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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나친 성과지향적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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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1)은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

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자발적 조직행동으로서 조직의 공식적 보상체계에 의

해 직접적 또는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조직의 효과적 운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Organ, 1988)는 면에서 새로운 조직운용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의 중요 구

성 요소인 구성원 개인과 리더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먼저, 조직 구성원은 조직 구성의 최소 단위 형태이지만 조직 메카니즘의 건

전한 작동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다. 그런데 조직내에서 구성원 개인

이 경험하는 개인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개인의 성과에 악영향

을 미치는 것은 물론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Mathur & Sayeed, 1993). 개인

적 갈등의 경우 대부분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의 부

정적 결과를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이직의도 및 조직몰입 등 조직의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당연하다(박해남, 1988). 
그리고 개인적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리더쉽이 중요하다는 것

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집단과 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

치는 행위이며, 그것은 구성원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수준을 매개로 하여 가능하

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 기존의 관리자 중심의 성과지향 리더쉽에서 탈피하여 

조직 구성원 중심으로 리더쉽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Greenleaf의 서번트 리더쉽(servant leadership)을 비롯하여 변혁적 리더십 

이론 등은 조직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

고 있다(Avolio & Bass, 1988; Wang and et al., 2005).   
그러나 현실의 경우 20세기 후반부터 강조된 신자유주의 이념과 함께 성과주

의 관리가 강조되면서 행정조직의 관리방향은 보상과 통제에 근거하고 있는 전

통적 리더쉽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주의 가치는 상황적 보상

과 예외적 관리에 의한 통제에 중점을 두는 거래적 리더쉽을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성과주의 가치와 거래적 리더쉽이 결합할 경우 조직 구성원들에게 

과도한 업무 및 외부의 압력 등에 의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개인적 갈

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구성원들의 소진(burnout)을 유발하여 조

직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1)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에 의해 개인이 공식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와 관련된 행동은 

아니지만,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조직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

은 공통된 인식이다(Organ, 1988; Smith et al.,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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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의 효율성과 혁신을 위해서는 조직시민행동이 필요하

고, 조직시민행동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적 갈등 관리가 중

요하다는 인식하에 성과주의 조직문화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래적 리더쉽이 이

들 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 거래적 리

더쉽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계에서 개인적 갈등의 매개역할에 대한 분석도 병

행한다. 

2. 연구방법

거래적 리더쉽, 개인적 갈등,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선

행연구 및 기존 문헌 분석에 의존한다. 
실증연구는 먼저, 이론적 논의에 근거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둘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신뢰도를 

분석하고, 동시에 측정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행정조직의 조직시민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한다. 
그리고 자료 분석 및 변수 탐색 등 실증 분석을 위해 AMOS 7.0을 이용한다.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설

1. 거래적 리더쉽

거래적 리더쉽은 변혁적 리더쉽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리더와 구성원간 거래

적(transactional) 혹은 교환적(exchange)관계에 초점을 둔다.2) 거래적 리더쉽은 자

질론, 행태론, 상황론 등의 개념3)과 마찬가지로 구성원 중심이 아닌 관리자 중

심의 성과지향적 리더쉽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변혁적 리더쉽과 차이가 있다

(Hayward & Tolmay, 2004). 거래적 리더쉽을 포함한 관리자 중심의 전통적 리더

쉽 이론들은 조직의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구성원들의 역할

과 과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Bass(1985)는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 구성요소로 상황적 보상과 예외적 

관리를 제시하였다. 그 후 1990년대에는 예외에 대한 관리 요소를 세분하여 적

극적 예외관리와 소극적 예외관리로 구분하였다(Bass & Avolio, 1990). 

2) 대표적 모형은 상황적합성이론(F. Fiedler), 목표경로이론(R. House), 상황대응 리더쉽 

이론(P. Hersey & K. Blanchard), 리더쉽 규범이론(V. Vroom & P. Yetton)등이다. 

3) 이외에도 Graen과 Dansereau의 수직-쌍방 연결이론(vertical-dyad linkage theory), Hersey
와 Blanchard의 이론, House의 카리스마적 리더쉽이론, Griffin등의 이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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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연구의 단순화를 위해 예외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다.

2. 개인적 갈등4)

개인적 갈등은 개인내에서의 양립할 수 없는 반응의 경향(Thomas & Kenneth, 
1976: 891)으로서 개인이 외부로 표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겪는 심리적 갈등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조직내의 요인들 특히, 상관 및 동료 등과의 관계, 업
무의 특성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 및 능력의 한계, 그리고 조직목표와 개인 

목표간의 상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그런데 조직분야 연구에서 개인적 갈등에 대해서는 관심은 물론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 갈등을 개인의 내부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그 해결은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조직이 복잡하고 역할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내에서 개인적 갈등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인적 갈등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부족으로 개인적 갈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도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여기서는 갈등의 심리학적 접근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 개인적 갈등 유형인 욕구좌절 갈등, 목표 갈등 및 역할 

갈등을 개인적 갈등의 영향 변인으로 사용한다. 
먼저, 욕구좌절 갈등은 조직내에서 추구하는 욕구 충족이 불가능할 때 경험

하는 내적 갈등으로, 업무 부담의 과중이나 업무의 전문화, 그리고 성과위주의 

조직에서 승진과 보수의 불만도 영양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조직구성원의 업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 승진 및 보수가 이용될 수 있

다. 
둘째, 목표 갈등은 구성원이 가지는 둘 이상의 동기(motive)가 서로를 차단시

켜 하나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과정상의 갈등이다. 이러한 목표 갈등을 

Lewin(1974)은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측면에서 3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고 있는 데, 이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회피-회피 갈등이다. 이는 두 가지 

대안 모두 구성원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 겪는 갈등이다. 이는 조직에 대한 불만으로 이직과 관련하여 나타는 

갈등이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이직의도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역할갈등은 구성원의 업무 및 역할 자체에 대해 개인적으로 겪는 갈등

4) 갈등에 대해서는 주로 심리학자들에 의해 내려지고 있다. 먼저, Robbins(1974: 329)는 

갈등을 “조직내 행동주체간의 대립적 내지 적대적 상호작용(opposition or antagonistic 
interaction)”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Lewin(1974)은 개인과 대상이 유의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장의 역학적 구조이며 강도가 거의 비슷한 장의 역학적 대립으로 심

리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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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역할이란 일정 직위에 있는 구성원 개인의 행위에 대한 타인의 기

대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 갈등은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과 거의 유사

하기 때문에 분석 척도로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은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하

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자발적 조직행동으로서 조직의 공식적 보상체계에 의해 

직접적 또는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전체 조직의 효과적 운영을 촉진하는 

역할을 의미한다(Organ, 1988). 조직시민행동에서 요구되는 자발적･역할외 행동

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에 근거한 임의적･자유재량적 행동으로 개인보다는 전

체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동이 된다.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의 하위 구성 요소는 학자들의 연구관점에 따라 다소 차

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조직구성원은 시민이라는 이념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

성적 존재라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최근에는 참여활동

(civic virtue)5)을 강조하여 조직 친화적 행동(affiliative behaviors)과 변화지향적 

행동(change-oriented behaviors)으로 구분하는 학자도 있다. LePine et al. (2002) 
등은 메타분석을 통해 OCB에 관한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조직 친화적 행동

(affiliative behaviors)에 한정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는 Organ이 제시한 구

성 요소인 이타성(altruism), 예의성(courtesy), 그리고 스포츠맨쉽(sportsmanship)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Netemeyer et al., (1997) 등도 Organ(1988; 1990)이 분류한 

5가지 유형중 이타주의(altruism), 양심성(conscientiousness), 예의성(courtesy), 그리

고 스포츠맨십(sportsmanship) 등은 조직내의 역할과 관련있는 조직 친화적 행동

(affiliative behaviors)으로, 참여행동(civic virtue)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조직내외

의 관련 공식비공식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하는 행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LePine 등의 주장을 근거로 조직의 내

적 운영의 효율화 활동에 중점을 두는 조직 친화적 행동(affiliative behaviors)과 

조직 발전지향에 중점을 두는 변화지향적 행동(change-oriented behaviors)으로 구

분하여 분석 척도로 이용한다. 이는 Williams & Anderson (1991) 등이 제시한 개

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I)과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O)의 구분 유

형과 유사하다. 

 

5) Van Dyne et al. (1995) 등은 참여행동(civic virtue)을 조직을 위한 적극적 친사회적 활

동(these positively intended proactive behaviors)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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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적 리더쉽, 개인적 갈등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의 상호 관계

1) 거래적 리더쉽과 조직시민행동

리더쉽과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리더쉽중 변

혁적 리더쉽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변혁적 리더쉽의 개별적 배

려 등의 요인은 직접 조직시민행동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기 때문

이다. 실제로 변혁적 리더쉽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

구는 많다(Podsakoff, MacKenzie, Moorman, & Fetter, 1990; Wayne et al. 1997; 
Wang and et al., 2005). 

이에 반해 거래적 리더쉽과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

다. MacKenzie et al., (2001) 등의 연구와 최근 교육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Ali 
Asgari et al., 2008)6)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거래적 리더쉽이 이미 기계주의 

모형이라는 비판을 받은 과학적 관리론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태생적 한계를 갖

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거래적 리더쉽의 하위 요소인 상황적 보상

과 예외적 관리는 조직시민행동의 하위 요인인 조직 친화적 행동과 조직 발전

지향 행동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1-1: 거래적 리더쉽중 상황적 보상은 조직시민행동의 조직 친화적 

행동(affiliative behaviors)과 부(-)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1-2: 거래적 리더쉽중 상황적 보상은 조직시민행동의 변화 지향적 

행동(change-oriented bahviors)과 부(-)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1-3: 거래적 리더쉽중 예외적 관리는 조직시민행동의 조직 친화적 

행동(affiliative behaviors)과 부(-)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1-4: 거래적 리더쉽중 예외적 관리는 조직시민행동의 변화 지향적 

행동(change-oriented bahviors)과 부(-)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2) 거래적 리더쉽과 개인적 갈등

거래적 리더쉽과 개인적 갈등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거래적 리더쉽의 특성과 개인이 조직내에서 상관 및 구성원간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두 개념의 상관성을 논할 수밖에 없다. 
조직의 단기적 성과에 의미를 두는 거래적 리더쉽은 조직의 성과 및 목표 달

성을 위해 조직구성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거나 또는 능력이상의 업무를 

6) 이 연구는 이란의 교육조직에 근무하는 교사 및 관리자 220명을 대상으로 변혁적 리

더쉽 뿐만 아니라 거래적 리더쉽도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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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조직 구성원 개인에게는 역할과중이나 능력에 대

한 회의를 초래하여 심리적 불만이나 불안을 가지게 만든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는 이직 의도를 조장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거래적 리더쉽의 예외적 관리(소극 및 적극적 예외관리)는 구성원에게 

조직의 모든 업무는 반드시 정해진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야 하고, 또한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조직의 특성상 구성원은 자율적 판단이나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는 기계주의 모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조직구

성원의 경우 자신의 인간적 가치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게 만들어 조직 잔류 여

부에 대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1: 거래적 리더쉽중 상황적 보상은 개인적 갈등의 욕구좌절 갈등과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2: 거래적 리더쉽중 상황적 보상은 개인적 갈등의 목표 갈등과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3: 거래적 리더쉽중 상황적 보상은 개인적 갈등의 역할 갈등과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4: 거래적 리더쉽중 예외적 관리는 개인적 갈등의 욕구좌절 갈등과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5: 거래적 리더쉽중 예외적 관리는 개인적 갈등의 목표 갈등과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2-6: 거래적 리더쉽중 예외적 관리는 개인적 갈등의 역할 갈등과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3) 개인적 갈등과 조직시민행동

조직구성원으로 경험하는 개인적 갈등은 구성원의 역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
런데 조직갈등과 시민행동에 대한 연구는 다소 있지만 개인적 갈등과 조직시민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문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사 연구들을 통해 

개인적 갈등과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관계를 이론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역할갈등이 직무만족과 조직유효성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House & Rizzo의 연구(1972)와 조직시민행동은 아니지만 부분적 유사성을 가지

면서 동시에 구성원의 자발적인 행위 결과에 근거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추구한

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가지는 조직몰입과의 관계를 분석한 Pearce의 연구(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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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역할모호성 및 역할과중이 직무스트레스와 정의 상관이 있다는 것을 입

증한 Parasuraman & Alutto의 연구(1984: 330-337) 등은 개인적 갈등이 조직시민

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준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3-1: 개인적 갈등의 욕구좌절 갈등과 조직시민행동의 조직 친화적 

행동(affiliative behaviors)과는 부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2: 개인적 갈등의 목표 갈등과 조직시민행동의 조직 친화적 행동(affiliative 

behaviors)과는 부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3: 개인적 갈등의 역할 갈등과 조직시민행동의 조직 친화적 행동(affiliative 

behaviors)과는 부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4: 개인적 갈등의 욕구좌절 갈등과 조직시민행동의 변화 지향적 

행동(change-oriented bahviors)과는 부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5: 개인적 갈등의 목표 갈등과 조직시민행동의 변화 지향적 

행동(change-oriented bahviors)과는 부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3-6: 개인적 갈등의 역할 갈등과 조직시민행동의 변화 지향적 

행동(change-oriented bahviors)과는 부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4) 거래적 리더쉽과 조직시민행동간 관계에서 개인적 갈등의 

매개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거래적 리더쉽은 독립변수로서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갈등

의 영향변인으로 작용한다. 거래적 리더쉽은 조직의 성과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구성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거나 또는 능력이상의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조직 구성원 개인에게는 역할과중이나 능력에 대한 회의를 

초래하여 심리적 불만이나 불안을 가지게 만든다. 이는 성과지향 리더쉽이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갈등을 더욱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개인적 갈등은 조직 구성원의 역할 기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기 때문에 조직시민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런데 개인적 갈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문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유사 연구들을 통해 이들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House 
& Rizzo(1972)의 연구와 Pearce(1981)의 연구, 그리고 Parasuraman & Alutto 
(1984: 330-337)의 연구 등을 통해 간접적이지만 개인적 갈등이 조직시민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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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조직시민행동은 구성원의 자발적

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와 상반되는 특성을 가지

는 개인적 갈등은 조직시민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4-1: 상황적 보상과 조직 친화적 행동(affiliative behaviors)과의 관계에서 

개인적 갈등은 부(-)의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4-2: 상황적 보상과 변화 지향적 행동(change-oriented behaviors)과의 

관계에서 개인적 갈등은 부(-)의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4-3: 예외적 관리와 조직 친화적 행동(affiliative behaviors)과의 관계에서 

개인작 갈등은 부(-)의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4-4: 예외적 관리와 변화 지향적 행동(change-oriented behaviors)과의 

관계에서 욕구좌절 갈등은 부(-)의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 분석모형의 준거 틀 

본 연구는 성과지향적 거래적 리더쉽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개인적 

갈등의 매개효과 분석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술한 가설들의 관계를 결합한 

구조모형은 <그림 1>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그림 1> 분석모형

영향변인 매개변인 결과변인

상황적보상 개인적 갈등

                

                                         

     

예외적 관리 조직시민행동

                                                                

분석모형은 거래적 리더쉽과 조직시민행동, 그리고 매개변인인 개인적 갈등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거래적 리더쉽의 구성 요소는 상황적 보상과 예

외적 관리, 매개변인인 개인적 갈등은 욕구좌절 갈등, 목표 갈등, 그리고 역할 

갈등으로 구성되며, 종속변인인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친화적 행동과 변화지향 

행동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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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자료 수집

연구를 위한 자료는 부산시 산하 구청과 인근 시 산하 동 조직 등 행정기관

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로부터 수집되었다7). 이들 시군 및 산하 동 조직들은 

주민들과의 접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최근접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반응의 측정이 비교적 용이

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설문 조사는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지에서 조직의 장 및 상급자

의 리더쉽 특성과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에 참여

한 공무원은 324명이었으며, 이중 부분 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 10부 등을 제외

한 214부의 유효한 설문지가 회수(유효 회수율 66%)되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에 적합한 표본크기로 판단된다.8) 그리고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단순무작

위 추출법과 층화추출법을 이용하였다. 

2. 표본의 특성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공무원 표본은 53.7%가 남성

이었으며, 표본의 45%가 30-40세였다. 이들의 학력은 표본의 70% 정도가 2-4년
제 대학 졸업자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7) 서베이조사는 2009년 6월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었다.

8)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표본의 크기는 설정되는 모수의 5-10배가 적절하다

는 논의(Bentler & Chou, 1987)와 모형에 상관없이 100-150 정도가 타당하다는 주장

(Ding, Velicer & Harlow, 1995)도 있지만, 최소 200정도는 되어야 적합도 지수들이 모

형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대체로 수용되고 있다.



거래적 리더쉽 및 개인적 갈등과 조직시민행동 ∙ 379

<표 1> 표본의 특성

독립변인 빈도 %

성별
남성 121 56.5

여성 93 43.5

나이

25세 미만 32 15.0

25세 이상-35세 미만 62 29.0

35세 이상-45세 미만 66 30.8

45세 이상-55세 미만 43 20.1

56세 이상 11 5.1

학력

고졸이하 62 29.0

대졸 이하 123 57.5

대학원졸 이상 29 13.5

근무기간

5년 이하 20 9.3

6년 이상-10년 이하 47 22.0

11년 이상 - 15년 이하 67 31.3

16년 이상 - 20년 이하 44 20.6

21년 이상 - 25년 이하 21 9.8

26년 이상 15 7.0

 

3. 변수 설정 및 척도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변수는 Bass가 개발한 이후, 계속 수정.보완된 MLQ-5
를 이용하였으며,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측정은 Podsakoff와 Mackenzie(1989)가 

개발한 문항중 Niehoff와 Moorman(1993)의 연구에서 요인 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문항들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개인적 갈등에 관한 변인에 대한 선행 연구는 찾

을 수 없어서 본 연구에 실정에 맞게 연구자가 설정하였다. 그리고 조직시민행

동에 대한 세부 문항들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Dyne, Graham and Dienesch, 1994; 
Allen and Meyer, 1990)을 통해 이미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토된 문항들을 선정

하였으며, 새로 추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신뢰도 분석을 통해 선별하였다. 그리

고 각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신뢰도를 분석하고, 
동시에 측정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실시된다. 측정변수들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으며, 타당성 검정을 위한 방법으로 주로 요인분

석(factor analysis)이 사용된다. 그리고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Sobel test를 

이용한다. 가설 검증에 앞서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



380 ∙ 행정논총(제48권2호)

(Goodness-of-fit Measures) 방법을 이용한다. 이 방법에는 절대부합지수(GFI, 
RMSR, NCP), 증분부합지수(AGFI, TLI, NFI, CFI)가 이용된다.

또한 가설중 직접효과에 대한 가설은 단순회귀방정식 및 다중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며, 매개효과와 관련있는 가설들은 Sobel test를 이용하여 검증

한다. 그리고 직급, 교육수준, 성별, 연령, 재직기간 등 개인적 수준의 통제변수

들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Ⅳ. 연구모형의 분석

1.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1) 신뢰도 분석

측정변수들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계

수가 0.8-09 이상이면 타당성이 높고, 0.6-0.7 이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받

아들여진다(이학식, 2008). 분석결과, 모두 0.8이상으로 나타나 요인속성의 신뢰

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항목 제거분석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였다. 

<표 2> 연구모형의 측정 변수들의 신뢰도 

개념 차원 문항수 신뢰도

거래적 리더쉽
상황적 보상(CR) 4문항 .801

예외 관리(MBE) 6문항 .843

조직 시민행동
친화적 행동(AB) 6문항 .893

변화지향 행동(CB) 4문항 .820

개인적 갈등

역할 갈등(RC) 4문항 .835

목표 갈등(GC) 3문항 .816

욕구좌절 갈등(FC) 5문항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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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측정 항목들은 모두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변수들간의 관계가 실제 보다 과장되어 표시되는 공통방법오류(common method 
variance)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

으로 Podsakoff and Organ(1986)이 제시한 Harmon's single-factor test가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고유치가 1 이상으로 나

타났으며, 대부분의 요인들은 분산의 10% 전후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나 공통방법오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다.

2) 타당성 분석

측정변수의 타당성(validity)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예측타당성

(predictive validity), 그리고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 등이 이용된다(김계수, 
2007). 여기서는 측정 항목들의 개념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개념 신뢰도

(수용범위: 0.7 이상)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수용범위: 
0.5 이상)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각 변수

에 대한 측정지표들의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0.5이상이기 때문에 내용 타

당성은 충족되었으며, 변수의 분산추출지수 역시 0.5이상으로 나타나 예측타당

성(predictive validity)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분석 결과, 거래적 리더

쉽의 예외적 관리 1항목, 조직시민행동중 변화지향 행동 1항목, 그리고 개인적 

갈등 중 욕구좌절 갈등의 1항목 등은 요인 적재치의 기준은 충족하였지만 요인 

기준치에 미달하여 분석항목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의 항목들은 모두 측정문항

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Anderson & 
Cerbing,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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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항목 설문내용
표준화

적재치

구성

개념

신뢰도

문항수

(최초)
AVE

거

래

적

리

더

쉽

상
황
적
보
상

CR1 - (CR1) 업무성과와 승진 연계를 강조

- (CR2) 노력과 대가의 인과관계를 강조

- (CR3) 조직 기여도와 보상의 연계 강조

- (CR4) 기본급보다 성과급의 비중 확대 추구

.604

.93 4(4) .513
CR2 .747
CR3 .798

CR4 .759

예
외
적
관
리

MBE1 - (MBE1) 업무의 구체적 계획과 지시

- (MBE2) 업무수행에 대한 간섭과 감시

- (MBE3) 실수에 대한 엄격한 통제

- (MBE4) 규칙과 절차 강조

- (MBE5) 기존 업무방식의 중요성 강조

- (MBE6) 성과보다 실수하지 않을 것 강조

.679

.92 5(6) .602

MBE2 .703
MBE3 .784
MBE4 .748
MBE5 .791

MBE6 .813

조

직

시

민

행

동

조
직
친
화
적
행
동

AB1 - (AB1) 정해진 규정과 절차의 준수

- (AB2) 동료의 일에 대한 자발적 지원

- (AB3)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일에 자발적 지원

- (AB4) 신규직원에 대한 자발적 지원

- (AB5) 조직방침에 긍정적 이해

- (AB 6) 업무 및 사실관계에 대한 긍정적 사고

.713

.94 6(6) .574

AB2 .786
AB3 .778
AB4 .733
AB5 .724

AB6 .701

변
화
지
향
행
동

CB1 - (CB1) 조직내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 참여

- (CB2) 조직 및 업무개선에 적극적 참여

- (CB3) 조직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제안

- (CB4) 조직업무관련 외부조직과 교류

.728

.93 3(4) .558
CB2 .745

CB3 .785

CB4 .792

개

인

적

갈

등

역
할
갈
등

RC1 - (RC1) 현 조직에 대한 막연한 의무감

- (RC2)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

- (RC3) 복수 상관의 상이한 지시

- (RC4) 업무 내용의 이중성

.713

.95 4(4) .563
RC2 .786
RC3 .794

RC4 .804

목
표
갈
등

GC1 - (GC1) 현 조직의 잔류는 경제적 타산성 때문

- (GC2) 현 조직의 잔류는 대안부재 때문

- (GC3) 현 조직의 잔류는 투자 및 노력때문

.722

.95 3(3) .588GC2 .741

GC3 .723

욕
구
좌
절
갈
등

FC1 - (FC1) 업무의 전문화

- (FC2) 업무량의 부담

- (FC3)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 부족

- (FC4) 승진의 어려움

- (FC5) 보수의 비현실성

.715

.93 4(5) .594

FC2 .747
FC3 .774
FC4 .745

FC5 .786

3) 상관분석

신뢰성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증명된 측정변수들의 전반

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측정 변수들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측정 항목으로

서의 타당성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상황적 보상 요인은 개인적 갈등(역할갈

등: r =.45, 목표갈등: r =.35, 욕구좌절갈등: r =.27)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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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예외적 관리는 모두(역할갈등: r =-.46, 
목표갈등: r =-.41, 욕구좌절갈등: r =-.33)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시민행동 요인은 모두 개인적 갈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측정 변수들간 상관관계

측정 변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상황적 보상(CR) 3.15 0.32 1

예외관리(MBE) 3.64 0.42 .47** 1

조직친화적 행동(AB) 3.17 0.56 .46** -.35* 1

변화지향행동(CB) 3.01 0.35 .51** -.45** .58** 1

역할갈등(RC) 3.67 0.56 -.46** .35** -.27** -.22** 1

목표갈등(GC) 3.11 0.35 -.41** .45** -.32** -.31** .46** 1

욕구좌절갈등(FC) 3.57 0.25 -.33** .27** -.24** -.36** .48** .59** 1

** p< .001

2.  모형의 적합도 분석 및 가설 검정

1) 모형의 적합도 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분석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fit index)는 80년대 이후 많이 개발되었으나, 아직 특정 지수가 최

선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수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서는 거래적 리더쉽과 중간 매개변수인 개인적 갈등이 독립변수로서 타당

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X2 df X2/df GFI IFI NFI CFI RMSEA

분석모형 543.7 286 1.901 .914 .973 .967 .952 .052

참고: χ2 = Chi-Square, DF= Degree of freedom, GFI= Goodness-of-fit, IFI= the

Incremental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CFI= Comparative-fit-index,

RMSEA=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X2/df는 1.901로 기준치(1-5: Schumacker & 
Lomax, 1996) 범위내에 속하며, GFI는 0.914(기준치 0.8 이상: Joreskog & 
Sorbom, 1988), IFI는 0.973(기준치 0.9 이상: Bolen, 1989), NFI는 0.967(기준치 

0.9 이상: Bentler, 1990), CFI는 0.952(기준치 0.9 이상: Bentler, 1990), 그리고 



384 ∙ 행정논총(제48권2호)

RMSEA는 0.052(기준치 0.06 이하: Hu & Bentler, 1999)로 모두 수용범위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모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2) 가설 검증

(1) 직접효과 검증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거래적 리더쉽의 경로계수와 매개변인인 개인적 갈등에 

대한 거래적 리더쉽의 경로계수,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개인적 갈등의 경

로계수를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표 6>  독립변인, 매개변인 및 종속변인간 관계의 경로계수

경 로 경로계수
표준

경로계수
C.R9) p-값

수용

여부

상황적 보상 → 조직 친화적 행동 -.093 -.138 -2.243 .053 기각

상황적 보상 → 변화지향 행동 -.105 -.157 -2.325 .059 기각

예외적 관리 → 조직 친화적 행동 -.256** -.351 -2.132 .000 수용

예외적 관리 → 변화지향 행동 -.271** -.376 -2.332 .000 수용

상황적 보상 → 욕구좌절 갈등 .163* .233 .203 .003 수용

상황적 보상 → 목표 갈등 .175* .248 .194 .002 수용

상황적 보상 → 역할 갈등 .093 .213 .125 .059 기각

예외적 관리 → 욕구좌절 갈등 .236** .335 .134 .000 수용

예외적 관리 → 목표 갈등 .211** .316 3.342 .000 수용

예외적 관리 → 역할 갈등 .266** .298 4.363 .000 수용

욕구좌절 갈등 → 조직 친화적 행동 -.103* -.233 -1.956 .030 수용

목표 갈등 → 조직 친화적 행동 -.227* -.357 -2.031 .005 수용

역할 갈등 → 조직 친화적 행동 -.232* -.422 -2.334 .004 수용

욕구좌절 갈등 → 변화지향 행동 -.197* -.317 -2.742 .006 수용

목표 갈등 → 변화지향 행동 -.203* -.373 -2.445 .005 수용

역할 갈등 → 변화지향 행동 -.211* -.291 -2.543 .004 수용

* p< .05 ** p<.00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적 리더쉽의 상황적 보상은 조직시민행동의 

조직 친화적 행동과 변화지향적 행동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반해 개인적 갈등 요인중 욕구좌절 갈등과 목표 갈등에는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외적 관리는 조직시민행동의 조직 친화적 

행동이나 변화지향적 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

라 매개변인인 개인적 갈등 요인 3가지 변인 모두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9) C.R.은 경로계수를 표준오차로 나눈 값으로 통계적 유의수준 99%에서 2.57을 넘으면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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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로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Sobel-Z

Score

Bootstra

pping 값

수용여

부

상황적 보상->개인적 갈등

개인적 갈등->친화적 행동

.767 .046
-2.6317**

.0001

.2314
수용

-.245 .351

상황적 보상->개인적 갈등

개인적 갈등->변화지향 행동

.564 .074
-2.1068*

.0231

.2812
수용

-.312 .236

예외적 관리->개인적 갈등

개인적 갈등->친화적 행동

.773 .131
-2.1046*

.0122

.2233
수용

-.294 .240

예외적 관리->개인적 갈등

개인적 갈등->변화지향 행동

.821 .122
-2.2533**

.0113

.2611
수용

-.154 .221

(2) 개인적 갈등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Sobel Test
를 이용한다.10) 

일반적으로 Sobel test를 통한 Z값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영

가설이 기각되므로 매개효과는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Baron & Kenny, 
1986). 그런데 Baron & Kenny가 제시한 유의도 검증 방법은 검증력이 감소되어 

유의한 매개효과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에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11)이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Baron & Kenny의 방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매개효과가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allinckrodt, 
et al., 2006). 본 연구모형의 Sobel Test 및 Bootstrapping12)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Sobel Test를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

* p< .05 ** p<.0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적 갈등은 대부분 거래적 리더쉽과 조직시

민행동 사이에서 부(-)의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황적 보상

10) 일반적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3단계 매개회귀분석(Mediating regression) 기법(Baron 
& Kenny, 1986; Van Dyne, Graham, & Dienesch, 1994)이 이용되고 있다.

11) 이 방법은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사례수와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반복 추출하여 이들 표본에서 매개효과의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구한 뒤 회귀계수

의 분포에서 유의수준 95%의 신뢰구간을 확인하여 이 구간이 0의 값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한다. 

12)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1,000번
의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반복 추출한 표본들에서 구해진 매개효과의 하한값과 상한

값은 95% 신뢰구간에서 각각 0 이상으로 나타났다.  



386 ∙ 행정논총(제48권2호)

과 친화적 행동 사이의 Sobel-Z 값이 -2.6317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변화지향 행동에서도 이 값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2.1068로 나타나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 관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친화적 행동과

의 사이에서 Sobel-Z값이 -2.1046, 변화지향의 경우 -2.2533을 보여 모두 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논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래적 리더쉽의 핵심 요인인 상황적 보상이나 예외적 

관리 모두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거래적 리더쉽은 개인적 갈등을 자극하고, 이것은 조

직시민행동에 더욱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적 리더

쉽의 핵심인 상황적 보상은 동기부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

증 분석 결과는 이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과지향 리더쉽의 핵심인 상황적 보상과 예외적 관리는 지나

치게 관리자 중심의 성과에 치중하기 때문에 성과 강요에 따른 조직 구성원들

의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조직시민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성과 달성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

감과 같은 요인에 따른 개인적 갈등을 유발하여 조직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황적 보상의 한 유형인 성과급(pay for 
performance)의 격차가 커질수록 구성원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높아지게 되며, 이
는 나아가 조직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태구 외, 2009: 157). 이를 지지하는 연구는 많다(이병렬, 2003, 3: 90-91; Ryan 
& Deci, 2000; Beer & Cannon, 2002; Barbuto, 2005). 특히, Hewlett Packard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과급은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 내

의 위화감과 갈등을 야기시키며, 동시에 조직 사회를 지나친 경쟁으로 몰고 가

고 있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Beer & Cannon(2002)의 연구

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성과급의 성과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측정이 어

려운 상황하에서도 성과 지향적 가치에 지나치게 전도되어 공공 조직은 물론 

학교 조직에까지 성과급제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하면 

의미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V. 결 론

본 연구는 민원인들과 상호작용이 많은 일선 행정관료들의 조직시민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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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는 전제하에 거래적 리더쉽과 개인적 갈등이 조직시민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조직구성원들이 인지하는 성과위주의 거래적 리더쉽

이 개인적 갈등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 갈등은 다시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고 이들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성과주의 가치관의 지배로 인해 거래적 리더쉽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이론적 논의를 통해 지적하고, 거래적 리더쉽과 개인적 갈등, 개인적 갈등

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

였다. 그리고 이들 변인들간의 이론적 관련성을 근거로 가설적 인과모형을 작성

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검증을 위해서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였으며 다

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 
첫째, 거래적 리더쉽의 상황적 보상은 조직시민행동의 조직 친화적 행동과 

변화지향 행동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외적 관리는 

조직시민행동의 두 가지 요인에 모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래적 리더쉽은 개인적 갈등에 대해서도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예외적 관리는 조직시민행동의 조직 친화적 행동은 물론 변

화지향 행동에 대해 다소 높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래적 리더쉽에 의해 부(-)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적 갈등

은 조직시민행동에 대해 부(-)적인 매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적 갈등의 구성 요소중 특히, 욕구좌절 갈등

은 조직시민행동의 조직 친화적 행동은 물론 변화지향 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지역적 편중성 및 

횡단면적 연구라는 문제와 개인적 갈등 및 조직시민행동 등의 구성개념을 완전

히 포괄하는 분석도구를 이용하지 못한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거래적 

리더쉽의 상황적 보상에 관한 항목은 성과급 중심에 치중하여 상황적 보상 본

래의 개념적 의미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들 한계는 후행 연구들에서 보

완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동안 연구 대상에서 거의 소외되어 온 개인적 갈등을 조직시민행동과 연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과 동시에 개인적 갈등을 거래적 리더쉽과 조직시

민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행정관료 뿐만 아니라 공기업 및 교육조직 등의 공공 기관에서 

조직시민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모색의 범위를 확장시켜 준다는 점에서 합

리적인 인력 및 조직관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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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OCBs with Personal Conflict as 

Moderator

Daewon Kim

Leadership has been of perennial interest both to leaders and followers alike. 
Assuming that transactional leadership with contingent rewards and management by 
exception might negatively affec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OCBs) by 
causing three forms of personal conflict (frustration conflict, goal conflict, and role 
confli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OCBs with personal conflict as moderator. 

After setting up the hypotheses that both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personal 
conflict as moderator might have a negative effect on affiliation behaviors (e.g., 
altruism, courtesy, and sportsmanship) and change-oriented behaviors related to the 
civic virtue of OCBs, the study analyzed the effect generated by each concept in turn 
- transactional leadership on personal conflict & OCBs, and personal conflict on OCBs 
- through data collection and measuring tools includ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a Sobel test. 

The results, based on a sample of 214, indicated a moderately strong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onflic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An 
important implication of this study's findings is that supervisors and management 
should take countermeasures in the form of positive deliberations such as through 
servant leadership, transcendent leadership, or spiritual leadership not only to 
decrease management cost, but also to induce OCBs.

【Key words: OCBs, Personal Conflict, Sobel Test, Bootstrapp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