운 정보에 맞게 수정될 

수도 있다. 다섯째, 도식적 과정은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이나 실제 인지

도식의 내용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동을 안내하는 인지도식을 가지고 있으며, 인

지도식에 대한 병리적 사용과 건강한 사용 간의 차이는 유연성 및 이분

법적 사고를 넘어서 볼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다(Elliot & Lassen, 1997). 

Young(1990)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의미에서 자기도식에 대해 설

명함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비적응적인 자기도식들을 갖는다

는 점을 주장하였다. 즉, 건강한 사람은 상황적 변인에 따라 하나의 인

지도식에서 다른 인지도식으로 바꾸는 반면, 부적응적인 사람은 소수의 

인지도식을 고집하며 그것들을 모든 상황에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인지도식의 역기능은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

인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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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으로서의 인지도식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은 인지도식이라는 필터를 통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상황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이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고 지각하게 

된다(Baldwin, 1992). 인지도식의 개념을 통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대한 접근은 인지도식이 갖는 역기능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인지도식이 갖는 역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인지도식 중의 대다수는 생애 

초기에 형성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정교해지면서 생애 후기의 경험들에 

중첩되어 가는데, 이 때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정된 시각이 실

제로는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는 경향을 보인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사람들은 인지도식

에 따라, 설사 그것이 왜곡되어 있다 할지라도, 특정 정보에 더 주목하

게 되고, 그에 따른 예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모호한 정보를 해석하며, 

예상과 정보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인지도식과 일치하거나 혹은 적어

도 매우 관련 있는 정보를 인출한다(Baldwin, 1992; Cantor & Mischel, 

1979; Cantor, Mischel, & Schwartz, 1982; Cohen, 1981; Fiske & Taylor, 

1984). 

예를 들어, Baldwin(1992)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평가

적이고 조건적으로 타인을 수용하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관

계기대(relational expectations)를 갖고 있다는 점을 연구에서 보여주었다. 

이는 현재의 대인관계가 하나의 표상으로 자리 잡아 부정적인 기대를 형

성하고, 이는 다시 새로운 대인관계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연구(Kim 외, 2011)에서도 부정적인 또래표상을 

가진 아동이 타자간의 대인관계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자신의 대

인관계는 더 나쁠 것으로 예상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Smith와 Steiner 

(1992)는 완벽주의적인 부모에 의해 반복적으로 평가되고 비판받는 경험

이 아이들로 하여금 특정 행동(예; 시험에서 A룰 받지 못했다)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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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예; 실패)을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추론절차(inference procedure)

를 학습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완벽주의자들의 신념은 경직되고 유연하

지 않으며 변화와 교정에 저항하는 속성이 있는데(Shafran & Mansell, 

2001), 이러한 인지도식이 완벽주의와 우울 ․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Kelly, 2011). Beck(1967)도 우울

한 개인은‘부정적인 고리(loop)’에 고착되어 자신과 세상, 그리고 미래

를 부정적인 인지도식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경직되게 바라본다고 하였

다.  

이러한 인지도식의 역기능은 소위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이 활성화될 경

우 모든 일반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리더의 인지도식이 압박과 

긴장을 주는 외부 환경과 맞물려 역기능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이는 유연

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강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지도식

이 일단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 되면 이는 사회적 지각에 있어서 가장 영

향력이 큰 것으로 가정된다(Baldwin, 1992). 따라서, 인지도식이 갖는 역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리더들이 갖는 인지도식에 대해 파악함으로

써 그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고자 하는 것은 조직과 리더 개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Freedman(1998, 2005)은 조직 리더들이 자신의 리더

십을 개발하고자 할 때 심리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보다 가져야 할 필요

성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전환점에 있는 리더들이 직면하게 되는 도전적 

과제들로 첫째, 시대착오적인 관점이나 가치, 기술을 버리는 것 둘째, 계

속해서 유용한 영역은 더 다듬어 가는 것 셋째, 새로운 역량을 개발해 

가는 것 등을 꼽았다. 이러한 도전을 다루기 위해서는 행동패턴이나 사

고모델에서의 적응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는 인지도식의 유연성과 관

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Freedman(1998, 2995)이 지적하였듯이 조직의 의

사결정자들은 이러한 심리적 과정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Wa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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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역시 개인이 미해결된 무의식적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

한 무의식적 과정이 일터에서의 지각과 경험을 조건 지어 결국 조직행동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면이 있기 떄문에 조직에 상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리더십 연구 분야에서도 인지주의적 관점의 영향 가운데 리더십에 

있어서 인지도식이 갖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암묵적 리더십 이론(Hollander & Jullian, 1969)에 의하면 사람

들은 리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사전 지각(preconception)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리더유형에 대한 인지도식이 된다. 따라서, 어떤 사

람이 리더로서 자신의 행동의 근거하여 범주화될 때 관련된 리더십 인지

도식이 활성화 되면서 행동에 대해 앞서 가정을 하도록 한다(Hogg, 

Hains, & Mason, 1998). 

또, 리더십 발달이론에서도 발달단계에 따른 실행 논리(action logic)

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때 리더들이 자신의 파워나 안전이 도전

받을 때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지를 보았는데, 

이러한 내적인 실행 논리가 곧 리더의 인지도식에 해당한다. 이 이론에

서는 LDP(the Leadership Development Profile)라고 하는 일종의 문장완

성 검사식 질문지를 통해 인지도식을 파악하고자 한다(Rooke & Torbert, 

2005). 

Lord와 Emrich(2000)의 경우는 리더십 관련 문헌리뷰를 통해 13개의 

리더십 명제를 정리하였는데, 이 명제들이 일종의 메타인지이며 인지도

식이 된다. 이들은 리더 개인과 팀원 간 지각의 차이를 이와 같은 인지

도식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면서 이러한 방식의 연구가 리더십 연구 

분야에서‘혁신적’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인지도식의 관점에서 리더십

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리더십 연구 분야에 새로운 통찰을 던져 준

다는 의미일 것이다. 

‘추론의 사다리(ladder of inference)’개념 역시 관리자들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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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해 지각할 때 자신만의 독특한 사고모델(mental model)이 있어

서 이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본다는 것으로,  Senge 외(1994)는 이 

개념을 통해 리더십에 있어서 왜곡된 신념체계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에 대해 주장하였다. 관리자들은 현재의 상황과 별로 연결되지 않을 법

한 과거 경험에서 자신의 사고모델을 가져오는데, 이때의 사고모델은 불

완전하고 왜곡되어 있으며 별로 연관성도 없다. 그러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관리자들은 전체 상황의 일부에만 초점을 맞춰 자신의 개인적 ․ 
문화적 의미를 덧붙인다. 이들은 제한된 정보에서 기인하는 의미에 기초

하여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정을 세운다. 

결국,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가정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고, 이러한 결론

과 일치하는 신념을 채택하게 된다(Freedman, 2011). 

위의 연구들을 볼 때, 리더십 분야에서 인지도식의 개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더십 

유연성 연구들은 이와는 다른 별도의 연구주제로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인지도식을 통한 리

더십 유연성에 대한 이해는 리더십 연구 분야에서 아직까지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심리 ․ 상담적 관점에서 바라봄

으로 가능한 연구 분야라고 볼 수 있다. 

  

3)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과 리더십 상담(코칭)

인간은 시간과 상황의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목적과 과제에 당면하

게 된다. 인간의 행동이 효율적으로 목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목적이나 과제의 요구에 맞게 주의의 초점을 변화시킴

으로써 정보처리가 유연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Robinson 

외, 2006). 그러나, 인지도식이 왜곡될 때 현실에서 적응적이지 않은 방

향으로의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게 된다. 임상적인 증후를 보이지 않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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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만성적인 성격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은 대개 심리적 유연성

이 떨어지는 반면 높은 심리적 경직성을 보인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이러한 내담자들은 상담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인지도식에 대해 발견하게 되고 이에 대한 자각과 연습을 

통해 왜곡된 인지도식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행동을 

학습해 가게 된다. 

인지도식은 인지적 상담자(Beck, 1988; Muran, Segal, & Samstag, 

1994; Persons, 1993) 뿐 아니라 정신역동적 상담자(Horowitz, 1991)나 통

합적 이론을 추구하는 상담자(Greenberg & Pascual-Leone, 1995; Leahy, 

1995; Young, 1990; Young & Lindemann, 1992)들에게서 두루 관심을 받

아왔다. 이 가운데, Young(1990, 2003)은 여러 학파의 기법을 받아들여 

인지행동치료의 보다 확장된 형태로 인지도식 치료를 개발하였다. 인지

도식 치료에서는 범주별로 역기능적 인지도식의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각 범주의 내용을 보면 단절 및 거절, 자율성과 수행의 손상, 경계의 손

상, 타인 중심성 등이 있다. 내담자들은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비적응적 

인지도식과 이 인지도식을 유지하기 위한 대처반응에 대해 인식하게 됨

으로써 변화를 꾀하게 된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인지도식

치료는 특히, 성격장애 내담자들에게 주로 초점을 맞춘 치료적 성격이 

강한 상담접근이다.  

그러나, 최근의 상담이론들은 Young이 주로 성격장애 환자를 대상

으로 치료를 했던 것과 달리 보다 일반적이면서도 폭넓게 접근하는 경향

이 있다. 특히, 인지행동치료 학파의‘제 3의 물결’에서는 맥락적 ․ 경
험적 변화전략을 강조함으로써 소위 ‘문제’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유연하며 효과적인 레퍼토리의 구성을 추구하는 경향

이 있다(Hayes, 2004).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 Behavioral Therapy, 

이하 DBT; Linehan, 1987) DBT의 경우, 인지도식을 잘 연습된 신념체계

로 간주하여 발달 초기 단계에서의 미해결된 발달적 갈등보다는 미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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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인 수용과 변화의 변증법적 갈등에 더 관심을 둔다(Marra, 2005).  

예방과 발달은 상담의 주요 기능이다(Kim, 2011). 예방 ․ 발달적 상담

이론의 발전은 리더십의 개발과 조직 리더의 변화에 상담이론이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Gerstein과 Shullman(1997)은 기업상담 장

면에서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방 ․ 발달적 관점

을 강조한 바 있다. 조직의 리더들은 기본적으로 인지적 역량이 뛰어나

고 잘 기능하는 인재들이다. 조직의 리더들이 보다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있는데, 기존에 이러한 접

근들은 발달적 ․ 촉진적 측면을 강조하다보니 자칫 외적인 행동에 보다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행동은 지각, 자기조절, 동기의 산

물이기 때문에 행동의 표면 아래 흐르는 것이 수행에 보다 근본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리더십의 관리개발을 위해 보다 심층

적인 접근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리더십 코칭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Kaiser & Kaplan, 2006). 이러한 변화는 상담이 인간의 행동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론과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의 리더들에게 접근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엿보게 해 준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인지도식의 개념과 기능을 통한 리더십에 대

한 이해는 치료적인 접근이 아니라 리더십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

방 ․ 발달적인 방향을 지향하는 가운데 리더들이 보이는 행동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해와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파악된 내용은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어 기업의 팀장들이 보통 더 심각한‘문제’를 지닌 내

담자들이 보이는 인지도식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추후 리더십 유연성 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개입에 참

고자료로 기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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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 팀장의 관점에서 리더십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개념도

(concept mapping) 방법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개념도는 사람

들이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을 파악하고, 인지구

조의 저변에 흐르는 것들을 탐색하고 기술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론이다

(Goodyear 외, 2005). 즉, 어떤 현상의 저변에 있는 내용을 탐색하고 기

술하기 위한 구조화된 개념화 과정으로, 연구대상이 경험하는 현상의 구

성요소와 잠재적인 구조를 명료화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다(Paulson, 

Truscott, Stuart, 1999; Trochim, 1989). 개념도는 또한 선행연구가 부족

한 분야에서 탐색단계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데, 그 과정에서 이

론이나 연구자의 시각이 개입될 가능성을 줄이고 연구대상의 관점을 최

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Johnsen, Beigel, & Shafran, 2000; 

Paulson 외, 1999). 

개념도는 크게 세 가지 절차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특정한 질문

이나 자기보고에 대한 참여자의 아이디어나 사고, 경험의 창출이 이루어

지고, 2단계에서는 창출된 아이디어나 사고, 혹은 경험에 대해 참여자들

이 비구조화된 카드 분류 작업을 함으로써 유사한 것끼리 묶게 된다. 마

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다차원척도 분석과 군

집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참여자들이 개념을 분류하는 데 

사용한 참여자들의 내재화된 조직화 원리가 도출되며, 분류된 항목들에

서 개념적으로 유사한 집단이 도출된다(Paulson 외, 1999). 

이상의 개념도 진행 절차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절차로 수행되었다. 먼저 사전에 예비연구가 이루어졌다. 예비연구에서

는 총 65명의 기업 팀장을 대상으로 리더십 유연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들 가운데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검사 결과에 대해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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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뢰를 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인터뷰 질문의 

개발, 반구조화된 인터뷰, 인터뷰 축어록 제작,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

의 추출 및 진술문 생성, 진술문에 대한 유사성 분류 및 영향도 평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적 자료분석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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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비 연구

  예비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데 있

어서 기본적으로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예비연구를 통해 인터

뷰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표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하였다. 둘째,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조직 리더들 대상의 개념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예비연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인터뷰 참여자 풀(pool)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연구대상을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 경로를 활용하였다. 하나는 10개 

기업의 기업 상담자와 3개 기업의 교육 담당자에게 리더십 유연성 코칭 

프로그램 제안서를 보내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 때, 참여자들에게는 

리더십 진단과 이에 대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피드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대신 피드백 면담의 내용이 박사학위논문의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미리 알렸다. 또 다른 경로는 편의표집 방법으로 주변

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상을 모집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리더십 

유연성 설문지 실시에 대해 개별 결과 리포트를 제공하고 추후 연구 관

련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전자의 통로로 4개 사기업(대기업)과 1개 공기업에서 팀장급 리더 36

명이 모집되었고, 후자의 방법으로 10개 사기업(대기업 2, 중소기업 9)과 

3개 외국계 기업, 1개 공기업에서 팀장급 리더 29명이 모집되어 총 65명

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경로로 신청한 팀장 중 5명은 자기보고

식 설문 외에 팀원평가도 같이 이루어졌다. 설문 참여자들의 성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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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예비연구 설문 참여자의 성별, 소속, 직위  

                                                        빈도(백분율)

구분
대상

인원

성별 소속 직위

남 여
사기업

공기업 과장 차장 부장
임원

/대표대 중소 외국계

전체 65
58

(89.2)

7

(10.8)

37(56.9) 28

(43.1)

1

(1.5)

15

(23.1)

39

(60.0)

10

(15.4)18 12 7

연구에 참여한 기업 팀장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

자가 58명(89.2%), 여자가 7명(10.8%)으로 남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국내 기업에서 관리자의 위치에 남자가 주로 많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연령은 만 34세에서 55세 범위에 분포하였고 

평균연령은 만 44.12세(SD=4.65)였다. 소속을 살펴보면, 사기업 37명

(56.9%), 공기업 28명(43.1%)로 사기업이 약간 많았고 사기업 내에서의 

분포는 대기업 18명, 중소기업 12명, 외국계 회사 7명으로 기업의 특성

에 따라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직위에 있어서는 부장급이 39

명(60.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차장 15명

(23.1%) > 임원 10명(15.4%) 순이었으며 과장도 1명(1.5%) 포함되었다. 

설문 참여자들의 연령, 관리적 경험 연구, 관리팀원은 다음 <표 2>에 

제시하였다. 기업 팀장들의 관리직 경험은 평균 8.67년(SD=7.30)으로 

1~28년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년 사이가 29명

(44.6%)으로 가장 많았고, 6~10년 사이가 16명(24.6%), 11~20년 사이가 12

명(18.5%), 마지막으로 21~28년 사이가 7명(10.8%)이었다. 보통 기업 팀장

들은 10년 전후의 관리직 경험을 보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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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인원

연령
관리직 경험 
(단위: 년)

관리팀원
(단위: 명)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3-5 6-10 11-25 25 이상

전체 65 44.12 4.65 8.67 7.30
17

(26.2)

32

(49.2)

8

(12.3)

8

(12.3)

<표 2> 예비연구 설문 참여자의 연령, 관리직 경험, 관리팀원  

이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팀원의 수는 회사에 따라 그 규모가 다

양하였는데, 6∼10명인 경우가 32명(49.2%)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3∼5명인 경우가 17명(26.2%), 11~25명인 경우가 8명(12.3%)이었다. 보통 

하나의 팀이 2∼25명의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볼 때(김장원, 2006), 3~25

명 사이 팀을 관리하는 팀장이 57명으로 전체의 87.7% 비중이었다. 예외

적으로 25명 이상인 경우도 8명(12.3%) 포함되었는데, 이 가운데 5명은 

팀장급보다 상위의 조직리더로서 임원들이기 때문에 큰 규모의 팀을 관

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명은 팀장이지만 회사나 부서의 속성상 큰 규

모의 팀을 관리하고 있었다. 

나. 측정도구

설문에 사용된 도구는 Kaplan과 Kaiser(2008)가 리더십 유연성을 측

정하기 위해 개발한 리더십 유연성 검사(Leadership Versatility Index; 

LVI)이다. 이 검사는 개발자들이 실제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평

가와 피드백 세션 과정에서 발견한 결과에 근거하여 제작되었다. 즉, 이

들의 관찰에 의하면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결과 지향적 vs. 사람 지향적, 

독단적 vs. 권한 부여적 사고, 장기적 vs. 단기적 등과 같은 ‘리더십 대

립 쌍’에서 어느 한 쪽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강조하는 반면 다른 쪽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LVI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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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forceful) 리더십 vs. 권한위임(enabling) 리더십, 전략적(strategic) 리더

십 vs. 실행적(operational) 리더십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4 사이

의 척도를 사용한다. 점수가 클수록 좋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보통의 검

사들과 달리 LVI는 0점이 적절한 수준을 의미하며 – 방향으로 갈수록 

‘너무 적은’상태, + 방향으로 갈수록 ‘너무 많은’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진적 리더십과 권한위임 리더십에 해당하는 2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략적 리더십과 실행적 리더십 문항을 사용하지 않

은 이유는 이 검사가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팀장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연구자가 보

다 관심 있는 쪽인 추진적 리더십과 권한위임 리더십 문항만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추진적 리더십의 하위척도에는 압박, 추진, 공표가 있고, 권

한위임 리더십에는 지원, 권한위임, 경청이 있다.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값이 추진적 리더십 .82, 권한위임 리더십 .81이다. 이 때, 

추진적 리더십과 권한위임 리더십 쌍에 대한 유연성 지수가 도출되는데, 

이는 피검사자가 얼마나 균형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지의 정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상적으로 가장 적절한 상태를 기준으로 피검사자가 떨어

져 있는 정도를 기하학적으로 계산하여 산출한다. 

검사문항을 사용하기 위하여 먼저 검사 개발자에게 메일을 보내어 

연구에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부록 2> 참조)을 받은 후 번안과정을 거

쳤다. 연구자가 1차 번역을 한 후, 미국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2

인의 상담전공 박사과정생과 상담심리 전문가 1인의 검토를 통해 1차 수

정을 하였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HRD 전공 연구원에게 자문을 

받아 보완 ․ 수정하였고, 국문학 전공자로부터 감수를 받았다. 마지막으

로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상담전공 대학원생의 역 번역 절차를 거쳐  

문항을 최종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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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예비연구로 진행된 65명의 기업 팀장에 대한 LVI 검사 결과를 살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예비연구 참여자의 리더십 유연성 검사(LVI) 점수 

구분
대상

인원

추진적 리더십 권한위임리더십 유연성 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5 1.36 .95 1.99 .82 .53 .15

추진적 리더십 점수가 -.33∼1.37 범위에 평균이 1.36(SD=.95)이었고, 

권한위임 리더십 점수가 .17∼3.67 범위에 평균이 1.99(SD=.82)였다. 유연

성 지수의 평균은 5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리더들이 본인에 대

해 추진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권한 위임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자신이 부하직원에 대해 압박하기보

다는 부하직원의 말을 잘 들어주고 지원해주는 리더로 생각하고 있는 것

이다. 

이는 연구대상이 된 기업 팀장들이 실제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 

비중이 더 많아서일 수도 있고, 혹은 기업 팀장들이 자신의 리더십에 대

한 지각에 있어서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자기보

고식 검사가 갖는 한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팀원검사와 함께 실시하게 

되면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 검사의 타당성이 높아지고 또한 유용한 리더

십 피드백 정보로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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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1) 인터뷰질문 개발 참여자

인터뷰의 질문을 개발하는 과정에는 상담실제와 교육을 병행하는 상

담전공 교수 1인을 포함하여 기업상담 경험이 있으면서 상담전공 박사학

위와 상담심리전문가 자격 소지자 2인, 그리고 기업상담 현장 경험이 만 

8년이면서 현재 실무로 재직 중인 상담심리전문가 자격 소지자 1인 등 

총 4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남자 2명, 여자 2명으로 평균 연령은 45세였다. 이들은 

연구자가 사전에 작성한 예비 질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성에 대해 평

가하고 보다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인터뷰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다. 

2) 인터뷰 참여자

인터뷰 참여자는 앞서 진행된 예비연구를 통해 확보된 65명의 풀

(pool)에서 기업의 형태, 규모,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터

뷰 요청의 우선순위를 정하였고 전화로 인터뷰 요청을 하였다. 예비연구 

검사 참여자들은 설문작성 시 사전에 인터뷰 요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에 대해 사전에 안내를 받은 상태였다. 

이 때,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주제가 리더십 유연성을 저해하

는 요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인터뷰 참여자들이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

고 임하여 솔직하게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인터뷰가 참여자 본인의 리더십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강조하여 자발적인 동기를 유발하고자 하였고, 개인적 

접촉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프로그램으로 모집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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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순수하게 팀장 본인의 자발적인 관

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연구에서 LVI를 실시할 때 처음에는 검사 점수에 근거하여 유연

성 지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었으

나, 실제 검사결과를 볼 때 응답자들 간의 변별이 뚜렷하지 않았고 자기

보고식의 단일 검사에 의존하여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연구주제를 밝히

는 데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LVI 결과는 연구자가 참여자의 리

더십 경향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편, 참여자가 스스로 

동기를 가지고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는 데 모티브가 되는 참조자료로서 

활용되었다.

인터뷰 요청은 한 번에 다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동의를 한 기업 팀

장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가면서 진행상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요청이 이루어졌다. 전화 요청을 했던 팀장들 가운데 3명은 인터뷰에 동

의하지 않았고 약속을 잡았던 3명은 당일 갑작스러운 업무 상황이 겹치

면서 연구자와 일정 조정이 어려워 결국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최종적으로 기업 팀장 30명과 개별적인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성별은 남자 26명

(86.7%), 여자 4명(13.3%)였고, 연령범위는 만 35∼52세로 평균 43.83세

(SD=4.27)였다. 소속은 사기업이 21명으로 70%를 차지하였고, 공기업이 9

명(30%)이었다. 이는 예비연구에서 사기업이 전체 풀의 60%, 공기업이 

40%였던 점과 비교해 볼 때, 실제 인터뷰에서 의도적으로 사기업의 비

중을 다소 높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비율로 안배가 된 편이다. 사

기업 내 인원은 대기업 13명, 중소기업 5명, 외국계 회사가 3명으로 분

포하였다. 팀장들의 직위는 부장이 19명(6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이 차장>임원 순이었다. 이들의 관리직 경험은 평균 9.47년(SD=8.37)으로 

그 범위는 1~28년까지 다양하였고, 이들이 관리하는 팀원의 수는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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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인원

성별 소속 직위

남 여
사기업

공기업 차장 부장
임원

/대표대 중소 외국계

전체 30
26

(86.7)

4

(13.3)

21(70.0) 9

(30.0)

6

(20.0)

19

(63.3)

5

(16.7)13 5 3

구분
대상

인원

연령 관리직 경험 관리팀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3-5 6-10 11-20

21 

이상

전체 30 43.83 4.27 9.47 8.37 7 15 4 4

이하인 경우가 22명으로 73.3%를 차지하였다. 이는 기업 내 팀의 규모가 

소규모화 하는 현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내용이 

<표 4>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인터뷰 참여자의 성별, 소속, 직위                  

*주. 단위: 명(%)

<표 5> 인터뷰 참여자의 연령, 관리직 경험, 관리팀원

*주. 연령단위: 세, 관리직 경험 단위: 년, 관리팀원 단위: 명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라 팀장들이 속한 기업을 업종별로 분류

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총 8개 업종이 포함되었으며, 각 업종

별 인원은 제조업이 8명(26.7%)으로 가장 많았는데 세부적으로는 기계장

비, 석유, 섬유, 전자부품 등이 속해 있다. 제조업 다음으로는 공공기관 

7명(23.3%), IT업 5명(16.7%), 그리고 디자인업이 3명(10.0%)으로 뒤를 이

었다. 그 외 건설업과 연구개발업, 서비스업이 각각 2명, 출판업 종사자

도 1명 있었다. 대표적인 기업 업종 중에서 금융업을 제외하면 비교적 

고르게 업종들이 분포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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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인원

업종

제조
공공
기관

IT 디자인 건설
연구
개발

서비스 출판

전체 30
8

(26.7)
7

(23.3)
5

(16.7)
3

(10.0)
2

(6.7)
2

(6.7)
2

(6.7)
1

(3.3)

<표 6> 인터뷰 참여자의 소속 기업 업종별 분류

*주. 단위: 명(%)

팀장들이 속한 기업의 성격, 팀장의 관리직 경험, 관리하는 팀원 수 

등이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데, 이는 연구대상인 기업 팀장에 대한 접근

성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적 제약 때문에 일단 인터뷰에 응하는 대상을 

모두 포함하다보니 다양해진 면이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본 연구

의 성격상 선행연구가 별로 없는 기초단계의 연구이기 때문에 기업의 특

성별로 특정하게 초점을 꼭 맞추어 대상을 거르지 않고 오히려 전반적으

로 다양하게 포함함으로써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업 팀장을 다루고자 한 

의도도 작용하였다. 또한, 이는 실제 팀장의 성격이 조직마다 차이가 있

을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7> 인터뷰 참여자의 리더십 유연성 검사(LVI) 점수

구분
대상

인원

추진적 리더십 권한위임 리더십 유연성 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0 1.44 .96 1.83 .81 .54 .16  

 

위 <표 7>의 LVI 검사 결과를 보면, 추진적 리더십이 최소값 -.17 최

대값 3.17 로 평균 1.44(SD=.96)였고, 권한위임 리더십은 최소값 .17,  최

대값 3.33으로 평균 .54를 나타냈다. 이 때, 이 검사의 점수는 –4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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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사이에 분포하며 0점이 가장 균형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리더십 

유연성 지수는 가장 균형 있는 상태에 대비하여 그 차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값으로  평균 54% (최소값 19%, 최대값 83%) 수준이었다. 이는 

백분율 점수가 클수록 유연성이 높은 것임을 감안할 때 참여자들의 유연

성 정도는 보통 정도의 수준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예비연구 단계에서 

밝혔듯이 LVI 결과가 리더십 유연성의 저해요인을 밝히는 본 연구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LVI는 리더십 유연성을 측정하

는 독특한 성격의 검사로서 인터뷰 대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

여하고, 대상 선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였다. 또한, 인터뷰 시 참여자의 동기를 높이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모티브로서 기능하였다. 

3) 저해요인 추출 및 진술문 평정 참여자

인터뷰 축어록을 통해 저해요인을 추출하는데 참여한 전문가들은 연

구자를 포함하여 4명으로 모두 상담전공 박사수료 이상이었다. 이들은 

모두 여자로 평균 나이는 37세였으며, 석사졸업 후 상담경력이 평균 8년 

4개월이었다. 이 중 3명이 1급 상담전문가 자격을 구비하였고, 2명은 각

각 3년 이상의 기업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2명은 질적 연구 

경험이 있으며 본인의 연구 및 타인의 연구에 참여하여 질적 자료를 평

정한 경험이 있었다. 

축어록에서 저해요인을 추출하는 데 팀으로 참여했던 이들 전문가 4

명이 재진술된 저해요인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문장 수를 줄이는 등 저

해요인을 최종 진술문으로 평정하는 과정에 동일하게 함께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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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인원

성별 소속 직위

남 여
사기업

공기업 과장 차장 부장
임원

/대표대 중소 외국계

전체 42
34

(81.0)

8

(19.0)

31(73.8) 11

(26.2)

4

(9.5)

9

(21.4)

22

(52.4)

7

(16.7)23 3 5

구분
대상

인원

연령 관리직 경험 관리팀원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3-5 6-10 11-20 21이상

전체 42 44.57 4.94 9.67 8.00
16

(38.1)

13

(31.0)

5

(11.9)

8

(19.0)

   4) 저해요인 진술문의 유사성 분류 및 영향도 평가 참여자

44개로 종합 ․ 편집된 저해요인 진술문은 문장카드로 만들어졌다. 기

업 팀장들이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 이 44개의 문장카드를 분류하고 각 

문항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이 

때 평정 과정에 참여한 기업 팀장들은 예비연구에만 참여했던 5명과 예

비연구 및 인터뷰에 모두 참여했던 리더 22명을 포함하여 모두 42명이었

다. 이들의 인구학적 정보가 <표 8>과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유사성 분류 및 영향도 평가 참여자의 성별, 소속, 직위

*주. 단위: 명(%)

<표 9> 유사성 분류 및 영향도 평가 참여자의 연령, 관리직 경험, 관리 

팀원 

*주. 연령단위: 세, 관리직 경험 단위: 년, 관리팀원 단위: 명

성별은 남자 34명(81.0%), 여자 8명(19.0%)이었고, 소속은 대기업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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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포함하여 사기업이 31명(73.8%)을 차지하였다. 직위는 부장이 22명

(52.4%)으로 앞서 이루어진 예비연구와 인터뷰 때와 동일하게 가장 많았

다. 연령은 33~55세 범위로 평균연령이 44.57세(SD= 4.94)였고, 이들의 관

리직 경험은 평균 9.67년(SD=8.00)년이고 그 범위는 1~28년 사이로 다양

하였다. 관리하는 팀원의 수 역시 10명 이하가 29명(69.1%)으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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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는 기업 팀장들이 무엇을 리더십 유연성의 저해요인으로 인식

하는지에 대한 탐색을 통해 그 요소와 유형을 확인하고자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되었다. 첫째, 기업 팀장들이 리더십 유연성을 저해하는 것으

로 인식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상자 밖 질문(OBQ)’을 생성하고, 전문가 검토와 파일럿 인

터뷰를 통해 질문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

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작하였다. 

둘째,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질문에 대해 사기업과 공기업의 팀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팀장 총 30명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여 

기업 팀장들이 인식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대한 진술문을 추출하

였다. 진술문의 추출 과정은 우선 인터뷰 녹음에 대한 축어록을 제작한 

후 질적 자료에 대한 내용분석 절차(Kane & Trochim, 2007)에 따라 연

구자를 포함한 전문가 4인의 검토와 합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진술문에 

대한 축약과 종합 ․ 편집을 통해 170개 진술문이 추출되었고, 평정팀을 

포함한 전문가 6인의 적절성 평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44개의 진술문이 

선정되었다. 

셋째, 진술문의 축약 ․ 종합 ․ 평가 과정을 거쳐 선정된 리더십 유연

성 저해요인을 진술하는 44개의 문장에 대해 기업 팀장 42명에게 유사성

에 따른 분류와 각 진술문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 평정

하도록 하였다.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을 실시

하였고, 이를 통해 기업 팀장들이 인식하는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요소와 차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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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과정 전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인터뷰 질문 개발

․ 문헌리뷰를 통해 질문의 방향성 결정 및 예비질문 목록 구성

․ 예비질문의 적절성 평가 및 수정

․ 파일럿 인터뷰 실시 및 수정

․ 기업상담 현장전문가의 검토 및 수정

인터뷰

․ 기업 팀장 총30명 참여

․ 일대일 면접을 통해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 탐색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 진술문 목록 제작

․ 축어록 제작

․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해당하는 내용목록 132개 추출(평정자 4인)

․ 내용목록을‘예상’의 관점으로 재진술하여 총 170개 저해요인 진술문 도출

․ 핵심어를 추출하여 유사한 핵심어 문장끼리 묶고 적절성 검토

․ 각 묶음별 대표진술문 생성 및 검토. 최종 44개 진술문으로 축약.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유사성과 영향도 평정

․ 기업팀장 42명 참여

․ 참여자가 이해되는 방식으로 유사한 의미끼리 진술문 카드 분류

․ 참여자가 각 진술문을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평정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차원과 군집 도출 및 해석

․ 다차원척도 분석을 사용하여 차원 도출

․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군집 도출

․ 차원과 군집의 해석

[그림 2]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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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뷰 질문 개발

인터뷰 질문 개발 단계에서는 기업 팀장들이 리더십 유연성을 저해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적절한 응

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생성하고, 전문가 검토와 파일럿 인터뷰를 통

해 질문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 리더십 유

연성 저해요인은 일반적으로 개념도 연구에서 브레인스토밍 할 때 하듯

이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그에 대한 응답자들

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얻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다. 

예를 들어, “팀장들의(혹은 당신의) 리더십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

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와 같은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답들은 연구자가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에 타당한 내용이 아

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와 같은 가

정적 질문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가정적 질문을 하게 되면 본인이 생각

하는 인지구조의 외부로 나가 외부에서 자신의 인지구조를 바라볼 수 있

도록 하는, 즉 메타 인지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적 질문을 핵심으로 한 인터뷰 질문을 개발하고 그 독특한 성격을 

반영하여‘상자 밖 질문’이라고 명명하였다. 상자는 인지심리학에서 종

종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에 비유되며, 이는 일종의 인지도

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질문의 방향성을 정한 후, 1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상담개입기술 및 인지도식과 관련된 문헌 리뷰들을 통해 질문

의 예를 작성하였다. 이 때 질문은 도입질문과 핵심질문으로 구성된다. 

도입질문은 인터뷰 대상과 라포를 형성하고 인터뷰에 대해 구조화하며, 

핵심질문을 가장 적절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

성하고자 하였다. 핵심질문은‘상자 밖 질문’의 형식으로 기업 팀장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자 할 때 내면에서 걸림돌로 경험하게 되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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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expectation)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목적을 

담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의 표현방식을 다양하게 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찾고자 하였다. 다음은 도입질문과 핵심질문을 방향은 동일하되 조

금씩 다양하게 표현한 예시들이다.   

 도입질문의 예

․ 본인의 리더로서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강점이 오히려 지나쳐서 단점이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 팀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구체

적인 예를 들어 주십시오.

․ 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갈등이 되거나 어렵게 느꼈던 상황에는 어

떤 것들이 있습니까? 

․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 내가 익숙한 방식이 아닌 다른 리더십 행동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을 했지만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거나 다르게 행동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리더로서 익숙한 방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과 다르게 해 보려고 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 

오. 그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핵심질문의 예

․ 리더로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려고 할 때 걸림돌은 무엇입니

까?

․ 내가 익숙한 방식이 아닌 다른 리더십 행동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을 했지만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거나 다르게 행동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다른 쪽으로 하려고 할 때 불편하거나 걸리는 점은 무엇입니까?

2단계 절차에서는 상담전공 교수 1인과 기업상담 경험이 있으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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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상담전문가 자격을 소지한 상담전공 박사 2인이 연구자가 작성한 예

비 질문들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고 질문과 프로세스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과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검토 과정을 통해 제시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를 위해 먼저 분명한 상황을 미리 정해서 제시할지 아니면 리더 입장에

서 각자 고유의 상황을 이야기하도록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자의 

경우, 모든 리더들에게 부합할 수 있는 공통적이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

는 데 어려움이 되는 속성이 잘 드러나는 상황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상황 선정의 타당성을 뒷받

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리더의 인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황도 리더 개인의 인식에서 출발하

도록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아 상황을 미리 정해서 제시하지 않고 

리더에게 묻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둘째, 상황을 질문하게 되면 자칫 대답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느

라 장황해질 수 있는 면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핵심적인 상황만 명

료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걸림돌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두는 가운데 

이러한 초점을 잃지 않고 진행해 나가도록 한다. 

3단계 절차에서는 인터뷰 질문과 프로세스를 수정하고 다듬은 후 회

사원 2인(차장, 과장), 군인(대위), 이공계 교수, 기업경험이 있는 1급 상

담전문가 등 조직 경험이나 리더로서의 경험이 있으면서도 다양한 각도

에서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5명을 대상

으로 예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예비 인터뷰를 통해 얻게 된 시사점은 

첫째, 한두 개의 질문으로 바로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핀을 

한 지점에 꽂아두듯이 질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되, 질문

의 형태는 다양하게 예비하여 융통성을 갖고 시의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

다는 점, 둘째, 상담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때 질문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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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확하고 쉽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기업상담 현장에서 10년 가까이 실무자로 활동 

중인 1급 기업상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질문과 면접 프로세스에 대

해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도입부에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산만해지고 늘어지기 때문에, 바로 핵심

으로 들어가기 위한 질문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리더에게 가

장 불편해하는 장면을 질문하면 바로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

고, 또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면이 그 상황 속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

었다.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을 밝히기 위한 목적에 계속 초점을 두는 

가운데 상황을 구체적으로 탐색해 가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리더가 익

숙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하고자 할 때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까지 이르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유연성 저해요인

을 밝힐 수 있게 되고 연구 참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리더십과 관련하

여 한 가지 통찰 및 자각을 얻고 가게 됨으로‘one-point’상담(코칭)의 

효과가 있게 된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인터뷰 질문과 프로세스는 

[그림 3]과 같다.  

2) 인터뷰

이상에서 개발된 질문을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 형식을 통해 

기업의 팀장급 리더 총 30명과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반구조화 인

터뷰는 질적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면접 유형으로 사전에 

느슨한 형태로 구체적인 면접스케줄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질문과 반응

이 융통성 있게 허용된다(백욱현, 2006). 인터뷰는 기업 팀장들 입장에서

는 연구과정에 참여하는 것인 동시에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피드백을 얻

기 원하는 목적을 안고 이루어지는 맥락이었다. 이러한 성격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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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본 연구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연구면접과 임상면접이 결합된 형태로

서의 질적 면접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도입부

․ 연구자 소개

․ 연구목적 소개

․ 인터뷰 구조화

 - 소요시간, 연구목적, 인터뷰 참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등

 핵심부

․ 평소 리더로서 역할을 해 나갈 때 가장 불편한 장면은 언제입니까? 

․ (상황을 탐색하는 가운데 핵심적인 장면에서)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

십니까?

․ 다르게 할 필요를 느끼십니까? 느낀다면 다르게 시도한 경험이 있습

니까?

․ (시도했다면)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시도하려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걸리는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 (시도하지 않았다면) 시도한다면 어떨 것 같았습니까? 시도한다고 생

각해 볼 때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은 무엇이었습니까?

․ 
 저해요인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보충질문들

․ 역으로 "어떻게 익숙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을 잘 적용하는 게 가능

할 수 있었는지”를 물음으로써 촉진요인에 대해 확인

․ 주변 사람을 보면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 LVI 검사 결과 자료 활용

 

[그림 3] 최종 선정된 인터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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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구자는 연구목적에 충실하여 인터뷰가 방향을 잃지 않도

록 하는 동시에 인터뷰 대상자가 본인의 리더십에 대해‘one-point’도

움을 얻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중 목적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그러

나,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사전에 명시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경우 연구목적에 

보다 무게중심을 두어 인터뷰를 진행하고 검사 피드백을 통해 인터뷰 대

상의 니즈를 보완하는 식으로 인터뷰를 운영하였다. 

인터뷰는 평균 4-50분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내용은 회사에 

따라 녹음기 반입이 불가한 경우 3건과 인터뷰 대상이 녹음에 동의하지 

않았던 3건을 제외한 24건이 녹음되었고 녹음된 인터뷰 내용은 모두 축

어록으로 전사되었다. 녹음하지 못한 6건의 경우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

한 후 최대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자 하였고, 인터뷰 직후 최대한 기

억을 되살려 상세하게 바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터뷰 방법은 그 초점이 기존의 개념도 방식을 

적용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온 사건과 경험에 대한 자유

로운 회고적 회상(retrospective recall)이라기보다 심층적인 경험에 대한 

면밀한 조사(probe)에 가깝다. 자연관찰이나 전통적인 질문지 방식으로는 

유연성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Hollenstein & Lewis, 2006), 본 연구에

서는 질적 면접의 방법을 통해 대상자의 인식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

는 대상자의 세계에 대한 관점을 연구하고, 대상자의 의식의 내용과 구

조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그들 경험의 질적 다양성을 이해하고자 함으로

써 의미를 설명하는 현상학적 접근(Kvale과 Brinkmann, 2008)의 흐름에 

속한다.  

인터뷰는 사전에 개발된 질문과 프로세스에 따라 이루어졌고, 대상

에 따라 상황과 이에 따른 이야기 전개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났지만, 이는 질적 인터뷰가 면접자가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가지

고 있지만 구체적인 질문내용이나 순서는 사전에 정한 바가 없는 면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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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응답자 간의 상호작용적인 대화(백욱현, 2006)인 점을 고려할 때 자연

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사전에 준비한 면접대본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연구자가 질문을 구체화해가며 기업 팀장들이 

일반적인 질문으로는 쉽게 인식하여 말하기 어려운 리더십 유연성 저해

요인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련의 질문들이 갖는 독특한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지도교수와 논의하여 이 질문들에‘상자 밖 질문’(Out 

of the Box Questions; OBQ) 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상자는 인지심리학에

서 종종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를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며, 

일종의 도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상자 밖 질문’은 자신의 인지

구조를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메타 인지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질문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팀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리더로서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도록 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시도한다면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해 가정하

도록 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의 인지도식에서 벗어나 보는 경험을 하

도록 하고 그 때 걸림이 되는 저해요인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인터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부록 5>에 축어록 일부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축어록 A, B, C는 전체 인터뷰 상에서 팀장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 세 가지 형태의 인터뷰를 선별한 것이다. 축어록 A는 가

장 전형적인 내용의 흐름으로 이루어진 형태이고, 축어록 B는 인터뷰 질

문에 대해 팀장이 금방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오

픈하지 못하는 경우 인터뷰의 초점이 빗나갈 때, 다시 저해요인에 초점

을 맞추도록 유도해 가는 내용이다. 축어록 C는 리더십 유연성이 좋은 

편이어서 저해요인 쪽으로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로 이때는 촉진

요인을 질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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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해요인 추출, 진술문 생성 및 평정

연구자를 포함한 상담 전공 박사수료 이상의 평정자 4명이 축어록을

읽으며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합의과

정을 거쳐 1차적으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요인의 특

성상 표면적으로 분명한 단어나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축어록의 맥락과 연구자가 인터뷰했던 실제 경험 속

에서의 의미들을 되살려 공유하면서 내용을 추출해 나갔다. 저해요인의 

내용을 추출할 때 포함하는 범위는 연구의 목적상 다양한 목록들을 포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

서 인식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 뿐 아니라, 탐색 과정에서 소소하게 언급

된 것이라 하더라도 리더십 유연성 개념에 부합하면 모두 포함하고자 하

였다. 이렇게 추출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내용목록은 132개였다. 

이상과 같이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내용을 추출한 후, 이 내용

목록들을 재진술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는 중복된 진술문들을 종합·편

집하는 과정으로 개념적 ․ 구체적 수준을 비교적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 

유사한 문법적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추출된 내용목록들

을 연구팀이 검토하여 연구주제와 가장 알맞은 형태로 진술하는 형식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을 통해 얻고자 한 내용이 저해

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해요인을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 때 저해요인은 인지도식을 의미하며 여러 도식에 대한 연구

들(Baldwin, 1992; Kim 외, 2011)이 이러한‘기대/예상(expectation)’의 

관점으로 인지도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문

장을 재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저해요인 내용목록들은 “○○○하면 (혹은 

○○○하지 않으면), △△△일 것 같아서”의 형식으로 통일하여 기술되

었는데, 이 문장의 의미를 좀 더 풀어 설명하면‘조직리더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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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혹은 ○○○하지 않으면), △△△일 것 같은 예상이 들

어서 ○○○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때 저해요인 내용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경우 의미 단위로 문장을 나누어 기술

하였다. 이 때, 문장의 형태가 달라지고 축약되면서 어쩔 수 없이 생략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리더 본인이 말한 어휘와 뉘앙스를 

살려 생생하게 의미를 담으려고 하였다. 주체를 리더 입장에 두고 기술

한 이유는 본 연구가 조직 리더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이고, 이후 저

해요인 진술문 목록에 대한 유사성 평정을 조직 리더들이 하게 될 것이

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재진술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 목록은 총 170개였

다. 이 저해요인 진술문 목록들에 대해서는 적절성과 중복성을 고려하여 

축약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추출된 진술문들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고

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진술문에 단지 하나의 아

이디어만 표현되도록 한다. 둘째, 진술문은 연구의 초점을 적절하게 반

영해야 한다. 셋째, 진술문의 수를 연구 참여자들이 분류하고 평정하는

데 가능한 정도의 수로 줄인다. 넷째, 전체 연구 참여자들에게 명료하고 

이해 가능하도록 편집한다. 이후의 개념도 분석에 있어서, 진술문의 수

와 의미의 명료성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합 ․ 편
집 과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Kane & Trochim, 2007). 

진술문을 축약 정리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지침(Kane & Trochim, 

2007)이 사용되었다. 첫째, 핵심어를 선택한다. 진술문의 핵심어를 강조

함으로써 중복되는 아이디어들을 평가하고 분류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둘째, 아이디어를 조직화한다. 핵심어, 주제, 혹은 다른 개념적 영역에 

기초하여 정리를 목적으로 아이디어들을 묶는다. 셋째, 유사한 아이디어 

묶음 내에서, 참가자들이 한 진술문 집단 내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유지

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한다. 넷째, 명료성을 위해 편집한다. 참가자들

의 아이디어는 구문론적으로 유사하고 본래 참여자의 아이디어를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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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적절하게 편집될 수 

있다. 다섯째, 혼합된 아이디어를 분리한다. 두 개 이상의 구분되는 아이

디어가 담긴 진술문을 그것의 구성요소로 분리한다. 

이상의 지침들을 적용하여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과 1급 상담전

문가 자격을 소지하였으며, 기업상담 경력과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연

구자를 포함한 4명의 평정팀이 170개의 진술문을 아래 3단계의 절차를 

밟아 종합 ․ 편집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가‘핵심어’를 중심으로 진술문 아이디

어들을‘묶는’(grouping) 작업을 하였다. 예를 들어, ‘일을 위임하면’

이란 문장은‘위임’으로 핵심어를 표기하였고, ‘일을 맡겨서 하면’이

란 문장도‘위임’으로 핵심어를 표기하여 동일한 묶음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술된 문장은 맥락과 예상이 동시에 담겨 있어서 핵심어가 

하나의 진술문에 2개씩 생성된다. 예컨대, ‘일을 하도록 맡겨두고 기다

리면 기한 내에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의 경우 앞쪽은 핵심

어‘위임’으로, 뒤쪽은 핵심어‘성과’로 묶여진다. ‘일을 넘기면 리

더로서 나는 무엇을 하는 건지 모를 것 같아서’의 경우 앞쪽은 핵심어 

‘위임’으로 묶이지만, 뒤쪽은 핵심어‘만족감’으로 묶인다. 따라서, 

이 두 문장은 서로 다른 묶음으로 묶이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제

시하면 <표 10>과 같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의 과정에서 진술문 목록들이 유사한 ‘핵

심어’중심으로 묶였는데, 이렇게 묶인 진술문 목록들이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으로서 적절한지, 그리고 각 진술문이 해당 묶음에 유지될 것인

지 이동할 것인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진술문 묶음 목록에 대한 평가 과

정은 평정팀 4명이 모두 함께 모여 논의와 합의를 거쳐 진술문 묶음을 

결정하였다. 합의 과정에서는 평정자 4명 중 3명의 의견이 일치하면 합

의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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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핵심어 추출과 핵심어에 따른 진술문 축약 과정

진술문 핵심어 묶음

일을 맡기면 (위임)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성과)                

위임 & 

성과
1 

일을 하도록 맡겨두고 기다리면 (위임) 

기한 내에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 (성과)

위임 & 

성과

일을 위임하면 (위임)

부하직원이 일이 많아져 힘들어할 것 같아서 (부하로드)

위임 & 

부하로드
2

일을 맡기면  (위임)

리더로서 내 임무를 방관하는 것 같아서 (리더책임)

위임 & 

리더책임
3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분류된 진술문 묶음을 진술문 평정팀 4

명이 함께 논의하여 분류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분류된 진술문의 대표 진

술문 생성을 실시하였다. 대표 진술문 생성은 핵심어를 중심으로 연구자

가 먼저 생성한 것을 평정팀이 검토하면서 수정 ․ 보완하였다. 이 과정에

서 이후 단계의 수행 및 계산의 용이성을 위해 진술문을 축약하는 과정

이 있다. 생성되어야 하는 진술문의 수에 이론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Trochim(1989)의 경우 100개 이하의 수로 제한할 것을 권유하

였다. 진술문을 축약하는 방법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진술문들

로 구성된 하위세트를 총체적으로 반영할 만한 대표적인 진술문을 선택

하는 방법(Campbell & Salem, 1999; Trochim, 1989)을 사용하였다. 

이전 단계에서 연구자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묶인 진술문 군집을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이동

시키거나 군집을 분리, 통합한 후 평정팀과의 검토 ․ 논의 과정을 거쳤는

데, 이 단계에서는 4명의 평정자들이 논의와 합의를 거쳐 분류된 군집 

내 진술문들을 종합, 편집하여 대표 진술문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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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의 진술문으로 축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바쁜 조직 리더들의 업무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현실적 특성을 감안하여 

진술문들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대표 진술문을 유지하고자 하

되 그 갯수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44개로 축약된 결과에 대해 이전

까지 전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질적 연구 경험이 있고 1급 상담

전문가 자격을 소지한 2명의 박사 과정 학생에게 검토를 요청하여 의견

을 듣고 조정 ․ 보완하였다.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

끼리의 묶음을 포괄하는 대표 진술문은 <부록 6>에 제시하였다.

4) 진술문에 대한 유사성 분류 및 영향도 평정

이전 단계에서 제작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대한 진술문의 유

사성을 평정하기 위해 44개 진술문을 랜덤하게 섞어 카드(9cm×4cm)로 

제작하였고, 이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하여‘의미가 비슷하다고 생각

하는 것들끼리’분류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때 그룹의 개수는 상관없으

나, 단 제한 조건은 한 그룹에 한 개의 카드만 속하게 하거나 모든 카드

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지 말라는 것이다(Rosenberg & Kim, 1975). 

유사성 분류 절차는 다차원척도 분석에 사용할 비유사성 자료를 산

출하기 위한 군집 분류 방법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참여자들이 직접 

개념적으로 동질적이라고 정의한 진술문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한다. 

총 42명의 조직 리더들이 44개의 진술문을 분류한 범위는 4개부터 13개

까지였다. 6 묶음으로 분류한 사람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묶

음과 11묶음으로 분류한 사람이 각각 4명이었다. 12묶음으로 묶은 사람(2

명)과 13묶음으로 묶은 사람(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분류 결과를 토대로 44×44 유사성 행렬표(similarity matrix)를 작

성하였다. 44개의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 진술문 각각에 대해 42명의 분

류 참여자들이 같은 집단에 속한다고 분류한 빈도수를 유사성 지수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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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유사성 분류 후에, 참여한 조직 리더들은 ‘진술문에 기록된 리더

십 유연성 저해요인들이 본인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이 유사성 분류와 영향도 평정 과정은 연구자가 직접 설명한 경우도 

있었지만 직접 만남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정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

하고 평정 절차에 대해 숙지한 보조원이 방문하여 안내한 후 실시하였

다. 평정과정은 참여자 당 약 2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5) 자료수집 과정의 타당성 제고

본 연구는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기업 팀장들이 인식하는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을 탐색하고 확인하고자 하였다. 개념도 방법을 채택한 

이유는 본 연구가 갖는 탐색적 성격과 부합하기 때문이다(Daughtry &

Kunkel, 1993; Johnsen 외, 2000; Paulson 외, 1999; Paulson & Worth,

2002). 개념도 방법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는 질적인 자료로부터 해

당 아이디어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에서도 개별 면접이라는 

질적인 자료 수집과정으로부터 관심 내용을 추출하기 때문에 자료수집 

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집되는 질적 자료가 

연구 목적에 적절한지, 포괄적인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타당

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었다.

첫째, 본 연구는 개별면접 내용에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대한 

기업 팀장의 진술을 추출하기 때문에 자료수집 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연구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알아내고 선택하는 것(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이 중요하다. 이는 

질적인 표본 추출 원리 중 하나인 ‘적절성’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예비연구로서 65명의 팀장급 리더들을 모집하

여 리더십 유연성 설문을 실시하고 개별 결과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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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 풀(pool)을 사전에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중 조직의 형태, 조직의 

크기, 직위, 연령, 리더십 유연성 점수 등을 고려하여 인터뷰 대상의 우

선 순위를 정함으로써 편의표집 방법에 의한 표본 수집 문제를 보완하고

자 하였다.

또한, 인터뷰를 실시하면서 바로바로 검토하여 새로운 저해요인이 

얼마나 다르게 나오는지 어느 시점부터는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지 확

인하였다. 이는 표본 추출의 원리 중 ‘충분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27명 이후에는 거의 유사한 저해요인 내용들이 나

와 30명 인터뷰로 마무리하였다.

둘째, 인터뷰를 위한 질문을 개발할 때, 상담전공 교수와 질적 면접

을 활용한 연구 경험이 있으면서 기업상담 경험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2명에게 문헌리뷰를 통해 연구자가 개발한 질문들에 대해 ‘연구문제에 

적절한 정도’와 ‘응답자들이 이해하고 응답하기 용이한 정도’에 입각하여 

평가하도록 요청하여 그 결과를 질문 선정에 반영하였다.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5명에게 예비 인터뷰를 실

시하여 연구자가 실제 연습할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질문의 

내용 및 참고자료, 면접 방식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기업상담 현장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종사

하고 있는 1급 기업상담 전문가에게 다시 피드백을 받아 최종적으로 인

터뷰 질문과 프로세스에 대해 정교하게 구조화하는 과정을 밟았다.

셋째, 인터뷰 과정에서 개별면접 대상자들에게 ‘리더십 유연성 저해

요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 예비연구에서 실시했던 

리더십 유연성 검사를 활용하였다. 또한, 인터뷰의 목적에 대해 상호 합

의하고 인터뷰 시간에 대한 구조화를 진행하였다. 이후 예비된 질문에 

따라 질의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개념에 대한 

초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인터뷰의 목적을 명료화하고자 하였

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의 말에 대해 반영 혹은 재진술 기법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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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상자의 말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리더가 

맥락에서 의미하는 바를 리더의 시각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넷째, 축어록에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을 추출하고 종합․편집하

는 과정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팀 인원을 보통 최소 구성단위

인 연구자 포함 3명이 하는데서 나아가 4명으로 평정팀을 구성하였다.

또한 평정팀 전문가들은 모두 상담전공 박사수료 이상으로 각자 본 연구

와 관련된 전문성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3명은 1급 상담전문가 자격 

소지자로 본 연구의 인터뷰가 단회상담적인 성격을 지니며 추출된 요인

도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표상에 해당하는 요소라 상담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자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2명은 3~5년 정도의 기업

상담 경험과 조직 리더를 대상으로 한 개별 피드백 코칭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온 자료를 분석하고 추출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또, 2명은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본인의 연구 및 

타인의 연구에 대해 평정작업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질

적 인터뷰 자료를 평정하고 정리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들 4

명의 평정자들이 평균 네 차례에 걸쳐 총 18시간 정도 만나 토의하며 합

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적 인터뷰 방법에서는 면접자가 

대화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터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질문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대화의 흐름에 방향성을 제공하는 기술을 지

녀야 한다.(백현욱, 2006). 또한, 임상면접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면을 

고려할 때 상담전문가로서의 자질이 동시에 요구된다. 따라서, 연구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연구자의 자질을 밝히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자는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

학회 1급 전문가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경력 상으로는 기업 상담실에

서 2년간 근무하면서 기업교육과 상담, 조직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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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EAP 서비스 관리 업무 및 상담 ․ 
교육 경험이 다수 있으며, 기업의 임원 후보와 팀장을 대상으로 이들의 

액션러닝 과정을 관찰하고 개별 피드백 코칭을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

다. 질적 연구 경험에 있어서는 질적 연구 수업을 수강하였고 학업우수 

대학생 및 대학생 멘토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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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분류자1 2 2 3 3 1 2 3 1 4 4

분류자2 2 3 1 3 1 2 3 1 4 4

…

3. 자료 분석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차원, 그리고 개념도를 도출하기 위한 자

료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유사성 분류 및 본인에 대한 

영향도 평정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첫 단계에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목록에 대해 42명이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를 한 

결과에서 진술문 와를 같은 그룹에 배치한 평가자들의 수가 유사도

이다. 개인별 유사성 행렬표를 전체 파일로 합산하는 데 있어서, 

Trochim(1989)이 제안한 두 번째 방법에 따라 [그림 4]에 예시된 방식으

로 유사성 매트릭스를 제작하였다. 

[그림 4] 유사성 매트릭스 예시 

컴퓨터를 활용한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이 유사성 행렬표를 0과 1로 

코딩되는 전체 집단 비유사성 행렬표(dissimilarity matrix)로 변환하였다. 

이 때, SPSS 프로그램에서는 큰 숫자를 비유사성 자료로 간주하기 때문

에(박광배, 2000) 같은 집단으로 묶인 유사성 자료는 0, 서로 다른 집단

예) 분류자 1

묶음 1 : 5, 8

묶음 2 : 1, 2, 6

묶음 3 : 3, 4, 7

묶음 4 : 9, 10

예) 분류자 2

묶음 1 : 3, 5, 8

묶음 2 : 1, 6

묶음 3 : 2, 4, 7

묶음 4 :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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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묶인 비유사성 자료는 1로 하여 비유사성 행렬표(dissimilarity 

matrix)로 제작하였다. 즉, 매트릭스에서 숫자가 클수록 비유사함을 의미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에 이 행렬표 자료를 입력하여 

다차원척도 분석 ALSCAL을 실시하였다. ALSCAL은 Takane 등(1977)에 

의해 개발되었고, SPSS 통계 프로그램에서 사용이 용이하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현대 다차원 척도법의 전형으로 인식되는 분석방법이다(박

광배, 2000). 다차원 척도법은 주어진 심리적 자료를 특정한 원점과 단위

를 가지는 숫자체계로 변환한 후(유사성 자료를 의미함), 원래의 심리적 

자료를 가능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공간적으로 시각화하는 기법으로 군

집분석이나 요인분석처럼 방대한 정보에 내재된 구조를 찾아내어 정보처

리가 용이하도록 자료를 자료를 축약하는 방법이다(박광배, 2000). 

다차원 척도분석 결과에 대해 적절한 차원의 수와 의미를 분석한 

후, 다차원 척도분석에서 도출된 2차원 상의 좌표값을 대입하여 위계적 

군집분석(Ward 방법)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의 적절성 및 하위 군집 

확인을 위해 좌표값이 아닌 유사성 평정 원자료를 사용하여 평균연결법

에 의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두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 Ward 방식의 군집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개념도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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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내용

조직 팀장들이 인식하는 리더십 유연성의 저해요인이 무엇인지 알아

보기 위해 사기업과 공기업의 기업 팀장 총 30명을 인터뷰하였다. 그 결

과 24명의 인터뷰 축어록과 6명의 인터뷰 기록으로부터 132개의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이 추출되었다. 4인의 평정팀이 Kane과 Trochim(2007)의 

진술문 종합 절차에 따라 종합·편집하여 170개의 진술문을 선정하였다. 

진술문 종합·편집에 참여했던 평정팀 4명이 다시 모여 연구자가 1차로 

생성한 대표 진술문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각 묶음의 문장들이 대표 진술

문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문장들을 통합하고 정리하였

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 44개의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 목록이 도출되

었다. 

이 44개의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은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

을 포함한 사기업과 공사와 정부지원 연구소를 포함한 공기업의 팀장급 

이상의 조직 리더들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여 녹음 축어록과 

인터뷰 기록으로부터 132개의 내용을 추출한 후, 전문가팀의 종합 ․ 편집 

․ 검토 과정을 거쳐 선정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추출된 내용을 조직 리

더의 ‘예상’이라는 관점에서 통일되게 기술하여 1차적으로 리더십 유

연성 저해요인이 170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많은 개수에서 축약되는 

형태로 가지만, 본 연구에서는 추출하는 개념이 단순히 아이디어로 명확

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어록 상에서 인터뷰 대상이 표현하는 바를 

맥락적 의미에서 해석하는 가운데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

는 두 세 개의 의미가 함께 묶여진 덩어리로 추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선정된 44개의 최종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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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    용

1
일을 위임하면 (팀원 역량이 부족하여) (시간 내에)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

아서

2 부하 직원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면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3
내가 직접 하면 성과가 더 날 것 같고 그게 회사나 팀 전체에도 더 좋을 것 

같아서

4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 직원이 상처받거나 존중받지 못한

다고 느낄 것 같아서

5 부하 직원에게 부드럽게 대하면 나를 약하게 보거나 무시할 것 같아서

6
내가 리더인데 부하 직원을 이해하려고 먼저 다가가면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7
부하 직원에게 가이드라인(원칙)에 따라 너무 분명하게 하면 비인간적일 것 

같아서

8 부하 직원에게 사적으로 잘해주면 공적인 일과 구별 못할 것 같아서

9
부하 직원이 힘들어서 이직하거나 반발하면 전체 팀에 안 좋은 영향이 생길 

것 같아서 

10 내가 주로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에 대해 잘 모르거나 필요를 못 느껴서

11 일을 위임하면 리더로서의 존재감이 없어질 것 같아서

<표 11>에 제시하였다. 이 때, 44개의 저해요인은 1차적으로 170개로 정

리되었던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서 핵심어를 추출하여 핵심어에 따라 

종합 ․ 편집하여 축약한 결과이다. 핵심어는 연구자가 먼저 잠정적으로 

추출한 후 연구자를 제외한 평정자 3인이 검토하여 묶음을 조정해 나가

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때 170개의 각 진술문 내에 유사한 핵심어로 묶

인 진술문들의 수를 44개 각 대표 진술문의 빈도로 간주하여 44개 저해

요인별 응답빈도를 <부록 6>에 함께 제시하였다. 

<표 11> 조직리더가 인식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 최종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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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    용

12 부하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그만큼 성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13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 부하 직원이 성장 못할 것 같아서

14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 직원들이 나를 나쁘게 볼 것 같아

서

15 내가 전문성을 보이지 못하면 제대로 리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16 부하직원의 개인 사정이나 의견을 들으면 공감하고 해결해줘야 할 것 같아서 

17
새로운 시도를 하면 실패할지 모르고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서 

18
(내가 부하 직원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했다가 틀릴 것 같아서

19
부하 직원이 나보다 실무를 더 잘 알아서 물어보면 내가 못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20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생각을 밑에 다 공유하면 부하 직원들이 오히려 긴

장하지 않을 것 같아서

21 일을 위임해서 맡겨두면 리더로서 내 책임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서 

22 부하 직원들에게 너무 강하게 하면 창의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23
칭찬을 하면 부하 직원이 자만하여 더 이상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 

같아서

24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 직원과 서로 관계가 나빠질 것 같

아서

25
부하 직원에게 강하게 지시를 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리더로서의 내 권위가 

떨어질 것 같아서 

26
부하 직원의 불평이나 이이기를 들어주다 보면 일이 안 되고 조직이 흔들리

게 될 것 같아서

27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시도하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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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    용

28
미리 현실적으로 대비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이나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29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자신이 무능해지는 것 같아서

30
위에서 싫은 소리 들은 것을 거르지 않고 밑에 그대로 다 전달하지 않으면 

부하 직원들이 뭘  모를 것 같아서 

31
일을 위임하고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면 실무자로서의 만족감이 적을 것 같아

서

32 내가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걸러주지 않으면 성과물이 낮게 나올 것 같아서 

33
부하 직원이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다 보면 시간이 없어 내 업무를 못하게 

될 것 같아서

34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부하 직원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해서

35
내가 나이가 더 적거나 실제적인 권한이 없다보니 뭐라고 해도 부하 직원이 

따르지 않을 것 같아서 

36
부하 직원에게 예외를 허용하면 복잡해지고 조직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

아서

37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을 시도하면 어색하고 불편해질 것 같아서

38 내가 시도하는 행동이 조직의 방향과 맞지 않을 것 같아서

39 누가 나에게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팀원들도 그럴 것 같아서

40 일을 위임하면 부하 직원이 일이 많아져 힘들어할 것 같아서

41
꼼꼼하게 일일이 관리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서(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42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당장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 같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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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간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서

44 부하 직원에게 직접 충고나 지시를 했다가 거절당하거나 무시받을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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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구조

1)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차원

조직 리더들이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을 어떠한 차원에 따라 인식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기업과 공기업의 팀장급 이상의 조직 리더 

42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대한 유사성 평정을 실시하

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을 나타내는 44개의 진술

문 목록을 평정 자극으로 제시하여 유사하게 인식되는 진술문끼리 같은 

집단에 분류하도록 하는 유사성 분류를 실시한 후, 유사성 평정 자료를 

비유사성 행렬표로 작성하여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차원 척

도법은 주어진 자료를 가장 잘 반영하는 자극들의 공간배열을 수학적으

로 도출해 주지만, 이를 근거로 차원의 수를 결정하고 차원의 의미를 해

석하는 것은 일종의 예술적 창작과정에 해당한다(박광배, 2000).

가. 차원의 수

다차원척도 분석에서 적절한 차원의 수와 차원의 의미를 결정하고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석가능성과 단순성이다(Gnanadesikan & 

Wilk, 1969). 다차원척도 분석에서 적절한 차원의 수는 일반적으로 합치

도, 해석 가능성, 단순성의 세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합치도란 

각 개인이 평정한 유사성 자료가 결과로 도출된 차원에서의 거리와 일치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스트레스(stress) 값으로 표현되며, 그 값이 

적을수록 합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다차원 척도 분석 결과로 나타난 차원의 수에 따른 합치

도를 살펴보면, 2차원까지 추출하였을 때 합치도(stress)는 .27(R2= .64), 3

차원까지 추출하였을 때 .19(R2= .72), 4차원까지 추출하였을 때 .14(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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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차원까지 추출하였을 때 .11(R2= .84), 마지막으로 6차원까지 추출

하였을 때 .09(R2= .88)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에 대한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나타난 차원의 수에 따른 합치도와 설명량이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 차원별 합치도 및 설명량

차원의 수 합치도(stress) 설명량(R2) 설명량 증가

1차원 .45 .44 -

2차원 .27 .64 .20

3차원 .19 .72 .08

4차원 .14 .79 .07

5차원 .11 .84 .05

6차원 .09 .88 .04

Kruskal과 Wish(1978)은 스트레스 값이 .10 이하가 적절하다고 말한

다. 그러나, 이러한 Kruskal의 통계학자로서의 기준은 대부분의 개념도 

연구에 적절하지 않다(Kane & Trochim, 2007). Trochim(1993)에 의해 수

행된 개념도 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평균 스트레스 값이 

.285 (SD=.04)로 나타났다. 또, 스트레스 값의 속성상 자료에 동점이나 결

측치가 많을 때 값이 감소하고 심상자극이 많을 때 값이 증가한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 값이 작다고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박광배, 

2000). 

한편, 차원의 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 값이 적어지지만 그만큼 해석 

가능성과 효율성이 낮아지므로 가능한 한 적은 수의 차원으로 자료를 설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차원 척도에서 차원 수를 정할 때 원칙적으

로 스트레스 값을 각 차원에서 구하여 급격히 감소하는 첫 값을 잡는다

(허명회, 양경숙, 2011). 따라서, 합치도를 이용하여 적절한 차원수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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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자 차원 수의 증가에 따라 줄어드는 합치도 값을 대비하여 스크리 

플롯(scree plot)을 그려보았다. Kruskal은 스크리 플롯이 처음 크게 꺾이

는 지점(elbow)에서 차원의 수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이상 차원의 수가 증가하여도 스트레스의 감소, 즉 합치도의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박광배, 2000). 차원별 스트레스 값으로 스크리 플롯

을 그려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차원에 따른 합치도 스크리 플롯

스크리 플롯을 살펴보면 [그림 5]에 나타난 것처럼 2차원에서 합치도 

값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18), 3차원 이상의 수에서는 합치도가 완만

하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논의했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2개의 차원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

였다. 

나. 차원별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분포 및 차원 해석

차원의 수를 2개로 정하고, 각 차원의 좌표값으로 리더십 유연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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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인에 대한 진술문의 위치를 2차원 공간에 제시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1차원×2차원)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로 표상된 공간상에서 가까이에 위치한 진술문

들은 상담자들에게 비슷하게 인식된 것이며 멀리 떨어져 위치한 진술문

들은 서로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차원척도 분석결과로 산

출된 좌표값을 통해 각 차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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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원(X축)에서 정적인 방향의 끝 쪽에서부터 위치해 있는 저해요인

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당장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좌표값: 1.69)

03. 내가 직접 하면 성과가 더 날 것 같고 그게 회사나 팀 전체에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좌표값: 1.66)

43. (시간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책임

을 져야할 것 같아서 (좌표값: 1.54)

28. 미리 현실적으로 대비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이나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좌표값: 1.48)

15. 내가 전문성을 보이지 못하면 제대로 리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

아서 (좌표값: 1.45)

1차원(X축)의 정적인 방향과 부적인 방향의 중간인 0점 부근에 위치

한 저해요인들을 0에 가까운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9. 누가 나에게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팀원들도 그럴 것 같아

서 (좌표값: - .01)

12. 부하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그만큼 성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

아서 (좌표값: .14)

40. 일을 위임하면 부하 직원의 일이 많아져 힘들어할 것 같아서 (좌표값: 

.16)

25. 부하 직원에게 강하게 지시를 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리더로서의 내 

권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좌표값: -.19)

29.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자신이 무능해지는 것 같아서 

(좌표값: - .21)

18. 내가 부하 직원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분

명하게 의견을 제시했다가 틀릴 것 같아서 (좌표값: .22)

1차원(X축)에서 부적인 방향의 끝 쪽에서부터 위치해 있는 저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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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 직원과 서로 관계가 나빠

질 것 같아서 (좌표값: -1.54)

08. 부하 직원에게 사적으로 잘해주면 공적인 일과 구별 못할 것 같아서 

(좌표값: -1.53)

04.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 직원이 상처받거나 존중받

지 못한다고 느낄 것 같아서 (좌표값: -1.50)

14.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 직원들이 나를 나쁘게 볼 

것 같아서 (좌표값: -1.45)

34.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부하 직원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내가 스

트레스를 받고 불편해서 (좌표값: -1.39)

05. 부하 직원에게 부드럽게 대하면 나를 약하게 보거나 무시할 것 같아

서 (좌표값: -1.38)

위의 진술문들의 위치와 내용을 근거로 전체적인 의미를 고려하며 

살펴보면, 1차원의 정적인 방향은 전반적으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맥락과 내용이‘성과/일’에 초점을 두고 있고, 부적인 방향은 주로‘관

계/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적인 방향과 부적인 

방향의 중간인 0점 부근에 위치한 진술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과나 

부하와의 관계 어느 한 쪽에 초점을 두었다기보다 둘 간의 상호작용이나 

리더 개인의 심리내적인 어려움과 관련된 예들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1차원의 명칭을‘성과 초점-관계 초점’차원으로 명명하였다. 즉, 

1차원의 저해요인은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나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2차원(Y축)에서 정적인 방향의 끝 쪽에서부터 위치한 저해

요인들을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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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일을 위임하면 부하 직원이 일이 많아져 힘들어할 것 같아서 (좌표값: 

1.30)

11. 일을 위임하면 리더로서의 존재감이 없어질 것 같아서 (좌표값: 1.28)

31. 일을 위임하고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면 실무자로서의 만족감이 적을 

것 같아서 (좌표값: 1.23)

01. 일을 위임하면 (팀원 역량이 부족하여) (시간 내에)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좌표값: 1.18)

13.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 부하 직원이 성장 못할 것 같아서 (좌표

값: 1.16)

21. 일을 위임해서 맡겨두면 리더로서 내 책임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 같

아서 (좌표값: 1.10)

2차원(Y축)의 정적인 방향과 부적인 방향의 중간인 0점 부근에 위치

한 저해요인들을 0에서 가까운 것부터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08. 부하 직원에게 사적으로 잘해주면 공적인 일과 구별 못할 것 같아서

(좌표값:  .19)

15. 내가 전문성을 보이지 못하면 제대로 리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

아서 (좌표값:  .11)

04.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 직원이 상처받거나 존중받

지 못한다고 느낄 것 같아서 (좌표값:  .11)

09. 부하 직원이 힘들어서 이직하거나 반발하면 전체 팀에 안 좋은 영향

이 생길 것 같아서 (좌표값:  -.13)

44. 부하 직원에게 직접 충고나 지시를 했다가 거절당하거나 무시받을 것 

같아서 (좌표값:  -.14)

24.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직원과 서로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 (좌표값: -.20)

2차원(Y축)에서 부적인 방향의 끝 쪽에서부터 위치한 저해요인들을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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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시도하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

서  (좌표값: -1.66)

37.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을 시도하면 어색하고 불편해질 것 같아서 

(좌표값: -1.63)

18. 내가 부하 직원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분

명하게 의견을 제시했다가 틀릴 것 같아서 (좌표값: -1.51)

10. 내가 주로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에 대해 잘 모르거나 필요를 

못 느껴서 (좌표값: -1.50)

38. 내가 시도하는 행동이 조직의 방향과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좌표값: 

-1.43)

17. 새로운 시도를 하면 실패할지 모르고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책임

을 져야할 것 같아서 (좌표값: -1.39) 

위 진술문의 위치와 내용을 살펴보면 2차원의 정적인 방향은 전반적

으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이 ‘조직/공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

고, 부적인 방향은‘팀장 개인/사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에 대한 예상들이 주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조직

의 의미는 리더로서의 팀장, 부하직원, 전체 팀 등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팀장 개인이 의미하는 바는 사적인 개인으로서의‘자기’를 뜻한다. 동

일하게 팀장 개인을 지칭하더라도 공적인 팀의 리더로서의 팀장 자신을 

더 고려하는지 아니면 사적인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더 고려하는지에 따

라 차이가 난다. 정적인 방향과 부적인 방향의 중간인 0점 부근에 위치

한 진술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직/공적인 측면(8번, 15번, 4번, 9번)

과 개인/사적인 측면(44번, 24번)이 동시에 섞여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2차원의 명칭을‘조직 초점-자기 초점’차원으로 명명하였다. 이

는‘조직이나 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혹은‘나에게 사

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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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군집

조직 리더들이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으로 인식하는 44개의 진술문 

내용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 분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유사

성 평정 자료로부터 추출된 비유사성 행렬을 입력하여 다차원척도 분석

을 실시하고 그 결과 생성된 좌표값을 대입하여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

들을 군집화하는 위계적 군집 분석인 Ward 방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덴드로그램이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다. 이 방법은 조직 리더들의 리더

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두 번째로, 좌표값에 의한 Ward 방법에 의한 결과를 타당화하기 위

해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대한 유사성 분류 원자료를 사용하여 다른 

위계적 군집 분석 방법인 평균연결법(손진희, 2001; Elliott, 1985)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덴드로그램은 [그림 9]에 제시하였다. 두 군집 분석 결

과를 비교함으로써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대해 보다 타당성 있고 논

리적인 구분을 이루고자 하였다. 

 

가. 좌표값을 사용한 군집분석 결과와 개념도

먼저 다차원척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좌표값을 사용하는 위계적 군집

분석인 Ward 방법을 실시하였다. 군집화 순서표 상에 나타난 계수의 변

화와 [그림 7]의 덴드로그램을 기준으로 군집의 수를 6개로 결정하였다. 

덴드로그램을 보면 6개의 군집은 다시 두 개씩 묶여진 형태인 3개의 군

집으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 수를 6개로 정하고 군

집을 3개로 나누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

게 정한 이유는 군집의 특성과 관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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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Ward 방법에 의한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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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의 특성을 반영하는 군집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다

차원척도 분석의 축(차원)을 참조하였고, 세부적으로는 맥락과 저해요인

을 구분하여 명칭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저해요인 진술문이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맥락)/ 걸림돌이 되는 예상(저해요인)’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진술문들을 분류한 결과도 이러한 형

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군집별 문항들을 

맥락과 저해요인으로 나눈 후 맥락별로 공통점을 찾고 저해요인별로 공

통점을 찾는 방식으로 군집의 이름을 정하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각 군

집별 문항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기업 팀장들이 현업에서 리더십 유연

성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맥락이 도출되었고, 각 맥락에 따른 저해요

인이 2차원 축을 기준으로 하여 변별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해석과 분석을 거듭한 끝에, 군집 1은‘위

임/주도 방식-조직(팀) 저해’, 군집 2는 ‘관리통제/관망 방식-성과 저

해’, 군집 3은 ‘도전여부-자기 위험’, 군집 4는 ‘자기노출(clear self 

–expression) 여부-자기상 손상(self-image damage)’, 군집 5는 ‘부드러

운(mild) 태도/심한(harsh) 태도-관계 부작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집 

6은 ‘압박/지지-조직 저해’로 최종 군집명을 확정하였다.

[그림 7] 덴드로그램 상에서 군집이 3개로도 묶였던 점을 참조하여 

두 개씩 군집을 묶어보면, 군집 1과 군집 2는 맥락상 ‘업무 수행 방

식’을 의미한다. 군집 3과 군집 4는 저해요인의 초점이 사전인 개인으

로서의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것으로 묶일 수 있다. 군집 5와 군집 

6은 맥락적으로‘부하에 대한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군집의 

수가 3개이지만, 맥락과 저해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차이를 담

아낼 수 있는 군집의 수는 6개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집 1과 군집 2는 맥락은 ‘업무수행방식’으

로 동일하였으나 세부 내용에서는 일을 위임해서 할지 아니면 팀장이 직

접 할지와 관련된 ‘위임/주도 방식’ 맥락과 일을 통제적으로 관리하는 



- 86 -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유를 갖고 기다리며 지켜보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통제/관망 방식’맥락으로 구분된다. 저해요인의 

초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났는데, 군집 1의 경우에는 저해요인의 초점이 

‘조직’에 있었고, 군집 2는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여기에

서 ‘조직’이 의미하는 바는 공적인 리더로서의 팀장 자신에 대한 것, 

부하직원에 대한 것, 또는 전체로서의 팀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군집 5와 군집 6의 경우도 맥락은 ‘부하에 대한 태도’로 동일하였

으나 세부내용은 달랐는데, 군집 5는 태도가 부드러운지 아니면 호되거

나 냉엄한지에 따라 구분이 되었고, 군집 6은 압박을 하느냐 아니면 지

지적으로 대하느냐로 구분되었다. 저해요인의 초점에 있어서 군집 6의 

경우 분명하게‘조직’인 데 비해, 군집 5의 진술문들은 얼핏 보면 조

직, 팀장 개인, 성과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석하는데 가장 어

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군집 5에 나타난 조직요인, 팀장개인요인, 

성과요인은 다른 군집들에서 나타난 조직요인, 팀장개인요인, 성과요인

과 구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군집 5의 저해요인들은 조직요인

일지라도 이것이 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같은 부하

에 대한 태도 맥락인 군집 6에서의 조직요인과 의미상 차이를 보였다. 2

번 진술문 성과요인도 군집 2에서 나타난 성과요인과는 차별적으로 관계

의 상호 역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성과에 대한 의미가 크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번 진술문 ‘부하 직원들에게 부드럽게 대하

면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에서는 부하 직원들에게 부드럽게 

대해주면 (내가 어려운지 모르고 혹은 내 말을 우습게 여기고 혹은 나의 

태도를 오해하여 자기가 그대로도 잘 하는 줄 알아서) 성과가 잘 나오지 

않게 될 것 같다는 숨겨진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이를 문장의 성격이 비

슷한 군집 6의 22번‘부하 직원들에게 너무 강하게 하면 창의성이 나타

나지 않을 것 같아서’와 비교해 보면 부하 직원들을 너무 압박해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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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잘 나타날 수 있는) 창의성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리더의 태도가 영향을 미치지만 리더와 부하 간의 관계적

인 요인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진술문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군집 5의 저해요인이 하나의 묶음으로 설명이 된다. 

분류된 군집의 군집명과 군집별 진술문은 <표 13>에 정리하였고, 6개

의 군집을 군집 1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2차원 상에 표상한 개념도는 

[그림 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8] 기업 팀장의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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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대한 군집별 진술문

<군집 1>

위임/주도 방식


조직저해

(9개)

01. 일을 위임하면 (팀원 역량이 부족하여) 성과가 나지 않

을 것 같아서

03. 내가 직접 하면 성과가 더 날 것 같고 그게 회사나 팀 

전체에도 더 좋을 것 같아서

11. 일을 위임하면 리더로서의 존재감이 없어질 것 같아서

12. 부하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그만큼 성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13.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 부하 직원이 성장 못할 것 

같아서

21. 일을 위임해서 맡겨두면 리더로서 내 책임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것 같아서

31. 일을 위임하고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면 실무자로서의 

만족감이 적을 것 같아서

33. 부하 직원이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다 보면 시간이 없

어 내 업무를 못하게 될 것 같아서

40. 일을 위임하면 부하 직원이 일이 많아져 힘들어할 것 

같아서

<군집 2>

관리통제/관망 방식


성과저해

(5개)

15. 내가 전문성을 보이지 못하면 제대로 리더 역할을 하

지 못하는 것 같아서

32. 내가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걸러주지 않으면 성과물이 

낮게 나올 것 같아서

41. 꼼꼼하게 일일이 관리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아

서(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42.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당장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43. 시간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위에서 부정적인 평가

를 받거나 책임을 져야할 것 같아서

<표 13> 좌표값으로 산출한 군집 및 군집별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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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대한 군집별 진술문

<군집 3>

도전여부 


자기 위험

(6개)

10. 내가 주로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에 대해 잘 모

르거나 필요를 못 느껴서

17. 새로운 시도를 하면 실패할지 모르고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책임을 져야할 것 같아서

27.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시도하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

게 볼 것 같아서

28. 미리 현실적으로 대비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에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이나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37.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을 시도하면 어색하고 불편

해질 것 같아서

38. 내가 시도하는 행동이 조직의 방향과 맞지 않을 것 같

아서

<군집 4>

자기노출여부 


자기상 손상

(5개)

18. 내가 부하직원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했다가 틀릴 것 같아서

19. 부하 직원이 나보다 실무를 더 잘 알아서 물어보면 내

가 못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20.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생각을 밑에 다 공유하면 부

하 직원들이 오히려 긴장하지 않을 것 같아서

29.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자신이 무능해지

는 것 같아서

39. 누가 나에게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팀

원들도 그럴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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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대한 군집별 진술문

<군집 5>

부드러운 태도/

센 태도


관계 부작용

(14개)

02. 부하 직원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면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04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 직원이 상처

받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 같아서

05 부하 직원에게 부드럽게 대하면 나를 약하게 보거나 무

시할 것 같아서

06. 내가 리더인데 부하 직원을 이해하려고 먼저 다가가면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07. 부하 직원에게 가이드라인(원칙)에 따라 너무 분명하게 

하면 비인간적일 것 같아서

08. 부하 직원에게 사적으로 잘해주면 공적인 일과 구별 

못할 것 같아서

09. 부하 직원이 힘들어서 이직하거나 반발하면 전체 팀에 

안 좋은 영향이 생길 것 같아서

14.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 직원들이 

나를 나쁘게 볼 것 같아서

16. 부하 직원의 개인 사정이나 의견을 들으면 공감하고 

해결해줘야 할 것 같아서

24.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 직원과 서

로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

34.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부하 직원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해서

35. 내가 나이가 더 적거나 실제적인 권한이 없다보니 뭐

라고 해도 부하 직원이 따르지 않을 것 같아서

36. 부하 직원에게 예외를 허용하면 복잡해지고 조직에 나

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44. 부하 직원에게 직접 충고나 지시를 했다가 거절당하거나 

무시받을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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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대한 군집별 진술문

<군집 6>

압박/지지태도


조직저해

(5개)

22. 부하 직원들에게 너무 강하게 하면 창의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23. 칭찬을 하면 부하 직원이 자만하여 더 이상 성장을 위

해 노력하지 않을 것 같아서

25. 부하 직원에게 강하게 지시를 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리더로서의 내 권위가 떨어질 것 같아서

26. 부하 직원의 불평이나 이야기를 들어주다보면 일이 안 

되고 조직이 흔들리게 될 것 같아서

30. 위에서 싫은 소리 들은 것을 거르지 않고 밑에 그대로 

다 전달하지 않으면 부하직원들이 뭘 모를 것 같아서

군집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군집 1‘위임/주도 방식- 조직(팀) 저

해’은 좌표 상에서 성과(X축)-조직(Y축) 차원에 해당하는 1사분면에 위

치해 있으며 총 9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다. 1번 진술문의 경우 언뜻 

보면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나 그 앞쪽에 ‘팀원 역량이 부

족하여’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군집 2의 성과와는 다른 

의미로 팀원의 역량, 즉 조직적 측면을 고려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12번 진술문도 성과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 문맥적

으로 볼 때 성과 자체를 강조하는 의미라기보다 오히려 부하 직원의 요

소를 고려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군집에서는 기업 팀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첨예하게 부

딪치는 사안으로 일을 위임하여 할 것인가 아니면 팀장 본인이 주도적으

로 할 것인가의 맥락이 포함되었다. 군집 결과에 의하면 팀장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팀원에게 위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할 것인

지에 있어서 팀장들은 리더의 권위나 팀원, 전체 팀과 같은 요소에 문제

가 생기지는 않을지에 대해 주로 예상을 한다. 이 때, 팀장들이 그러한 

예상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하느냐에 따라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강도

가 달라진다. 즉, 예상하는 요인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면 이는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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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요인이 되어 위임하는 사람은 계속 위임만 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사

람은 계속 주도적으로 하는 경직된 행동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상의 강도가 강할수록 인지도식이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인지도식이 견고할수록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자 할 때 두려움

의 정도가 커지게 된다. 팀장 자신의 방식이 다행히 상황과 부합하여 별 

문제가 없을 때도 있지만 상황이 변화하였는데도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행동한다면 이는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실제 팀

장들에게 있어서는 주도하지 못하게 되는 면보다 위임하지 못하는 쪽으

로 나타나는 행동이 훨씬 강한 경향으로 나타난다.  

군집 2 ‘관리통제/관망 방식-성과 저해’은 좌표에서 X축 상에서는 

오른쪽 성과 차원으로 치중하여 있고 Y축 상에서는 0 근처에 분포해 있

으며 총 5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다. 15번 진술문은 맥락이나 저해요

인 모두 군집 2보다는 군집 1에 포함되는 쪽이 의미상 더 적합해 보이는 

면이 있다. 43번 진술문의 경우 팀장 개인 변인이나 조직 변인에 대한 

뉘앙스가 섞여 있는 면이 있지만,‘시간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이란 

말이 전체 문맥상 일을 수행하는 데 관리통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 

것으로 해석됨으로 성과 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군집에는 기업 팀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군집 1과 마찬

가지로 첨예하게 부딪치는 맥락이 드러났다. 즉, 팀장이 조금 여유를 가

지고 멀리 보면서 지켜봐 줄 것인지 아니면 일일이 개입하고 관리하면서 

일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인지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이 점에 있어서 팀장

들은 주로 여유를 갖고 멀리 보면서 지켜보는 쪽의 행동을 하기 어려워

하는데 이 때 가장 크게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 

것에 대한 예상이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예상이 강한 강도로 일어날수록 

관리통제가 아닌 관망적 방식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때로는 관리통제가 확실하게 필요한 상황도 있는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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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다고 되겠어’식의 예상이 강하게 작용하면 계속 관망하는 태도로만 

있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리더십 유연성은 매우 떨어지는 결과로 나

타난다.  

 군집 3 ‘도전여부-자기 위험’에 포함된 진술문은 6개이며, 좌표 

상에서 성과(X축) - 개인/사적(Y축) 차원에 해당하는 4사분면에 위치해 

있다. 28번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문들은 맥락적으로 모두 새로운 시도에 

대한 것이고 28번은 문맥 전체적으로 볼 때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한 의미를 포괄하여 ‘도전’이란 이름을 맥락에 

붙였다. 저해요인은 외부로부터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예

상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군집에 포함된 진술문은 모두 자신에게 닥칠 

외부 위험에 대한 예상으로 인해 도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10번 진술문의 경우, 잘 모르는 방식인데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를 읽을 수 있고, 나머지 진술문들도 ‘사람

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든 혹은 

‘내가 불편해지는 것’이든 모두 팀장 입장에서 피하고 싶은 위험요소

로 여겨지는 내용들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험요소에 대한 예상이 강할수

록 도전을 한다는 것은 두렵게 다가올 것이고 그러면 팀장들은 순간순간 

안전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군집 4 ‘자기노출 여부-자기상 손상’은 좌표 상에서 ‘관계(X축) 

- 자기(Y축)’ 차원에 해당하는 3사분면에 위치해 있으며, 5개의 진술문

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군집에서는 팀장이 자신의 입장이나 상태를 분명

하게 드러내는 것과 관련된 맥락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결정을 빨리 

내리거나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18번), ‘잘 모를 때 부하에게 

물어보는 것’(19번), ‘내 생각이나 기준을 부하와 공유하는 것’(20번) 

등이다. 29번 진술문은 문장에 숨겨진 의미를 유추해 볼 때, ‘다른 사

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자신이 무능해지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

게 부정적인 말을 들을 만한 말이나 행동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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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담겨 있다. 39번 진술문의 경우도 ‘누가 나에게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팀원들에게 내 입장을 드러내어 이래라 저래

라 하면 팀원들이 싫어할 것’이고 따라서‘나의 입장을 그렇게 내세우

지 않는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군집에서 저해요인은 ‘자기(self)’와 관련이 되어 있다. ‘내가 

틀릴 것 같아서’, ‘내가 못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자신이 무

능해지는 것 같아서’등 자기 혹은 자기상(self-image)에 관한 것이다. 

20번 진술문을 해석해 보면, ‘내 생각과 기준을 다 공유하면 (나를 쉽

게 생각해서) 부하 직원들이 오히려 긴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행간의 

의미가 담겨 있다. 즉, ‘내가 쉬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자기상에 

대한 내용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39번 진술문의 경우 ‘누가 나에게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경계(boundary)를 침해

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역시 자기상에 대

한 요인으로 묶을 수 있다.     

14개의 가장 많은 진술문으로 구성된 군집 5 ‘부드러운 태도/심한  

태도-관계 부작용’은 X축 상에서는 왼쪽 ‘관계’차원에 치중하여 있

고, Y축 상에서는 군집 2와 마찬가지로 0에 걸쳐 분포해 있다. 이 군집

은 이름을 붙이는 데 있어 가장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

면, 다른 군집처럼 맥락과 저해요인을 구분하여 저해요인만 묶어서 살펴

보면 조직요인, 성과요인, 팀장 개인 요인이 모두 섞여서 나오기 때문이

다. 좌표 상의 위치와 차원을 고려하며 진술문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군

집 5의 저해요인들이 다른 군집들에 나타나는 조직 ․ 성과 ․ 팀장 개인 

요인과 달리 관계의 상호작용 맥락이 크게 작용함으로써 그 역동 속에서 

나타나는 요인임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5번 ․ 14번 ․ 44번 진술문과 같이 저해요인이 ‘나’로 

초점이 가 있는 경우 군집 4와 비교해 보면 군집 4는 ‘자기 스스로 자

신에 대해 갖는 상(image)’의 의미가 크고 군집 5는 부하 직원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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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를’어떻게 보느냐에 더 초점이 가 있다. 조직

요인에 해당하는 4번 ․ 8번 ․ 36번 진술문을 군집 6의 조직요인과 비교해 

보면, 군집 6은 ‘팀장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면 부하직원이(리더의 권위

가 혹은 조직이) …하게 될 것 같아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달리 군집 5는 ‘팀장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면 부하직원이 “나를” … 

하게 볼 것 같아서’로 초점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리더의 권위에 해당하는 6번 진술문을 보아도 ‘내가 리더인데 먼저 다

가가면 내가 “부하에게 숙이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로 기술되어 군

집 6의 25번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리더로서

의 내 권위가 떨어질 것’과 같은 리더의 권위에 대한 말이지만 초점이 

약간 다르다.    

마지막 여섯 번째 군집‘압박/지지 태도-조직 저해’는 좌표 상에서

‘관계(X축) - 조직(Y축)’차원인 2사분면에 위치했으며, 6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군집은 팀원을 어떠한 태도로 대할 것인가의 맥락은 

군집 5와 동일하나 세부 내용은 뉘앙스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

로 해석되었다. 저해요인의 초점은 조직 저해에 집중되어 있다. 즉, 팀장

이 팀원에 대해 압박을 가할 것인가 아니면 칭찬이나 경청 등의 지지적 

태도를 보일 것인가의 맥락에서 팀장들은 리더의 권위나 부하 직원의 역

량 발휘 ․ 성장, 혹은 전체 조직 측면을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군집분석 결과의 타당화

이상에서 본 연구는 다차원척도 분석에서 도출한 2차원상의 좌표값

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Ward 방식의 군집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군

집분석 결과를 타당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좌표값이 아닌 유사성 분

류 원자료를 이용하여 다른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인 평균연결법을 실시

하여 Ward 방식의 군집분석과 비교해 보았다. 평균연결법 군집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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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덴드로그램을 [그림 9]에 제시하였다. 

[그림 9] 평균연결법에 의한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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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대한 군집별 진술문

<군집 1>

위임/주도 

–리더/부하 요인

(6개)

11. 일을 위임하면 리더로서의 존재감이 없어질 것 같아서

13.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 부하 직원이 성장 못할 것 

같아서

15. 내가 전문성을 보이지 못하면 제대로 리더 역할을 하

지 못하는 것 같아서

21. 일을 위임해서 맡겨두면 리더로서 내 책임역할을 다하

지 않는 것 같아서

31. 일을 위임하고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면 실무자로서의 

만족감이 적을 것 같아서

40. 일을 위임하면 부하 직원이 일이 많아져 힘들어할 것  

같아서

군집화 순서표 상에서의 계수 변화와 군집에 묶이는 내용의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 군집의 수를 정하였더니 평균연결법 군집분석에서도 6개

의 군집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군집별 진술문의 내용을 

제시하면 <표 14> 와 같다. 

<표 14> 유사성 원자료를 통해 산출한 군집 및 군집별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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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대한 군집별 진술문

<군집 2>

위임/주도

 – 성과 요인

(7개)

01. 일을 위임하면 (팀원 역량이 부족하여) 성과가 나지 않

을 것 같아서

03. 내가 직접 하면 성과가 더 날 것 같고 그게 회사나 팀 

전체에도 더 좋을 것 같아서

28. 미리 현실적으로 대비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이나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

아서 

32. 내가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걸러주지 않으면 성과물이 

낮게 나올 것 같아서 

41. 꼼꼼하게 일일이 관리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아

서(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42.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당장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43. (시간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위에서 부정적인 평가

를 받거나 책임을 져야할 것 같아서

<군집 3>

새로운 시도 –
위험 요인

(5개)

10. 내가 주로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에 대해 잘 모

르거나 필요를 못 느껴서

17. 새로운 시도를 하면 실패할지 모르고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책임을 져야할 것 같아서

27.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시도하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

게 볼 것 같아서

37.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을 시도하면 어색하고 불편

해질 것 같아서

38. 내가 시도하는 행동이 조직의 방향과 맞지 않을 것 같

아서

<군집 4>

액션실행 여부

-자기무능 요인

(3개)

18. 내가 부하직원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했다가 틀릴 것 같아서

19. 부하 직원이 나보다 실무를 더 잘 알아서 물어보면 내

가 못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29.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자신이 무능해지

는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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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대한 군집별 진술문

<군집 5>

팀원에 대한 태도 

– 관계손상요인 

(9개)

04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 직원이 상처

받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 같아서

05 부하 직원에게 부드럽게 대하면 나를 약하게 보거나 무

시할 것 같아서

06. 내가 리더인데 부하 직원을 이해하려고 먼저 다가가면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14.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 직원들이 

나를 나쁘게 볼 것 같아서

24.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 직원과 서

로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

25. 부하 직원에게 강하게 지시를 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리더로서의 내 권위가 떨어질 것 같아서

34.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부하 직원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해서

35. 내가 나이가 더 적거나 실제적인 권한이 없다보니 뭐

라고 해도 부하 직원이 따르지 않을 것 같아서

44. 부하 직원에게 직접 충고나 지시를 했다가 거절당하거나 

무시받을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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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대한 군집별 진술문

<군집 6>

팀원에 대한 태도

- 조직저해 요인

(14개)

02. 부하 직원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면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07. 부하 직원에게 가이드라인(원칙)에 따라 너무 분명하게 

하면 비인간적일 것 같아서

08. 부하 직원에게 사적으로 잘해주면 공적인 일과 구별 

못할 것 같아서

09. 부하 직원이 힘들어서 이직하거나 반발하면 전체 팀에 

안 좋은 영향이 생길 것 같아서

12. 부하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그만큼 성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16. 부하 직원의 개인 사정이나 의견을 들으면 공감하고 

해결해줘야 할 것 같아서

20.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생각을 밑에 다 공유하면 부

하 직원들이 오히려 긴장하지 않을 것 같아서

22. 부하 직원들에게 너무 강하게 하면 창의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23. 칭찬을 하면 부하 직원이 자만하여 더 이상 성장을 위

해 노력하지 않을 것 같아서

26. 부하 직원의 불평이나 이야기를 들어주다보면 일이 안 

되고 조직이 흔들리게 될 것 같아서

30. 위에서 싫은 소리 들은 것을 거르지 않고 밑에 그대로 

다 전달하지 않으면 부하직원들이 뭘 모를 것 같아서

33. 부하 직원이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다 보면 시간이 없

어 내 업무를 못하게 될 것 같아서

36. 부하 직원에게 예외를 허용하면 복잡해지고 조직에 나

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39. 누가 나에게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팀

원들도 그럴 것 같아서

유사성 분류 원자료를 이용한 군집분석인 평균연결법으로 나온 군집

의 의미를 좌표값을 이용한 군집분석과 비교 ․ 검토해 보았다. 군집별 세

부 문항에 있어서는 약간씩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 군집 이름을 정해보

았을 때 양쪽의 결과가 비슷하였다. 먼저, 좌표값에 의한 군집분석 결과

에서 군집 1은 원자료 값에 의한 군집분석 결과의 군집 1과 군집명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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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거의 유사하다. 업무추진방식에 있어서 위임/주도의 맥락과 연결되

며, 저해요인의 경우 공적인 리더로서의 입장과 부하요인을 고려한다는 

면에서 유사하다. 다만, 원자료값에 의한 군집이 리더와 부하에 한정되

어 고려하는 요인이 구체적으로 ‘사람’초점이라면, 좌표값에 의한 군

집은 3번과 33번 진술문이 포함되면서 사람 요인을 포함하되 여기에 

‘전체로서의 조직(팀)’의 의미를 더 포괄한다. 앞서 좌표값에 의한 군

집에서 군집 2의 15번 진술문이 군집 1에 포함되어야 의미가 적절하다고 

하였는데 원자료값으로 분석을 하면 이 진술문이 군집 1에 포함되었다.  

좌표값에 의한 군집 2는 원자료값에 의한 군집 2와 역시 세부 진술

문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군집 전체의 특징에 의한 군집명으로 확인할 

때 유사한 특징을 나타낸다. 즉, 업무추진 방식에 있어서 위임/주도 방

식의 맥락이 성과 요인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문에 있

어서 차이는 원자료값으로 분석했을 때 1번, 3번, 28번 진술문이 포함되

었고 1번과 3번으로 인해 맥락을 위임/주도로 해석하였다. 좌표값 군집 

2에서 ‘관리통제’로 명명되었던 것이 여기에서는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의 ‘주도’라는 용어에 포함되었다.

또, 군집 3의 경우 원자료값에 의한 결과는 새로운 시도에 하나의 

초점이 가 있고, 그 때 겪을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예상으로 이루어

져 있다. 이에 비해 좌표값에 의한 결과는 새로운 시도에 주로 초점이 

있되 28번 진술문이 포함되면서 보다 포괄적으로 ‘도전’이란 의미로 해

석되었다. 저해요인의 경우 동일하게 위험요인에 대한 예상이지만, 차원

을 함께 고려함으로 ‘위험요인’으로 명명할 수 있었다.

원자료값에 의한 군집 4는 액션을 취할 때 결과로 팀장 자신이 무능

해 보이거나 틀릴 것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진술문들로 구성되어 있

다. 좌표값에 의한 군집 4는 20번과 39번 진술문이 포함되고 동시에 축

을 함께 고려하면서 액션을 취하는 것의 의미가 자기를 드러내는 의미로

서의 액션임이 구체화되었다. 저해요인은 모두 자기의 상(image)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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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군집 5에 대해 살펴보면, 원자료값에 의한 군집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군집명에 있어서 거의 유사하다. 다만, 원자료값으로 분석했을 때 결

과는 팀원에 대한 태도에 따라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측면이 보다 명확

하게 드러난 데 비해 좌표값에 의한 결과는 2번, 7번, 8번, 9번, 16번, 36

번이 더 포함되면서 의미를 해석하는 데 보다 심층적인 해석 과정이 필

요하였다. 그러나, 앞서 좌표값 군집에 대한 설명에서 밝혔듯이 언뜻 보

면 달라 보이는 이들 진술문의 경우도 팀원에 대한 팀장의 태도에 의해

서만 나타나는 결과라기보다 팀장과 팀원 간의 관계 맥락에서 일어나는 

‘껄끄러움’ 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군집 6은 좌표값에 의한 결과와 원자료값에 의한 결과 

모두 팀원에 대한 태도 맥락에서 조직요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진술문

의 개수에 있어서는 원자료값에 의한 결과가 14개 진술문으로 이루어져 

좌표값에 의한 군집의 진술문보다 9개가 더 많이 포함되었다. 좌표값에

서 군집 5에 포함되었던 진술문들이 원자료값에 의하면 군집 6으로 포함

되는 현상을 보였다. 원자료값에 의한 분석에서는 군집 5와 군집 6이 관

계요인과 조직요인으로 보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면이 있다면, 좌표값

에 의한 분석에서는 조직자체에 해당하는 요소가 군집 5에 포함되면서 

단순한 조직요인이 아니라 관계맥락 속에서의 조직요인이란 점이 부각되

었다. 요약하면, 좌표값에서는 군집 5에 포함되고 원자료값에서는 군집 6

에 포함되는 진술문들의 경우 관계요인과 조직요인이 서로 혼재해 있다

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비교 검토를 통해 볼 때, Ward 방식을 통해 2차원과 차원 

상에서 6개의 군집을 규명한 결과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

욱이 군집의 이름을 정할 때 군집 자체로 정할 때보다 차원을 고려하여 

정할 때 의미가 더 명료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차원을 고려한 군

집 결과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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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편차

12. 부하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그만큼 성과가 나올 것 같
지는 않아서

3.42 1.28

42.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당장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3.33 1.34

04.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 직원이 상처받거
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 같아서

3.21 1.36

03. 내가 직접 하면 성과가 더 날 것 같고 그게 회사나 팀 전체
에도 더 좋을 것 같아서

3.21 1.30

41. 꼼꼼하게 일일이 관리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서(성과
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3.21 1.39

43. (시간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
거나 책임을 져야할 것 같아서

3.17 1.25

01. 일을 위임하면 (팀원 역량이 부족하여) (시간 내에) 성과가 나
지 않을 것 같아서

3.15 1.29

40. 일을 위임하면 부하 직원이 일이 많아져 힘들어할 것 같아서 3.08 1.31

3.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의한 영향도

1)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내용별 영향도

개별면접을 통한 진술문 수집, 진술문의 종합, 편집과정 및 적절성 

평가를 통한 축약과정을 통해 선정된 44개의 진술문에 대해 42명의 기업 

팀장들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significance)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이는 팀장 개인에게 중요한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4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 목록을 팀장 본인에게 미치는 영

향 정도의 평균(표준편차의 범위 1.09∼1.54)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표 

15>에 제시하였다. 

<표 15>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기업 팀장에 대한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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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자신이 무능해지는 것 
같아서

3.07 1.44

22. 부하 직원들에게 너무 강하게 하면 창의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3.04 1.43

28. 미리 현실적으로 대비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이나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3.04 1.38

07. 부하 직원에게 가이드라인(원칙)에 따라 너무 분명하게 하면 
비인간적일 것 같아서

2.99 1.34

13.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 부하 직원이 성장 못할 것 같아
서

2.96 1.20

32. 내가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걸러주지 않으면 성과물이 낮게 
나올 것 같아서 

2.95 1.31

14,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 직원들이 나를 나
쁘게 볼 것 같아서

2.84 1.38

18. 내가 부하 직원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
거나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했다가 틀릴 것 같아서

2.82 1.28

24.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직원과 서로 관계
가 나빠질 것 같아서

2.81 1.42

02. 부하 직원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면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2.77 1.52

09. 부하 직원이 힘들어서 이직하거나 반발하면 전체 팀에 안 좋
은 영향이 생길 것 같아서 

2.76 1.41

34.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부하 직원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해서

2.74 1.54

38. 내가 시도하는 행동이 조직의 방향과 맞지 않을 것 같아서 2.74 1.42

39. 누가 나에게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팀원들도 그럴 
것 같아서

2.71 1.44

16. 부하 직원의 개인 사정이나 의견을 들으면 공감하고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아서 

2.71 1.50

17. 새로운 시도를 하면 실패할지 모르고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
거나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서 

2.70 1.29

21. 일을 위임해서 맡겨두면 리더로서 내 책임역할을 다하지 않
는 것 같아서 

2.69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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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가 전문성을 보이지 못하면 제대로 리더 역할을 하지 못하
는 것 같아서

2.67 1.26

30. 위에서 싫은 소리 들은 것을 거르지 않고 밑에 그대로 다 전
달하지 않으면 부하직원들이 뭘  모를 것 같아서 

2.64 1.36

23. 칭찬을 하면 부하 직원이 자만하여 더 이상 성장을 위해 노
력하지 않을 것 같아서

2.62 1.50

10. 내가 주로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에 대해 잘 모르거나 
필요를 못 느껴서

2.61 1.23

33. 부하직원이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다 보면 시간이 없어 내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아서

2.61 1.30

36. 부하 직원에게 예외를 허용하면 복잡해지고 조직에 나쁜 영
향을 미칠 것 같아서

2.60 1.29

35. 내가 나이가 더 적거나 실제적인 권한이 없다보니 뭐라고 해
도 부하 직원이 따르지 않을 것 같아서 

2.59 1.49

20.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생각을 밑에 다 공유하면 부하 직원
들이 오히려 긴장하지 않을 것 같아서

2.56 1.41

44. 부하 직원에게 직접 충고나 지시를 했다가 거절당하거나 무
시받을 것 같아서

2.50 1.51

31. 일을 위임하고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면 실무자로서의 만족감
이 적을 것 같아서

2.49 1.29

19. 부하 직원이 나보다 실무를 더 잘 알아서 물어보면 내가 못
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2.49 1.35

26. 부하 직원의 불평이나 이이기를 들어주다 보면 일이 안 되고 
조직이 흔들리게 될 것 같아서

2.49 1.43

05. 부하 직원에게 부드럽게 대하면 나를 약하게 보거나 무시할 
것 같아서

2.42 1.53

37.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을 시도하면 어색하고 불편해질 
것 같아서

2.41 1.20

27.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시도하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2.34 1.23

25. 부하 직원에게 강하게 지시를 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리더
로서의 내 권위가 떨어질 것 같아서 

2.3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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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부하 직원에게 사적으로 잘해주면 공적인 일과 구별 못할 것 
같아서

2.31 1.24

11. 일을 위임하면 리더로서의 존재감이 없어질 것 같아서 2.23 1.09

06. 내가 리더인데 부하직원을 이해하려고 먼저 다가가면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2.11 1.34

44개 진술문들에 대한 응답은 각 진술문별로 모두 1점(영향이 매우 

적다)에서 5점(영향이 매우 크다)까지 고르게 분포하였다. 진술문별 평균

점수는 2.11에서 3.42 범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해요인들이 팀장 본인

에게 미치는 영향도가 보통 범위 수준임을 나타낸다. 

기업 팀장들이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진술문은‘12. 부하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그만큼 성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였고, 그 다음이‘42.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당장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로, 5점 중 3.42, 3.33의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그 다음은‘4.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

면 부하 직원이 상처받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 같아서’, ‘3. 

내가 직접 하면 성과가 더 날 것 같고 그게 회사나 팀 전체에도 더 좋을 

것 같아서’, ‘41. 꼼꼼하게 일일이 관리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것 같

아서(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가 공동 3.21 점으로 뒤를 이었다.  

2)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군집별 영향도

유사성 분류 원자료에 대한 Ward 군집분석을 통해 확인된 6개의 군

집별 영향 정도 평가 결과를 <표 1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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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기업 팀장에 대한 군집별 영향도 

군     집 평균
표준
편차

군집 2: 관리통제/관망 방식 - 성과저해 3.07 .26

군집 1: 위임/주도 방식 - 조직저해 2.87 .39

군집 4: 자기노출 여부 - 자기상 손상 2.73 .23

군집 5: 부드러운 태도/센 태도 – 관계 부작용 2.67 .28

군집 3: 도전여부 – 자기 위험 2.64 .28

군집 6:  압박/지지 태도 - 조직저해 2.62 .27

군집별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이 기업 팀장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면, 앞선 44개 내용별 영향 정도 평균에서‘12. 부하직원

들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그만큼 성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와 

‘42.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당장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

울 것 같아서’가 가장 영향 정도가 컸는데 이는 각각 군집 1과 군집 2

에 속하는 것으로 군집별 영향 정도 결과와 일치하였다.

‘관리통제/관망 방식 - 성과저해’군집(군집 2)이 가장 영향 정도에 

있어 평균이 높았고, 그 다음은 군집 1‘위임/주도 방식 - 조직저해’순

이었다. 따라서, 기업 팀장들에게 성과와 조직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

는 요인이고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성과나 조

직 측면을 중시하고 부담을 갖는 면이 기업 팀장에게 어찌보면 자연스럽

고 또 필요한 태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때로 지나칠 때 한 가지 경직

된 방식으로만 행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리더십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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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의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 중 영향도 점수가 높은 상위 25%에 

해당하는 11개 내용을 살펴봤을 때 군집 6개 중, ‘위임/주도 방식 - 조

직저해’군집에 해당하는 내용이 4개, ‘관리통제/관망 방식 - 성과저

해’군집에 해당하는 내용이 3개, 나머지 4개의 군집들에 해당하는 내용

이 각각 1개씩이었다. 영향도가 높은 저해요인들 대부분은 업무추진방식

의 맥락에서 조직과 성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예상에 대한 것이 대부

분이었다.  

군집 별 영향 정도의 순위를 보면, 군집 2 성과요인 관련 영향도 점

수가 가장 높았고 군집 1의 조직요인 관련 영향도 점수가 다음으로 높았

다. 군집 1과 군집 2 모두 업무추진방식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저해요

인 내용들이다. 다음은 군집 4 ‘자기’에 대한 것과 군집 5 ‘관계’에 

대한 것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군집 3과 군집 6의 영향도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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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장에서는 앞서 기술된 연구결과들에 대해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팀장들이 인식하는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내용 및 영향도, 리

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의 구조, 그리고 상담 개입에의 시사

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인지도식으로서의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지도식의 개념을 적용하여 기업 팀장들의 리더

십 유연성 저해요인을 탐색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업 팀장 

30명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인터뷰는 기업 팀장들이 리더십을 발

휘하는데 가장 불편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가운데 그 상황에서 

리더가 반응하는 행동을 통해 익숙한 행동이 아닌 반대의 행동의 필요를 

느끼면서도 실제 하고자 할 때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정적 

질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상자 밖 질문(OBQ)’으로 명명된 

이러한 형태의 가정적 질문은 인지도식 바깥으로 나가 보도록 함으로써 

메타 인지적 관점을 제공한다.  

인터뷰 축어록을 바탕으로 평정팀 4인이 요인을 추출하여 인지도식

을 나타내는‘예상’의 관점으로 기술한 결과, 총 170개의 진술문이 도

출되었고 이를 핵심어 중심으로 정리하여 최종 44개의 리더십 유연성 저

해요인 목록이 완성되었다. 170개의 진술문 가운데 가장 많은 중복 빈도

를 나타낸 것은‘일을 위임하면 팀원 역량이 부족하여 시간 내에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핵심어: 위임 & 성과)로 모두 19개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다음은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실패할지 모르고 그러면 불

이익을 당하거나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서’(핵심어: 시도 &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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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12개), ‘싫은 소리하면 부하 직원과 서로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

서’(핵심어: 싫은 소리/화/야단 & 관계, 11개) 순이었다.

기업 팀장들이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는  

44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평균은 2.11에서 3.42 범위로‘보통’정

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별 진술문 중‘부하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한

다고 그만큼 성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의 영향 정도가 가장 높게 평

가되었고, 그 다음이‘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당장 단기간에 성

과를 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직접 하면 성과가 더 날 것 같고 

그게 회사나 팀 전체에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직원이 상처받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 같

아서’, ‘꼼꼼하게 일일이 관리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서(성과

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순으로 인식되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리

더십 유연성 저해요인 추출과정과 결과, 그리고 영향도에 대하여 요약하

였는데 이에 대해 논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저해요인은 리더십 유연성에 관한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결국 리더십의 저해요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특히 리더십 유연성이란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효과적인 리더

십에 모두 요구되지만 상반되거나 경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조직 팀장

들에게 양자를 오가며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된다. 이런 갈등의 상황은 비일비재하다. 추구해야 할 가치가 뚜렷

하게 한 가지라면 고민의 여지가 없겠지만, 현실에서는 모순되어 보이는 

가치들이 동시에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조직 팀장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황에서도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리더십 갈등 상황은 업무 방식에 있어서 위임할 

것인가 vs. 주도할 것인가,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vs. 관망하며 지켜보

고 기다릴 것인가, 부하사원에게 부드럽게 대할 것인가 vs. 세게 대할 것

인가, 압박을 가할 것인가 vs. 지지적인 태도를 보일 것인가, 자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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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명히 드러낼 것인가 vs. 분명히 드러내었다가 다치느니 모호하게 

있어볼 것인가,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vs. 괜한 부스

럼을 만들 수 있으므로 굳이 도전하기보다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등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힌 저해요인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리더십

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기보다 이상에서 언급한 6가지 특정적인 상황에서 

양쪽의 가치를 균형 있게 발휘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인지도식의 관점에

서 풀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44개의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은 인지도식의 관점에서 해석

된다. 경쟁적인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느 한 쪽의 가

치를 따르는 것이 익숙하다. 양쪽의 가치를 똑같이 균형 있게 추구한다

는 것은 비현실적인 면이 있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다른’ 모습

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해 가는데 중요하다. 

최다 빈도를 보였던 진술문인‘일을 위임하면 팀원 역량이 부족하여 시

간 내에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를 인지도식의 관점에서 풀어보

면, 팀장 입장에서 일을 위임할 필요를 때때로 느끼지만 막상 위임하려

고 하면 팀원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역량이 부족한 팀원에게 

일을 맡기면 결국 정해진 시간 내에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을 것이란 예

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팀장은 주도적으로 관여해서 직접 일을 하는 

행동의 비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시간 내에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 

너무 강조될 경우 결국 경직된 방식의 리더십이 나타나고 위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놓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  

물론, 시간 내에 성과를 낸다는 것은 기업에서 일을 할 때 꼭 고려

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위임하면 성과가 안 날 것이라는 인

지도식이 너무 강하면 위임이 필요한 때조차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팀원들은 더 일을 할 기회가 없어지면서 역량이 

자라지 못하게 되고, 팀장은 그러한 팀원을 보며 부족한 역량에 대해 더 

확신하게 되어 결국 본인이 일을 직접 하려고 하는 패턴으로 움직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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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팀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식에 근거해서 팀원 역량이 계속 

부족하다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더 취하게 되고, 크고 작은 일에서 주로 

자기가 직접 주도해서 하는 방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스스로의 인

지도식을 유지해 가는 방향으로 상황을 해석해갈 가능성이 있다. 예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지도식이 견고하다는 의미이고, 그럴 때 도식과 위배

되는 쪽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팀장에게 위협으로 다가와 두려움

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많은 경우 무의식적 ․ 자동적으로 이루어

진다. 44개의 저해요인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곧 예

상의 강도에 따라 리더십 유연성을 저해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셋째,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내용은 기존에 리더십과 인지도식

을 연결한 연구들과 차별적으로 심리상담 관점에서 접근되었고 그 내용

도 보다 구체적이며 특수적(specific)이다. 기존에 연구들이 일반적인 리

더십과 관련하여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확인하거나(Hogg, Hains, & 

Mason, 1998; Lord & Emrich, 2000), 왜곡된 지각의 영향을 강조했던 것

(Senge 외, 1994)과 달리 본 연구는 리더십 유연성이라고 하는 특정의 상

황에 초점을 두어 그 단면에서 나타나는 인지도식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Rooke와 Torbert(2005)의 리더십 발달연구를 보면 리더 자신의 파워나 

안전이 도전받는 특정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석과 반응을 통해 

리더십 발달수준을 도출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루

어졌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기업 팀장이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으로 꼽는 인지도식의 내

용이 일반적인 내담자와 차이가 나는지 Young(1990, 1999)의 인지도식 

치료에서 말하는 5개 범주의 인지도식과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5개의 역기능적 인지도식의 범주는 단절 및 거절, 자율성과 수행의 손

상, 경계의 손상, 타인 중심성 등이고, 본 연구결과에서 나온 리더십 유

연성 저해요인은 조직저해, 성과저해, 관계 부작용, 자기에 대한 외부의 

위험, 자기상의 손상 등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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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식이 주로 ‘자기’와 ‘관계’면에 초점이 되어 있다면,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은 ‘자기’와 ‘관계’ 외에 조직, 성과, 외부 위험 등 

팀장으로서 직면하게 되는 보다 객관적인 업무 상황과 관련된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섯째, 본 연구의 표본에 대해 기업의 종류와 직위에 따라 구분하

여 논하고자 한다. 인터뷰 대상에 공기업과 사기업에 속한 팀장들이 섞

여 있고, 또 30명 중 26명은 부장급 팀장이지만 4명이 예외적으로 다른 

중간관리자로서의 팀장보다 상위인 임원급 리더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

서, 이 4명은 관리하는 팀원도 상대적으로 더 많고 다른 부장급 팀장을 

팀원으로 둔 경우라 할 수 있다. 우선, 공기업과 사기업의 문화가 인터

뷰를 하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공기업의 경우 팀장들이 성과보다 관계 쪽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

게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공기업의 조직이 사기업에 비해 안

정된 상태로 움직이며, 성과에 의한 평가도 상대적으로 덜 치열하게 작

용하는 데서 기인할 수 있다. 그러나, 리더십 유연성을 저해하는 요인의 

내용에 있어서 비중의 차이는 있었으나 저해요인의 내용들은 사기업과 

공기업 양쪽에 모두 적용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조직문화는 팀장들의 리더십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팀장과 팀장의 상위 팀장 간의 리더십도 인터뷰 시 경험적으로 판단

했을 때 차이가 느껴지는 면이 있었다. 4명 중 2명은 중소기업 규모의 

회사에 오너십(ownership)을 가지고 있었다. 당연히 오너십을 가진 리더

와 중간관리자로서의 리더는 회사나 팀에 대해 고려하는 바에 차이가 났

다. 오너십을 가진 리더가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하고자 하였으며, 책임

의 무게를 훨씬 크게 느꼈다. 다른 2명의 경우 대기업의 임원급인데, 보

다 큰 규모의 조직을 관리하다 보니 관계적인 측면보다는 전체 조직 차

원에서 거시적으로 보는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연구에서는 오너(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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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독특하게 나오는 리더십 유연성 관련 요인은 제하였고, 임

원급 리더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향성이 달랐으나 이 또한 팀장들에게

도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라 포함하였다. 

여섯째, 저해요인별 영향도가 보통 정도 수준으로 나온 것은 기업 

팀장들이 저해요인에 의해 심각한 정도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 즉 비교

적 잘 기능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저해요인에 의해 보다 심

각한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면 리더로서 기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

성이 있다. 가장 팀장 본인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 ‘부

하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그만큼 성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는 

성과 자체보다는 부하 직원을 고려하는 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성과와 관계 사이의 유연성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부하직원에 대

해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접게 되면서 리더 본인이 직접 

일을 떠맡거나 때로 부하에게 압박을 가해야 할 때조차 회의적인 태도로 

개입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가설은 팀장이 자신의 심리내적

인 부분에 대한 통찰이 떨어지는 경우이다. 팀장들의 인지적 능력은 매

우 탁월하지만 심리적 ․ 정서적으로 꼭 그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스

로 인식할 때 영향을 적게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도 꼭 그러한지

는 객관적인 관찰과 다면평가, 심층적인 개인면담 등 다각적인 고려 속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연구자가 인터뷰와 유사성 평정 과정을 함께 

하면서 인터뷰 때 유연하다고 여겨졌던 팀장들이 오히려 영향도 면에서 

점수 폭을 크게 주는 경향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다고 느꼈던 

리더들이 오히려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쪽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현상도 

일부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되 전반적으로는 기업의 팀

장들이 잘 기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4점이나 5점대로 그 영향도가 

나오지 않은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가능하다. 



- 115 -

2.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구조

본 연구에서 도출된 44개의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들에 대한 기업 

팀장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개념도 방법에 근거하여 기업 팀장들이 

유사성 분류와 영향도 평정 작업을 하였다. 유사성 분류 결과는 유사성 

매트릭스로 변환하여 다차원척도 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기업 팀장들이 저해요인에 대해 갖는 인식의 차원은 2차원으로 도출

되었고, 각 차원의 의미에 대해 1차원(X축)은‘성과초점-관계초점’차원, 

2차원(Y축)은‘조직초점-자기초점’으로 해석하였다. 

차원의 좌표값을 가지고 Ward 방식의 군집분석을 시행하여 6개의 

군집이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차원의 1사분면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군집 번호를 부여하여, 군집 1은‘위임/주도 방식 – 조직저해’, 군집 2

는 ‘관리통제/관망 방식 – 성과저해’, 군집 3은 ‘도전여부 – 자기위

험’, 군집 4는 ‘자기노출 여부 – 자기상(self-image) 손상’, 군집 5는

‘부드러운 태도/센 태도 – 관계 부작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집 6은 

‘압박/지원 태도 – 조직저해’이다.

군집별로 기업 팀장들이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

는 정도는 군집 2‘관리통제/조망 방식 - 성과저해’와 군집 1‘위임/주

도 방식 - 조직저해’의 영향 정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군집 4

‘자기노출여부 – 자기상 손상’, 군집 5‘부드러운 태도/센 태도 – 관계 

부작용’한편, 군집 3‘도전여부 - 자기 위험’과 군집 6‘압박/지지 태

도 – 조직저해’의 경우가 가장 영향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 팀

장들이 성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중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성과지향적

인 태도는 기업 팀장으로서의 본질적 역할과 관계되는 중요한 태도이지

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될 때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경직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4개의 저해요인들은 그 자체로도 활용 가치가 있지만 다차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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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핵심적인 형태의 자료로 축약함으로써 학습과 

교육, 그리고 연구 목적을 위해 더욱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이

러한 차원과 군집으로 나타나는 기업 팀장들의 인식구조에 대해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차원 결과가 ‘성과초점-관계초점’차원(X축)과 ‘조직초점-

자기초점’차원(Y축)으로 해석되었다. 1차원 결과는 리더십 이론에서 오

랫동안 주요 논쟁이 되어 온 과제-관계 모델(과제중심 리더십 vs. 관계

중심 리더십)의 개념과 일치한다. 리더십 이론이 태동하기 시작한 때부

터 연구자들은 과제중심 리더십과 관계중심 리더십 중 어느 쪽이 더 좋

은 리더십인지에 대한 논쟁을 이어왔다. 이 논쟁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

웠고 결국 어느 한 쪽이 더 좋다기보다 적절하게 다 사용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보고 있다. 

2차원의 경우‘조직초점-자기초점’으로 해석되었는데, 이 결과도 

기업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기업상담 시 또는 기업 

팀장 대상의 상담이나 코칭, 또는 교육을 할 때 ‘성과와 관계’, ‘조

직과 자기’라는 두 축을 항상 염두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해 준다. 일반적으로 상담자들은 ‘관계-자기’의 측면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업 장면으로 들어갈 때 상담자들은 이러한 

‘관계-자기’문제를 다루는 데 대한 강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상담자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인 ‘성과-조직’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직 구성원의 심리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모습

으로 드러나게 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경영학이나 HRD, 조직분야의 배경을 가진 전문 코치들이 성과와 조

직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잘 이해하고 강조하는 면이 있지만, 결국 상담

이나 코칭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성과와 관련하여 연결되는 내면적인 

역동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 변화의 기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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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 상담자들이 이 부분을 염두해 둔다면 기업 팀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시각을 상담에서 제공하며 자리매김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차원상의 좌표값을 기준으로 한 Ward 방식 군집분석과 원자료

를 기준으로 한 평균연결법 군집분석 결과를 비교 제시하여 자료의 생생

함과 가치를 최대한 보여주고자 하였다. 군집 결과에서 우선 업무 추진 

방식의 맥락으로 위임/주도 방식, 관리통제/관망 방식이 도출되었다. 또 

부하에 대한 태도 맥락으로 부드러운 태도/센 태도, 압박적 태도/지지적 

태도가 도출되었다. 리더십 유연성이 요구되는 이러한‘경쟁적인’ 혹은 

‘반대의’ 가치들은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관리

자가 아닌 사원의 단계에서는 주도적으로 자신이 책임 있게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관리자가 되면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하여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어느 한 쪽이 고정적으로 더 좋다기보다 상황의 변화를 팀장이 

민감하게 자각하고 그에 적절한 방식으로 효과적인 업무수행방식을 취하

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 전환의 과정에서 유연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전환의 시점에서 가로막는 걸림돌들을 규명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 팀장들이 부딪치게 

되는 갈등의 맥락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 이는 군집의 

맥락으로 나온 내용을 볼 때 리더십 이론에서 오랫동안 강조되어온 주제

들과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지도식에 대한 인터뷰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도 삼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은 결국‘조직저해’, 

‘성과저해’, ‘자기 위험’, ‘자기상 손상’, ‘관계 부작용’의 다섯 

가지로 정리되었다. 즉, 조직에 저해가 될 것 같아서,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자기에게 외부로부터 위험이 올 것 같아서, 자기상이 손상될 

것 같아서, 그리고 관계와 관련하여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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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된다. 다섯 가지 저해요인을 이렇게만 놓고 보면 밋밋하고 일반

적으로 오해하기 쉽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다섯 가지 저해요인이 모든 

상황과 맥락에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작용하는 저해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 결과의 독특

한 점이다. 

위임할 것인가 주도할 것인가 사이에서 팀장들은 성과가 저해될 것

보다는 조직에 저해가 일어날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성과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는 맥락은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관망하며 지켜

볼 것인가의 상황이다. 위임은 관망으로, 주도는 관리통제로 혼용되어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업무

를 맡겨서 위임을 했지만 관리통제 방식으로 간섭할 수 있고 팀장 본인

이 주도적으로 하되 부하에 대해서는 관망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동일하게 부하에 대한 태도일지라도 부드럽게 대할지 세게 대할지는 그

렇게 대함으로 발생하는 관계에서의 혹은 관계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

는 데 비해, 압박을 가할 것인가 지지적인 태도를 보일 것인가는 조직에 

저해가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 성과, 조직여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겠으나, 저해요인으로 초점을 맞추면 결국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걸림돌은 자신에게 불이익 등의 위험이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어떤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요인과 저해요인은 구별이 된다. 여러 가지 기업에서 요구되는 요인들을 

고려할지라도 팀장에게 작용하는 저해요인이 크면 결국 의사결정은 저해

요인에 따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저해요인에 대

한 이해와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위는 

리더십 파이프라인 모델(Charan, Drotter, & Noel, 2001)에 의하면, 2단계 

전환점에 해당한다. 이 단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혼자 성과를 



- 119 -

내었다면 이제는 일을 위임할 줄 아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본 

연구 결과를 보면 팀장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팀원에게 위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팀장들은 리더의 

권위나 팀원, 전체 팀과 같은 요소에 대해 고려한다. 이 때, 고려하는 요

인이 너무 강하게 작용할 때 이는 유연성 저해요인이 되어 위임하는 사

람은 계속 위임만 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계속 주도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실제 팀장들에게 있어서는 전자보다 후자 

쪽이 훨씬 강한 정도로 나타난다. 위임을 해야 하는 단계에 있는 팀장들

인데 정작 위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위임을 하는 팀장이든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는 팀장이든 이들은 모

두 성과에 대해 고민을 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도적으로 하는 

팀장 역시 성과를 내고 싶고 조직을 생각해서 오히려 위임하지 못하고 

주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성과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떠한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가치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의 조직 문화 및 

철학과 연결된다. 기업 팀장들이 마음에 그리는 성과의 모습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리더십과 리더십 유연성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를 통해 볼 때 

기업교육에서는 단순히 스킬에 해당하는 리더십 교육이 아니라 보다 근

본적인 수준에서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성과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팀장들의 인지도식을 확장해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조직의 리더는 상위 포지션으로 올라갈 때 자신이 잘 모르

거나 아주 생소한 분야까지도 관리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리더

십 파이프라인 모델에 의하면 3단계 전환점을 겪을 때인데, 이 때 리더 

자신이 그 자리에‘충분히 오를 만한’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면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막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Charan, Drotter, & Noel, 2001). 본 연구 결과에서 군집 4에 보면, ‘다

른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모른다고 말할 때 남들이 자신을 무능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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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할 것 같아서’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 때 팀장이 자기상

(self-image)이 손상될 것에 대해 너무 강한 도식을 가지고 있다면 리더

십의 흐름을 막는 큰 문제요인이 된다. 

여섯째, 군집 6에는 칭찬 또는 경청과 같은 지지적 태도의 맥락이 

나온다. 칭찬과 경청은 오늘날 기업의 팀장대상 커뮤니케이션 교육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단골메뉴이다. 칭찬과 경청이 좋고 필요하다는 점은 이

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거의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것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적용되는지의 문제는 좀 달라 보인다. 

이제는 단순히 필요하고 좋다는 수준을 넘어서 필요하고 좋은 줄 알지만 

잘 실천이 되지 않는 면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는 칭찬이나 경청을 실제 적용하는 데 팀장들이 잘 되지 않

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팀장들이 단순히 칭

찬이나 경청을 ‘못 해서’ 못한다기보다 다른 무엇인가가 동시에 고려

가 되고 이것이 걸림이 되면서 ‘안 하게’ 되는 면이 작용한다는 것이

다. 걸림이 되는 저해요인을 통찰하고 그 내용과 예상하는 정도가 적절

한지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행동을 도모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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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 개입에의 시사점

지금까지 논의에서 기업 팀장들의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해 논하였는데, 지금부터는 이러한 연구결

과가 조직의 리더와 리더십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실제 상담 개입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본 연구에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은 44개의 진술문으로 나

타났고 이는 2개 차원과 6개의 군집으로 묶였다. 차원은 성과/관계의 차

원과 조직/자기의 차원, 군집은 6가지 맥락 속에서‘조직저해’,‘성과

저해’,‘자기 위험’,‘자기상 손상’,‘관계 부작용’의 다섯 가지 

저해요인으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내용 및 구

조는 상담자가 조직의 리더를 이해하고 이들의 리더십 유연성을 증진하

기 위해 어떠한 지점에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실제 리더십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는 저해요인의 내용을 참조함으로써 

팀장의 이야기 속에서 보다 빠르게 핵심을 이해하고 변화의 포인트를 찾

을 수 있게 된다. 

기업상담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장경험

이 풍부한 상담전문가가 드물고 또 학문적으로도 기업상담 이론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런 단계에서 리더십을 상담적 관점으로 보다 깊

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업에 상담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리매

김해 가는데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상담이론에서 확립된 

이론과 개념들을 기업 현장에 적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변화

를 유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리더십 유연성을 다루기 위해 한 편으로

는 인지도식의 개념을 통해 보다 심층적 ․ 과학적 접근을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치료적 목적과 예방 ․ 발달적 목적을 리더의 특성에 따라 다르

게 적용하는 유연한 접근이 상담자에게도 요구된다.

둘째, 인지도식의 적용은 리더십 상담에 있어서 보다 심층적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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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데 기업 상담자들은 대상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법을 달리하여 효

과적으로 상담과 코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칭찬 ․ 경청 교육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기존에 이러한 교육이 주는 효과가 있었지만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상담자들에게 이들의 인지도식을 

고려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다루어야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지 생각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다.    

 인터뷰 시 팀장들은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위임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

었다. 위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조직이나 교육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

다 혹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부담으로 갖지만 이것이 실제 팀장

들의 리더십에 녹아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였다. 리더십 상담(코칭)

은 이런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개인별 이해와 접근이 중요하다. 인지도식은 이를 위한 하나의 좋은 

툴(tool)이 된다. 

예를 들어, 위임을 하지 못하고 직접 다 하려고 하는 팀장이 내적으

로 사고의 틀에 의해 행동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사고의 방향에 따라 

정서적인 부분도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위임이 좋다고는 하는데 막상 

위임을 하려고 하니 팀원들의 실력이 안 받쳐 주는 것 같아 이들에게 맡

겼다가는 성과가 안 나올 것이 보이면’이러한 생각은 일면 타당해 보이

지만, 이런 판단의 결과로 팀장이 불안해지거나 화가 자주 난다면 문제

가 된다. 팀장이 갖는 판단은 현실에 어느 정도 근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팀원들을 이끌어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팀장의 역할이

다. 불안해지는 이면의 생각, 화가 나는 이면의 생각을 상담 장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생각들이 어떠한 인지도식에서 나오는지 자각

하게 될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직의 

리더들이 상위로 올라갈수록 이러한 종류의 자기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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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자 밖 질문’을 통해 기업 팀장이 걸

려 있는 고리(loop) 혹은 비효율적으로 반복하는 패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패턴의 핵심 내용이 파악되면 이에 대한 자각과 통찰을 바탕으로 

변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 때, 리더 입장에서는 자신만의 ‘상자’에서 

벗어나는 전환(shift)을 경험하게 되고 ‘상자 밖’에서 자신을 보는 메

타 인지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이 경험은 Basadur와 Hausdorf(1996)가 리

더의 유연성을 길러 주기 위해 서로 다른 양식의 사고를 경험하도록 훈

련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것과 유사한 결론을 말

하지만 왜 그러한 훈련을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유연성을 증진할 수 있는 변화의 기제

를 설명한다.

인지도식으로 인한 패턴의 문제에 대해 상담에서 개입할 수 있는 방

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김창대(2009)는 이와 관련

하여 내담자들은 자신의 틀을 바꾸려고 하는 데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

데,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하고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변화에 대해 주

도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려면 내담자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틀의 의미

와 유용성에 대해 상담자가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상담

자는 내담자의 패턴 밑에 있는 긍정적 자기를 확인해 줌으로써 내담자가 

이해받은 느낌을 가지면서 자신의 변화에 대해 주도적이 된다는 것이다. 

변증법적 행동치료(DBT)에서도 인지도식을 잘 연습된 신념체계로 간주

하여 발달 초기 단계에서의 미해결된 발달적 갈등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수용과 변화의 변증법적 갈등에 관심을 두고 패턴의 변화를 유도한다

(Marra, 2005).

넷째,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을 이해할 때 이는 저해요인이기 때문

에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이는 ‘제거해야 할 문

제’라기보다는 팀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인 동시에 팀장이 갖는 강

점과 연속선상에서 놓여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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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저해요인을 생각해 보면 성과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에 대한 

걱정은 웬만한 리더들이면 거의 가져보는 생각일 것이다. 많은 경우에는 

그 걱정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

거나 행동을 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정도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리더들에게 성과 저해는 보다 치명적이어서 이들에게 성과 저해는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자리가 된다. 이들의 인지도

식에서는 ‘성과를 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실패하면 비

난받을 것이다’,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생

각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도식을 갖는 팀장게는 가치 있고 유능

한 사람으로 확인되고 싶은 소망이 중요하고, 이는 성공에 대한 강한 투

지로 드러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와 같은 ‘강점’과 

‘소망’이 ‘언제나’강렬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저해요인은 문제요

인이지만 뒤집으면 팀장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및 장점과도 연결되

는 것이다.    

다섯째, 저해요인의 영향도를 고려할 때 상담장면에서 만나는 내담

자들과 팀장들은 차이가 난다. 주관적으로 보고한 것이라 한계는 있지

만, 팀장들은 자신의 인식 내에서 크게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태는 아니

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어느 정도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기업상담 장면에서는 조직과 조직 구성

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방적, 발달적 관점이 강조되는데(Gerstein 

& Shullman, 1997),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인지도식이 견고할수록 반대쪽으로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크게 나타나

게 된다. 즉, 인지도식에 의한 영향도가 클수록 이 두려움이 커진다. 따

라서, 저해요인에 의한 영향 정도가 아주 클 경우, 이는 심리치료 수준

의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그보다 영향 정도가 낮아질수록 상담(코

칭), 교육으로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향 받는 정도의 

수준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지도식의 작용에 대해 자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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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조절해 가는 것이 필요하며, 개입의 수준도 달라져야 한다.

 여섯째, 본 연구 결과의 차원과 군집을 활용하여 기업 팀장들을 리

더십 유연성에 따라 분류하는 진단 준거로 응용할 수 있다. 물론, 본격

적인 진단 준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후속 작업이 요구되

지만, 각 군집을 기준으로 리더들의 프로파일이 나오게 될 때 이들이 리

더십 유연성을 갖는데 곤란을 느끼는 맥락과 그 맥락 속에서 어떤 초점

의 저해요인을 갖는지 이해하게 됨으로 심리검사를 활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일곱째, 상담 개입시 상담자둘에게는 개인적 접근을 주로 하는 경향

이 있으며 또 이것이 상담자들의 강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저해요인 결

과를 볼 때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에 조직문화가 끼치는 영향은 적잖이 

크다. 이는 상담자가 기업의 조직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함을 말

해준다. 한 개인의 특성으로만 제한해서 보면 한계가 있다. 이것이 기업

상담의 특수성이기도 하다. 최근 상담학에서 다문화 상담이 급속히 발전

하며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기업의 

조직문화 이해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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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상담 연구는 비밀보장 문제, 산업보안 문제, 적절한 통제

나 비교집단의 확립 문제, 측정도구 문제 등으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Carroll, 1997), 본 연구에서 기업 팀장들을 대상으로 경험

적 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료의 귀중함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룬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의 내용은 조직적 

관점에서 리더의 역할과 역량을 강조했던 기존 리더십 분야의 연구들과 

달리 리더의 관점에서 리더가 경험하는 것을 탐색적 ․ 귀납적으로 접근

하여 수집한 생생한 자료라는 면에서 가치가 있다.  

셋째, 리더십 유연성 연구에 변화의 기제가 될 수 있는 인지도식 개

념을 적용하여 리더십 유연성 향상을 위한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리더십 연구에 리더의 변화와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

즘의 규명이 필요하다는 연구의 시각을 제공하고, 기업상담 영역의 외연

을 넓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넷째, 상담분야에서 주로 부적응적인 내담자를 이해하고 변화하도록 

하는 데 적용되었던 인지도식의 개념을 기업팀장의 리더십 유연성을 이

해하는 데 도입함으로 인지도식의 개념을 활용한 상담에 있어서 치료적 

관점이 아닌 예방 ․ 발달적 관점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는 기업 팀장들의 행동 이면에 작용하는 인지도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변화를 위한 개입에 참조가 

될 만한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가들이 리더십 상담(코

칭)이나 교육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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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의 대표성에 제약이 있다. 연구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기업 팀장들을 연구하다보니 기본적으

로 편의표집 방법에 의존하였다. 예비연구를 통해 30명 인터뷰 대상을 

선정함으로 최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이 전체 기업 팀

장을 대표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본 연구의 표

본이 된 기업팀장에는 중간관리자로서의 팀장 외에 4명의 그보다 상위 

개념의 임원급 리더가 포함되어 있으며, 조직문화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공기업과 사기업이 섞여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리더의 계층이나 종사하

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리더의 인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팀장 관점에 한

정하여 기술되어 있다. 연구의 목적 자체가 팀장의 관점을 보고자 하는 

것이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여 팀장의 상사, 

동료, 부하의 관점, 그리고 나아가 상담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팀장의 관점에서 지각된 유연성 저해

요인이 부하직원을 비롯한 다른 조직 구성원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실제 기업 팀장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가운데 

본인에 대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며 느끼는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

인에 대해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심성이 물러서’, ‘인성이 나빠

서’등 변화하기 어려운 고정적인 성격 특성으로 저해요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에 대해 리더와 부하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게 되면 서로간

의 의사소통과 이해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

담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이러한 저해요인들을 살펴보게 될 때, 상담자들

은 변화와 개입의 방향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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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내용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지 상담자 관점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저해요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지만 기업의 팀장

들이 잘 기능하는 대상이라는 점과 기업 장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연구

하는 것의 어려움, 또 이들의 발전적 ․ 예방적 동기나 욕구를 고려할 때 

추후 촉진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리더십 유연성

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촉진요인을 밝힘으로 교육하거나 상담하

는 방법이 있고 본 연구와 같이 걸림이 되는 저해요인을 밝힘으로 이를 

제거함으로써 촉진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유연성을 지닌 리더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유연할 수 있는 요인을 밝히는 것도 보다 균형 있는 리

더십 유연성 개발의 방안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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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참여자 모집을 위한 리더십 유연성 코칭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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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리더십 유연성 검사(LVI) 연구용 사용허가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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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검사는 조직 리더들의 리더십 행동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입니다. 
모든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귀하께서 평소 리더로서 수행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응답 결과는 이메일 또는 일대일 피드백을 드리는 데 활용되고, 리더십 연
구에 익명으로 통계처리 됩니다.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분석이 끝난 후 
안전하게 폐기될 것입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대답은 귀하의 리더십 행동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리더십 연구와 실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믿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 김 창 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연 구 자: 김 수 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박사과정)
       연 락 처: 010-3283-3298, sooim@snu.ac.kr

<부록 3> 예비연구 설문지

▶ 다음은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성별:  1) 남   2) 여

2. 연령: 만             세

3. 관리직으로 일을 한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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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너무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편
    

적
절

많이 
그런
편

너무
많이

그러함

1
감독하는--자신이 책임지는 영역을 통

솔한다.
-4 -3 -2 -1  0 +1 +2 +3 +4

2
팀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자율성

을 부여한다.
-4 -3 -2 -1  0 +1 +2 +3 +4

3
권위를 세우는--자신이 리더임을 명확

히 한다.
-4 -3 -2 -1  0 +1 +2 +3 +4

4
팀원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만한 여지

를 준다.
-4 -3 -2 -1  0 +1 +2 +3 +4

5
지시하는--팀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한다.
-4 -3 -2 -1  0 +1 +2 +3 +4

4. 현재 직업에 종사하신 지 얼마나 되십니까?         년           개월

5. 귀하가 현재 조직에서 갖고 있는 직위 및 직책은 무엇입니까? 

▻직위(예; 과장, 차장, 부장, 임원 등)                              

▻직책(예; 팀장, 실장, 본부장 등)                                   

6. 귀하가 근무하는 조직의 전체 규모는 어떠합니까? 약            명

7. 귀하가 관리하는 팀원은 몇 명입니까?               명

8. 연락처 : 응답 결과에 대해 이메일 또는 일대일 피드백을 드리는 데 사용되

오니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주소:                     ▻ 연 락 처:                           

                       

▶ 다음은 귀하의 리더로서의 행동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직의 리더로

서 현재 자신의 모습에 가까운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통의 검사와 달리 0이 적절한 수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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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팀원들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맡긴다.
-4 -3 -2 -1  0 +1 +2 +3 +4

7
개입하는--문제가 발생할 때 직접 관

여한다.
-4 -3 -2 -1  0 +1 +2 +3 +4

8

팀원들이 각자 자신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신뢰한다.

-4 -3 -2 -1  0 +1 +2 +3 +4

9
결단력 있는--신속하게 자기 마음을 

결정한다.
-4 -3 -2 -1  0 +1 +2 +3 +4

10 참여적--결정에 팀원들을 포함시킨다. -4 -3 -2 -1  0 +1 +2 +3 +4

11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팀원들이 

명확히 알도록 하는--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한다.

-4 -3 -2 -1  0 +1 +2 +3 +4

12

팀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팀원들

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관심을 갖는

다.

-4 -3 -2 -1  0 +1 +2 +3 +4

13
자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주장하는--거

침없이 말한다.
-4 -3 -2 -1  0 +1 +2 +3 +4

14

팀원들의 영향에 개방적인--팀원들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4 -3 -2 -1  0 +1 +2 +3 +4

15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자기 주장을 

쉽게 철회하지 않는다.
-4 -3 -2 -1  0 +1 +2 +3 +4

16

의견이 다르다고 반박하는 것을 받아

들이는--내 생각에 도전하는 것에 대

해 개방적이다.

-4 -3 -2 -1  0 +1 +2 +3 +4

17 팀원들을 강하게 밀어붙인다. -4 -3 -2 -1  0 +1 +2 +3 +4

18

칭찬(인정)하는--팀원들이 그들 자신

에 대해 좋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 노

력한다.

-4 -3 -2 -1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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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리더십 유연성 결과보고서 샘플(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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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인터뷰 축어록

R: interviewer, E: interviewee

1. 축어록 A

R1: 내가 리더로서 팀을 꾸려나가고 할 때 굉장히 내가 불편해지는 그런 장면이 

있으신가요? 

E1: 저는 일반적으로는 직원들 이런 쪽으로 해서 그니까 뭐 강압적이지 않고 그

런 식으로 많이 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지시나 이런 

걸 했을 때 계속 계속 좋은 생각으로 듣고.. 그게 어떻게 강하게 전달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불편해 지는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그 사람을 믿고 하는거지. 나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서로 신뢰를 하는 거고 부드러운 지시

가 되더라도 사실은 그게 지시인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시같이 않

게 편하게 너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가 좀 불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R2: 그렇겠네요. 그럼 그럴 때 내가 지시하는 거를 좀 다르게 해볼 필요를 느낄 

때도 있으신가요? 

E2: 그죠. 아 그럼 그거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기는 

하는데. 그거를 화를 내면서 하는 건 잘 못하겠어요. 성격도 그런 게 있는 

거 같은데 할 이야기는 하되, 다른 분들은 화도 잘 내고 그렇게 많이 하시

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R3: 그럼 만일 그때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그 방식으로 하려고 할 때, 그게 익

숙하지 않은 거는 뭔가 걸림돌이 있는 거 같아요. 그때 팀장님에게 있어선 

뭐가 그 순간에 걸림돌이 되는지. 

E3: 저는 그런 거 같아요. 그니까 저 스스로가, 누가 저한테 뭐한테 하는가를 별

로 안 좋아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내가 잘 알아서 하는데 이렇게 

못한다고 하고 뭘 더하라고 하면 더 일이 안되는 게 제 스타일이 그런 게 

있어요. 속에. 거꾸로 역지사지로. 남들도 그럴 거 같은거죠. 근데 사실 그

걸 깨야 하는데.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

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안 상하는 사람이 있고 상하는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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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텐데. 내가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처럼 그럴 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직.

(중략)

R4: 팀장님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뭐랄까.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시

네요.

E4: 네 누가 뭐라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2. 축어록 B

R1: 보통 팀장님들이 잘 하시다가도 평소에 어떤 순간이 되면 굉장히 불편하다

든지 굉장히 긴장이 된다든지 탁 막히는 그런 장면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

으신 것 같아요 팀장님도 그런 장면이 있으세요?

E1: 있죠.

R2: 예 어떤 건지 

E2: 글쎄 요즘 어쨌든 어, 바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줘야할 때 그런 것들 저같은 

경우 좀 생각이 떠올라서 일단 차분히 앉아서 좀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데 그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의견이 뭐냐 바로 의사결정을 바로 그 순

간에 내야할 때 그럴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구

성원들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R3: 네 그렇죠. 

E3: 그런데 어떤 의사결정을 딱 해야 할 때 그럴 때 조금 압박감이 있는 거고 

그 그다음은 제가 질문의 요지를...

R4: 네 지금 의사결정에 대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의사결정을 그 순간에 

바로 내려야 할 거 같은 때 그 순간에 압박을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그 순

간에 부장님께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E4: 그것도 약간 케이스마다 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잘 알고 

분야의 업무적인 것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개입이 된 거라든가 그럴 때는 

어떤 조금 글쎄 할튼 뭐 좀 뭐라고 마음이 좀 불편하죠. 어떤 답을 내려줘

야 하고

R5: 음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상황이 있으세요.

E5: 생각나는 상황. 음 갑자기 또 생각하려니까 떠오르지 않네. 이런 거네 이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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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 그러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사람하고 관련될 때 조금 더 그게 불편감으로 

다가오시나요 사람하고 관련됐다는게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E6: 아 이런 거구나 이 사람에 대해 평가를 내려줘야 할 때 이친구가 어떠냐.  

(중략) 그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할 때 그런 게 더 어려운 것 같

아요. 장점만 보려만 해서 그런가 아니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의 부족이라

든가 단점을 지적하고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R7: 그럴 때 보통 팀장님이 그런 상황에서 취하게 되시는 행동이랄까요 

E7: 약간 중립적인 의견들이랄까 약간 애매모호한 표현들 약간 긍정적인 표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의사결정이 좀 힘들잖아요 (하략)

R8: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내가 그럴 때 좀 더 빠르게 가타부타를 해

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시는 건가요.

E8: 최근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갈수록 의사결정도 갈수록 제가 올해부터 팀장 

공식적 팀장의 리더가 됐고 (중략) 그래도 변화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러

면은 내 뜻이 정확히 전달이 되야하고 그래야 본인도 본인들도 내가 애매

모호하게 이야기해버리면 또 애매모호하게 받아들이고 그럼 행동변화가 

어떤 행동변화가 서로 안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요. 그런 부분들이 보면 남들에게 싫은 소리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의사결정이라고 했는데 의사결정은 표면적으로 그런 

것 같고 너무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하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느 쪽

에서 욕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걸 너무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R9: 지금 부장님이 이제 대립을 더 피하고 싶거나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하기 어

려운 것도 욕을 좀 안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그러셨는데 그

러면 예를 들어 그중에 대립을 하게 되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E9: 음 일단 뭐 제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고 일단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은 

거니까 그니까 약간 자존심이 상한다고일까 그런것들..

<중략>

R10: 욕먹는 상태를 떠올려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E10: 뭔가 싫은 소리 듣는 게 내가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가 이

거밖에 안되나 내가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R11: 팀장님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참 크신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좋

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거꾸로 결정을 하는 데나 

내가 나쁜 사람 자리에 있어야 할 때..그 위치에 되어야 할 때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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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어록 C

E1: 불편하거나 이런 느낌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는.. 워낙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일을 줄 때도 명확하게 주는 편이

어서, 뭐 망설임이 없고, 결정할 때도 좋건 싫건 저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어려운 점은 특별히,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중략)

R1: 그럼 워낙 사람 말을 잘 들어주시고, 조금 이렇게 부딪힐 때도, 잘 귀기울

여 들어주시면서 잘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지면서 이끌어가시는, 그렇게 하

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럼 대표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시잖

아요, 그런데 좀 익숙하지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할 필요에 대해서 조금 

느낄 때가 있으세요?

E2: 아직까지는, 저는, 제가 할 역할이 아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R2: 이제 아까 그 들어줄 때, 조금 갈등? 약간 고민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

다든지, output이 얼른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

각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럴 때에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힘은 뭘까요?

E3: 첫번째로는 제가 해결을, 할 수도 없고 제가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일단 하는 것 같고요. 그게 능력이 없다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효율과 그런 것만 

생각해야하는 경영적 이슈가 많이 지났고, 퀄리티 내지는 특히 저희같은 

경우는 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야하고 그리고 지금 유통하고있는 부분들

도 기존에 유통이라는 비즈니스 세계자체가 굉장히 딱딱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새 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해서

는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예전에는 실무를 다 하는 

리더형이었지만, 제가 그거를 포기하고 했던 이유자체가, 제가 다 할 수도 

없고, 조직이 분명 커지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해야 되기 위해서는 제가 권한을 많이 놔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확신은 있

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를 빨리 뽑고 싶

다는 욕심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이걸 만들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지향

점이 저는 이미 멀리 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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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위임하면 팀원들이 내 기대수준만큼 일을 못 해 올 것 같아서

일을 맡기면(위임) 팀원들이 실수할 것 같아서

일을 위임하려고 할 때 팀원들이 위임받을 만한 역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을 맡기고(위임)  설명을 해도 팀원들이 이해를 잘 못 할 것 같아서

일을 맡기면(위임) 팀원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 설명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일을 맡기면(위임) 내 의도를 팀원들이 인지(이해) 못할 것 같아서

일을 위임하면 성과가 덜 날 것 같아서

일을 맡기면(위임)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성과)

일을 맡겨서 하면(위임) 결과물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성과)

일을 위임하면 팀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서(동기)

팀원에게 계속 설명을 하게 되면 성과를 내는 데 오히려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일을 하도록 맡겨두고 기다리면(위임) 기한 내에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성과)

일을 맡기면(위임)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일을 맡기면(위임) 시간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것 같아서

일을 맡기면(위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을 맡기면(위임) 빨리 빨리(시간)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다려주면(위임) 일이 빨리(시간)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일을 위임하면 팀원들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거나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시간이 촉박한데 부하직원에게 맡기면(위임하면) 내가 고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부드럽게 대하면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부록 6> 리더십 유연성 저해요인 내용 목록

1. 일을 위임하면 (팀원 역량이 부족하여) (시간 내에)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

아서 (19개)

2. 부하직원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면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1개)



- 155 -

(내 실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 회사 전체의 성과에 더 

직결될 것 같아서

일에 성과가 일단 나면 그게 팀 전체에 더 좋을 것 같아서 

팀원들을 쪼면 팀원들이 힘들어 할 것 같아서

팀원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상처를 줄 것 같아서

내가 화를 내면 부하사원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내 논리대로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사원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직설적으로 세게 지시하면 내가 팀원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팀원의 학력이나 전문성이 높아서 뭐라고 세게 하면 내가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고 느낄 것 같아서 

야단을 치면 부하사원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 같아서

성격 좋게 보이면 얕볼 것 같아서(무시)

강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약해 보일 것 같아서

부드럽게 대하면 팀원들이 나를 약하게 볼 것 같아서

부드럽게 대하면 팀원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아서

내가 리더인데 팀원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먼저 다가가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내 권위가 손상되는 것 같아서

내가 리더인데 팀원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먼저 다가가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권위) 같아서

내 의견에 반대해서 말하는(따르지 않는) 팀원과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하면 나의 권

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3. 내가 직접 하면 성과가 더 날 것 같고 그게 회사나 팀 전체에도 더 좋을 것 

같아서 (2개)

4.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직원이 상처받거나 존중받지 못한

다고 느낄 것 같아서 (7개)

5. 부하직원에게 부드럽게 대하면 나를 약하게 보거나 무시할 것 같아서 (4개)

6. 내가 리더인데 부하직원을 이해하려고 먼저 다가가면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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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위임하면 리더로서 나는 무엇을 하는 건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다 꼼꼼하게 챙기고 관리하지 않으면(맡기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일을 다른 부서로 넘기면 내 자신의 존재가치가 없어질 것 같아서

일을 위임하려고 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몰라서

리더십 스타일에 있어서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잘 몰라서

팀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잘 몰라서

다른 리더십의 필요를 못 느껴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따라 명확하게 하는 건(분명한 기준 제시) 비인간적일 것 같아서

팀원에게 잘 해 주면 나중에 일에 대한 평가를 받고나서 배신감으로 느낄 것 같아서

팀원에게 너무 인간적으로 가면(잘 해 주면) 조직의 생리에 대해 오해를 할 것 같아서

팀원을 정서적으로 케어링하는 것은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것이지 회사에서 해 주는 

게 아닐 것 같아서

팀원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은 학교에서나 해 주는 일일 것 같아서(회사에서 해 주는 

게 아닐 것 같아서)

팀원들이 (일이 많아서) 힘들어지면 이직을 할 것 같아서

일을 맡기면(위임) (일이 많아서) 팀원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팀원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압박을 하면, 강하게 하면, 쪼면) 팀이 적은 인원이라 한 

사람의 이탈이 일어나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7. 부하직원에게 가이드라인(원칙)에 따라 너무 분명하게 하면 비인간적일 것 

같아서 (1개)

8. 부하직원에게 사적으로 잘해주면 공적인 일과 구별 못할 것 같아서 (4개)

9. 부하직원이 힘들어서 이직거나 반발하면 전체 팀에 안 좋은 영향이 생길 것 

같아서 (3개)

10. 내가 주로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에 대해 잘 모르거나 필요를 못 느껴

서 (4개)

11. 일을 위임하면 리더로서의 존재감이 없어질 것 같아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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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다른 부서로 넘기면 회사에서 일이 적어지고 그러면 회사에서 내가 필요 없어질 

것 같아서 

일을 위임하면 위임한 사람한테 끌려갈 것 같아서

팀원에게 압박을 가하더라도 그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팀원에게 일을 잘 하도록 압박을 한다고 성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팀원이 일에 대한 동기가 없어서 내가 뭐라고 해도 별로 움직일 것 같지 않아서

직접 주도적으로 일을 챙기면 팀원들이 성장 못할 것 같아서

성과에 더 초점을 두어 내가 주도적으로 하면 팀원의 성장을 저해할 것 같아서 

관리자 역할을 제대로(주도적으로 한다는 의미) 하려 하다보면 팀원들의 자율성을 못 

키워줄 것 같아서 

팀원들의 자율성을 키워주려면 관리자 역할을 잘 못 하게 될 것 같아서 

행동으로 몸소 부딪치지 않으면 배우는 것이 없을 것 같아서

팀원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화, 압박, 강하게 하면, 쪼면) 팀원들로부터의 인기를 잃게 

될 것 같아서(나쁜 평판)

강하게 말하면(내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팀원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오해받거나 미움받을 것 같아서(나쁜 평판)

분명하게 입장을 보이면(내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면)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것 같아서

전문성을 보이지 못하면 내 리더십의 근간이 무너질 것 같아서

팀원이 준비한 자료로 발표를 하면 내가 다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내

가 바보처럼 보일 것 같아서(전문가로서 능력이 떨어져 보일 것 같아서)

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실무가 뛰어나지 않으면 좋은 관리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12. 부하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그만큼 성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3개)

13.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 부하직원이 성장 못할 것 같아서 (5개)

14.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직원들이 나를 나쁘게 볼 것 같아

서 (4개)

15. 내가 전문성을 보이지 못하면 제대로 리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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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의 개인사정을 들어주면(들으면) 이에 대해 다 반영하거나 해결해 줘야 할 것 같

아서 

팀원의 고충이나 의견을 들으면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아서

팀원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내가 지칠 것 같아서

팀원의 이야기를 들어도 공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팀원에게 이래라 저래라 분명하게 말했다가 내가 틀릴지 몰라서

빨리 결정을 내렸다가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 같아서(틀릴지 

몰라서)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지시하면 내가 팀원보다 실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 드

러날 것 같아서(틀릴까봐)

내가 전문성이 없는 상태로(모르는) 결정을 하면 결정이 잘못 될 것 같아서(틀릴지 몰

새로운 방식으로 하려고 할 때(시도)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는 것 같아서 (-> 

실패)

새로운 시도에 대한 성공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도했다가 실패할 것 같아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실패) 내가 피해를 입게 될 것 같아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것 같아서(실패)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잘못되었을 때(실패) 조직에서 크게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잘못되면(실패) 뒷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책임)

새로운 시도를 하면 risk(실패의 가능성)가 예상되어서 

옛날 방식대로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의견을 잘못 제시하면(틀리더라도 시도를 해보는데) 조직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서(조직에서 허용이 잘 안 됨)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잘못되었을 때(실패) 조직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 같

아서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결과가 잘못될 것 같아서(실패)

16. 부하직원의 개인 사정이나 의견을 들으면 공감하고 해결해줘야 할 것 같아

서 (4개)

17. 새로운 시도를 하면 실패할지 모르고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책임을 져

야 할 것 같아서 (11개)

18. 내가 부하직원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했다가 틀릴 것 같아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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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위임하면 내가 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일을 맡기면(위임) 리더로서 내 임무를 방관(책임)하는 것 같아서

내가 다 꼼꼼하게 챙기고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리더로서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너무 강하게 하면(압박, 통제) 창의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칭찬을 하면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릴 것 같아서 

좋게만 봐주면(칭찬) 팀원이 자기부족을 인식하지 못할 것 같아서

좋게만 받아주면(칭찬) 팀원이 자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내 의견을 계속 주장하면(압박, 강하게 하면, 쪼면) 팀원과 부딪치게 될 것 같아서(관

계갈등)

라서)

부하직원이 나보다 실무를 더 잘 알면 자괴감이 들어서

부하직원이 나보다 실무를 더 잘 알아서 물어보려면 내가 아부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생각이나 기준을 팀원들과 다 공유하면 팀원들이 오히려 긴장하지 않을 것 같아

서

19. 부하직원이 나보다 실무를 더 잘 알아서 물어보면 내가 못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2개)

20.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생각을 밑에 다 공유하면 부하직원들이 오히려 긴

장하지 않을 것 같아서 (1개)

21. 일을 위임해서 맡겨두면 리더로서 내 책임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서 

   (3개)

22. 부하직원들에게 너무 강하게 하면 창의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1개)

23. 칭찬을 하면 부하직원이 자만하여 더 이상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 

같아서 (3개)

24. 싫은 소리를 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면 부하직원과 서로 관계가 나빠질 것 같

아서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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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에게 싫은 소리하면(화, 쪼면) 팀원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 같아서

팀원에게 싫은 소리하면(화, 쪼면) 팀원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

팀원에게 싫은 소리하면(쪼면) 서로 기분만 나빠질 것 같아서(관계)

팀원에게 싫은 소리하면(화, 야단, 압박)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아서

부하사원을 대할 때 감정이 섞이면 뒤끝이 남아서 이후 관계에 계속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내 의견을 세게 주장하면 팀원이 일을 안 해 버릴 것 같아서(반발)

팀원에게 싫은 소리하면(화, 압박, 강하게 하면, 쪼면) 팀원이 반발할 것 같아서

팀원에게 강하게 해서(싫은 소리해서) 반발할 경우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화를 낼 것 

같아서

(싫은 소리해서) 관계가 깨지면 (내가) 불편할 것 같아서

(뭐라고 해서) 누군가와 관계가 어그러지면 장기적으로 회사생활 해 나가는데 (내가)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지시하거나 충고했는데 팀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권위가 위협받는 것 같아서

내가 지시를 해도 모든 팀원이 다 따르지는 않을 것 같아서, 동의를 다 안 하면 내 

권위가 위협받는 것 같아서

조직의 결정(지시)에 대해 개인이 불평하는 것을(따르지 않는) 용납하면 나의 권한이 

침범당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시를 했는데 팀원이 듣지 않으면(동의하지 않으면) 리더로서의 권위가 무너질 

것 같아서

팀원에게 직접적인 충고나 지시를 하면 좋지 않았던 이전 경험이 재연(팀원이 사직서 

들고와서 내가 숙여야 했던 일)될 것 같아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다보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결국 조직이 망할 것 

같아서

조직의 결정에 대해 개인이 불평하는 것을 용납하면 조직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 같

아서

팀원의 의견이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일에 있어서) 빨리 답을 찾아서 빨리 문제를 

25. 부하직원에게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리더로서의 내 권위가 떨어질 

것 같아서 (5개)

26. 부하직원의 불평이나 이이기를 들어주다 보면 일이 안 되고 조직이 흔들리

게 될 것 같아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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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위임하고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면 실무를 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없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수준에서 거르지 않으면(제한하지 않으면) 너무 질이 낮은 아이

디어가 나올 것 같아서(낮은 성과)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제한하지 않으면 기준에 못 미치는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이 나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팀원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팀원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다보면 일을 다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빨리(미리)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일이 나중에 생겨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빨리(미리) 일을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힘들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스스로가 무능력해지는 것 같아서

위에서 싫은 소리 들은 것을 거르지 않고 밑에 그대로 다 전달하지 않으면 팀원들이 

뭘 모를 것 같아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 팀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내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하면(새로운 시도) 다른 사람들이 헷갈려 할 것 같

아서

27.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시도하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2개)

28. 미리 현실적으로 대비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이

나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2개)

29.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자신이 무능해지는 것 같아서 (1개)

30. 위에서 싫은 소리 들은 것을 거르지 않고 밑에 그대로 다 전달하지 않으면 

부하직원들이 뭘  모를 것 같아서 (1개)

 

31. 일을 위임하고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면 실무를 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없

을 것 같아서 (1개)

32. 내가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걸러주지 않으면 성과물이 낮게 나올 것 같아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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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이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면 (시간을 뺏겨서) 내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올 것 같아서(낮은 성과)

아이디어들을 다 들어주면 교육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약해서 압박을 하면 내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팀원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내가 부정적인 정서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것 같아서

역량이 안 되는 부하직원이나 안 될 법한 어떤 사안에 대해 빨리 포기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내가 가진 실제적인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압박을 해도 안 먹힐 것 같아서(따르지 

않음)
팀원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내가 뭐라고 해도(압박을 해도) 별로 움직여줄 것 같

지 않아서(따르지 않음) 

칭찬을 하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 같아서(어색)

성격상 정서적인 걸 이야기하면 닭살 돋는 것 같아서(어색)

익숙하지 않은 방식(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면 내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예외상황을 만들면 선례가 될 것 같아서(조직전체에 영향) 

의견을 반영하여 예외를 하나씩 허용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조직전체에 영향)

의견을 반영하여 예외를 고려하기 시작하면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 같아서

33. 부하직원이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다 보면 시간이 없어 내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아서 (1개)

34.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부하직원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불편해서 (3개)

35. 내가 나이가 더 적거나 실제적인 권한이 없다보니 뭐라고 해도 부하직원이 

따르지 않을 것 같아서 (2개)

36. 부하직원에게 예외를 허용하면 복잡해지고 조직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

아서 (3개)

37.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을 시도하면 어색하고 불편해질 것 같아서 (3개)

38. 내가 시도하는 행동이 조직의 방향과 맞지 않을 것 같아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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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위임하면 부하직원이 일이 많아져 힘들어할 것 같아서

내가 다 꼼꼼하게 챙기고 관리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다 꼼꼼하게 챙기고 관리하지 않으면 일에 빈틈이 생길 것 같아서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관리하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시점에 팀원들이 일을 시작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쪼지 않으면 일이 제때에 마무리되지 못할 것 같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시간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가 위에서 쪼임을 당할 게(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이) 예상되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면 부하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라고 하는 조직의 방향이나 요구

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새로운 시도를 해도 조직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조직의 방향과 다름)

내가 유연하게 하더라도 회사의 평가체계에서 중요할 것 같지 않아서(조직의 방향)

나도 누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지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팀

원들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나에게는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팀원들도 그럴 것 같아서

나는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주고 챙겨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팀원들도 

그럴 것 같아서

39. 누가 나에게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팀원들도 그럴 것 같아서(3개)

40. 일을 위임하면 부하직원이 일이 많아져 힘들어할 것 같아서 (1개)

41. 꼼꼼하게 일일이 관리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서(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5개)

42.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당장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 같아

서 (1개)

43. (시간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책임을 져

야할 것 같아서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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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늦어지면(시간) 내가 위에서 한 소리 듣게 될 것 같아서(욕먹으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니까) 

결과물의 질이 떨어지면(성과) 클라이언트가 만족을 못 할 것 같아서(책임) 

일이 잘 되지 않으면(성과) 결국 내가 책임을 져야 해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나도 회사에서 잘릴 거라서(책임)

성과를 내지 않으면 무능하게 여겨질 것 같아서(부정적 평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회사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책임)

팀원에게 직접적인 충고나 지시를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거

절)

팀원에게 직접적인 충고나 지시를 했을 때 내가 거절받을 것 같아서

팀원에게 직접적인 충고나 지시를 했을 때 내가 무시받을 것 같아서

충고를 하면 팀원이 잔소리로 들을 것 같아서(무시)

내 의견에 반대하는 팀원과 이야기(충고)를 해 나가려고 하면 나를 거부할 것 같아서 

44. 부하직원에게 직접 충고나 지시를 했다가 거절당하거나 무시받을 것 같아서

(5개)



- 165 -

ABSTRACT

Structure of Obstacles To Leadership Flexibility 

Based on Organizational Leaders' Schemas 

:  Work-Counseling Perspective

A Thesis of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Education

(Educational Counseling)

By

Kim, Soo Im

Major Advisor : Kim, Chang Dai, Ed. D.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



- 166 -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team leaders’ perception on 

obstacles to leadership flexibility. Using concept mapping, the present study 1) 

extracted the contents of the obstacles to leadership flexibility 2) synthesized the 

final contents of the obstacles to leadership flexibility 3) identified the dimensions 

and clusters of the obstacles to leadership flexibility that organizational leaders 

perceived, and 4) explored the  degree that the obstacles to leadership flexibility  

affect the organizational leaders themselves.  

The research procedure is as such: 

In the preliminary research, LVI survey was performed and 65 organizational 

leaders were collected. They were provided with the individual survey report about 

their leadership flexibility via e-mail or off-line interview. The purpose of this 

process is to prepare a pool of interview participants.  

In the initial stage of main research, interview questions and process were 

structured by 4 experts consisting of professional counselors and counseling 

scholars. Through interviews with 30 organizational leaders from various 

backgrounds, 170 obstacles were identified. Four experts including  the researcher 

synthesized the 170 items and yielded the final 44 items. 

In the next stage, 42 organizational leaders rated the similarity and the degree 

of influence of the final 44 statements.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es revealed 

two dimensions, the ‘outcome-relations focused’ and ‘organization-self focused’ 

dimensions. Cluster analyses by Ward method showed six clusters, 

‘entrusting-leading way & hindering organization’, ‘management control/ wait- 

and-see way & hindering outcomes’, ‘whether to challenge or not & external risks 

to me’,  ‘clear self-expression or not & self-image damage’,  ‘mild/harsh attitude &  

side effects of relations’, ‘pressure/encouragement attitude  & hindering 

organization’.

In the final stage, the team leaders’ perceived degree that obstacl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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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 flexibility influenced themselves were examined. The significance rate 

ranges from 2.11 to 3.44 out of 5, suggesting that the descriptions in the present 

study were generally considered important markers. Among the clusters, team 

leaders rated  'pressure on short-term outcome' and 'the expectations that outcome 

would be made well when manager leads’ relatively more important than others.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d various obstacles to leadership flexibility that 

team leaders perceived when they manage their team or firm. The information 

revealed from the present study can provide a background data for efficient 

intervention program for leadership counseling or coaching. Although leadership 

coaching is an important area in workplace counseling, counselors do have not 

been active about it  in earnest yet.  It can also served a tool to workplace 

counselors' training programs to enhance their competence about leadership 

counseling or coaching. 

Key words: workplace counseling, leadership flexibility, schema, leadership 

counseling(leadership coaching), concept map

Student Number: 2008-3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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