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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리더십과 함께 팔로워십도 중요

한 요인이다. 그러나 팔로워십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리더십 대비 크게 부진

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의 팔로워십 연구는 고유의 관점을 제안하는 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미국기업을 기반으로 개발된 Kelley(1992)의 척도를 활

용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과 구성원을 기반으로 

팔로워십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팔로워십에 대한 보다 다양한 관점과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주요 팔로워십 연구의 핵심 내용, 팔로워십 모형 제

안, 팔로워십 정의 등을 파악하 다. 과거 조직 관련 연구에서 팔로워는 리

더에게 종속된 부하의 개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고, 팔로워십도 상대적 역할 관점의 접근보다는 위계적 조직구조 하에서 

특정 지위와 관련된 역량으로 바라보던 관점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환경 및 

조직구조의 변화로 인해 조직의 생존과 성과창출에 기여하는 팔로워 및 팔로

워십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팔로워십을 업무수행 상의 다

양한 상호작용 상황에 따른 상대적 역할에 기반한 개념으로 보는 관점이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공히 조직성과의 

창출에 기여하는 역량으로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구사해야 하는 역량인 

것이다.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긴 한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 성과의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리더십 연구 대비 부진한 팔로워십 연구는 바람

직하지 않다. 본 연구는 신규 팔로워십 척도 개발을 통해 팔로워십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조직 연구에 있어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보다 

균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실증 분석은 먼저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국내 기업에 10년 이상 재직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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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들의 팔로워십에 대한 의견과 경험을 탐색적으로 취합했다. 문헌연구

를 통해 다수의 팔로워십 역량 제안들을 파악했지만, 기존의 팔로워십 연구

들이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 재직중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거나, 소홀히 다루어졌던 역량을 탐색하고자 했다. 인터뷰 결과 선

행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어온 책임감, 의사소통, 독립/비판적 사고, 적극성 

등과 더불어, 기존에 크게 주목 받지 못했던 희생, 양보, 온정, 품행 등의 역

량이 도출되었다.  

문헌연구와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도출된 역량들 가운데 척도개발에 투입될 

중요 역량을 선정하기 위하여 10명의 조직분야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델

파이법을 활용한 연구를 실시했다. 먼저, 문헌연구와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파악된 역량들을 패널의 의견을 반 해 24개의 역량으로 분류하 다. 이어서 

팔로워십 역량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패널의 평가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후, 

최종 평가를 기반으로 9개의 주요 역량을 선정하여 이어지는 척도개발 연구

에 투입하 다. 

척도개발 연구에서는 9개의 팔로워십 역량을 측정하는 44개의 문항을 개

발한 후, 설문을 통해 389부의 회신을 확보하 다. 이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

을 제외한 373부가 분석에 투입되었다. 표본을 무선적으로 두 집단으로 분

류한 후 첫 번째 집단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이어서 나

머지 한 집단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도적 책임수행’, 

‘상생’, ‘진정성’, ‘직무열의’, ‘조직제도 순응’, ‘업무능력’, ‘성실성’ 등의 7개 팔

로워십 역량을 측정하는 38개 문항이 확정되었다.  

개발된 척도에 대해 측정동일성(measurement equivalence)(Widaman & 

Reise, 1997) 검증을 시행한 결과 configural invariance, weak factorial 

invariance, strong factorial invariance, strict factorial invariance 등이 수

용되었다. 이어서 잠재평균을 비교한 결과 7개 역량 모두에 있어서 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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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onfigural invariance 검증부터 잠재

평균 차이 분석에 이르는 일련의 검증을 통해 두 집단에서 측정도구와 절편

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각 팔로워십 역량의 분산과 평균 수준도 

동일한 수준임을 확인하 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개발된 척도가 구성원의 

팔로워십을 측정할 수 있는 안정적 척도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동일한 조직 

내에서도 위계적 지위에 따라 구성원에게 기대되는 팔로워십 역량 수준은 상

이할 수 있다. 따라서 표본을 저직급과 고직급으로 구분한 후 측정동일성 검

증과 잠재평균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팔로워십 척도가 저직급과 고직

급 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어서 측정동일성

을 바탕으로 잠재평균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생, 조직제도 순응, 성실성 등

은 직급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주도적 책임수행, 진정

성, 업무능력, 직무열의 등은 고직급이 저직급 대비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척도에 대한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Cronbach & Meehl, 

1955)를 검증하 다. 먼저, 수렴 및 변별타당도 검증 결과, 기존 팔로워십 

척도와 유의한 수렴타당도가 나타났고, 과업수행, 맥락수행, 변혁적 리더십 

등과는 유의한 변별타당도가 나타났다. 이어서 팔로워십 연구들이 준거변인

으로서 검증해온 대표적 변인인 정서적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대상으로 법

칙 및 증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개발된 척도의 

주요 조직 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확인되었다.  

마지막 연구는 개발된 팔로워십 척도가 구성원이 조직생활을 통해 추구하

는 본원적인 기대라고 할 수 있는 경력성공에, 그리고 조직차원에서 구성원

에게 기대하는 본원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수행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경력성공은 객관적 경력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하여 각각 검증하

고, 수행은 과업수행과 맥락수행 각각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조직 현상 

에 대한 접근방식이 전통적인 리더십 위주의 관점에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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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균형적 관점으로의 변화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진정성 리더십 변인의 

향을 통제하고도 팔로워십의 추가적인 향력이 나타나는지도 검증하 다. 

분석 결과 팔로워십은 모든 준거변인에 대한 유의한 추가적 향이 나타났다. 

진정성 리더십은 주관적 경력성공과 과업수행에는 유의한 정적 향이 나타

났으나, 맥락수행에는 마지널한 향이 나타났고 객관적 경력성공에는 유의

한 향이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으로 팔로워십 대비 약한 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연구과제 등에 대하여 

논하 다 

 

 

주요어: 팔로워십, 리더십, 척도 개발, 척도 타당화, 측정동일성, 구성타당도 

학  번: 2011-3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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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팔로워십(followership)에 대한 연구는 팔로워십이란 용어에서 느껴지는 

이질감과 생소함만큼이나 부진한 상황이다. 2013년 12월 기준 아마존닷컴

(http://www.amazon.com)에서 도서검색을 위해 ‘leadership’을 검색어로 

입력하면 10만건 이상이 조회되는 반면, ‘followership’은 30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팔로워십에서 느껴지는 생소함은 일면 당

연하다고 볼 수 있다. 조직 연구에 있어서 팔로워에 대한 이해가 리더에 대

한 이해 못지 않게 중요한데도(Howell & Shamir, 2005) 불구하고 리더십에 

대한 활발한 연구에 비해 팔로워십 연구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Gilbert와 Hyde(1988)는 효과적인 리더십만 있다면 조직의 문제

점은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리더십에 대한 낭만적 시각과, 팔로워들을 동기

부여하는 능력이 관리자 고유의 핵심 능력이라는 관점을 그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즉, 리더십에 대한 낭만적 관점으로 인해 리더십이 조직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동기부여 의존성에 대한 시각은 팔로워를 수동적인 존재로 고착화시켜 

왔다. 즉, 리더는 좋은 관리자의 가명처럼 여겨진(Rost, 1993) 반면, 팔로워

는 마치 양떼처럼 순종적인 존재로 치부되어왔다. Baker(2007)는 다음과 같

은 점들을 팔로워 연구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먼저, 미국의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의 리더들이 전통적인 위인처럼 간주된 반면 팔로워들

은 힘 없는 군중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두 번째, 고정적인 리더 

역할에 대한 이상화가 진행되면서 리더와 팔로워 간의 명백한 차이가 유도되

었다. 세 번째, 1930년대에 Follett에 의해 선구적으로 제기된 리더와 팔로

워 간의 상호적 관계에 대한 제안이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소멸되었고, 전

쟁 이후에는 경제적 번 과 함께 관심을 받지 못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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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 기술진보, 정부-노조-기업 간 관계의 변화 등으로 리더와 팔로워

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으나, 팔로워가 역동적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 연구의 초점은 다시 리

더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조직의 성공에 있어서 리더의 기여는 많아야 20% 정도이고 그 나머지는 

팔로워들의 기여라는 주장(Kelley, 1992)과, 관리자의 효과성은 팔로워들이 

관리자 권위를 승인하고 자신들에게 향을 미칠 수 있는 관리자의 의사결정 

권한을 용인할 때 비로서 나타난다는 제안(Hansen Jr, 1987), 그리고 리더

의 카리스마는 리더와 팔로워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호혜적 

관점의 실증적 지지(곽원준, 유재원, 신호철, 이진복, 2014) 등은 조직 현상

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리더십에 대한 절대적 의존에서 벗어나 리더십과 팔

로워십에 대한 통합적, 균형적 관점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

지만 리더십 연구와 대비되는 팔로워십 연구의 부진은 이러한 변화에 걸림돌

이 될 수 있다.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접근법에 따른 다양한 차별적 특성에

도 불구하고 리더십이란 대체로 모든 조직구성원들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개인이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향을 미치는 과정(Northouse, 2013, 

p.9)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직 내의 많은 구성원들은 리더이자 동시에 

팔로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과 조직의 성과는 기본적으로 리더와 팔

로워들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팔로워에 대

한 무관심과 연구의 결핍은 일차적으로 구성원들과의 공동목표와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는 리더십 연구 자체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조직이 추구하는 성과 창출과 조직의 성장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핵심 요인

을 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리더와 리더십 개념은 독립적으로 존

재할 수 없으며, 리더십은 팔로워십의 고려 하에서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

을 수 있다는 점(Hollander & Offermann, 1990)에서 팔로워십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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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리더십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들이 조직의 성과와 구성원의 태도, 수

행 등에 미치는 향을 규명함으로써 학문적, 실무적인 공헌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최근의 환경 및 조직구조의 변화방향을 고려

할 때 팔로워십이 배제되거나 단지 보조적인 차원으로 고려되는 리더십 관점

의 조직연구는 점차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팔로워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환경변화의 신속성과 예측성의 저하이다.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

경변화 하에서 리더십 주도하에 수립되는 전통적인 기획과 전략의 효용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전통적인 위계적, 관료적 구조를 지닌 조직은 권

력과 업무의 재량권이 관리자를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팔로워의 능동적, 

자발적 판단과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대응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두 번째, 폭발적인 정보의 양산과 유통이다. Economist誌(2010. 2. 25)에 

의하면 디지털 형태의 정보는 매 5년마다 10배가 증가하고 있다. 각종 의사

결정의 기반이 되는 정보량의 급격한 증가로 리더는 자칫 정보과잉에 의한 

인지과부하(Kirsh, 2000)로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중대한 의사결정이 지연

되는(Waddington, 1997)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과거 리

더들이 팔로워를 통제하는 전통적인 권력 기반 가운데 하나가 정보의 독점이

었다는 점(최광신, 2000)을 감안해 볼 때 최근 디지털 기반 정보의 신속하

고도 광범위한 유통은 리더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조직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즉, 정보화 추세에 대한 적응이 뛰어나고 정보 검색력이 우수한 팔로

워들을 여전히 수동적이고 리더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팔로워들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활용을 등한시하는 조직은 환경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들을 간과할 수 있는 위험에 더 크게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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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리더의 조직 외부 노출 증가로 인한 위험성 증가이다. 다양한 통

신과 네트워크 기반의 발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과 정보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 하에서 진정성이 결여된 리더의 커뮤니케이션과 행동

은 삽시간에 조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Pearce, 2006). 따라서 오늘날

의 팔로워는 리더와 조직에 대해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Kelley, 1988) 리더를 견제하고 능동적으로 조직효과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네 번째, 근로생활의 질, 동기부여, 능력개발 등의 차원에서 채용하고 있는 

종업원 관여 제도의 확대와 팀 기반 조직의 확대가 팔로워의 역할에 대한 중

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Follett(1949)는 팀이 상황을 장악하도록 기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리더의 팔로워에 대한 장악력이 아닌 리더와 팔로워 간

의 역동적 관계임을 강조함으로써 오늘날 수평적 조직 구조 하에서의 팔로워

의 중요성을 일찍이 예견하 다.  

다섯 번째, 최근 노동 시장 신규 진입자들의 가치관 변화이다. 조직 내의 

젊은 구성원들은 과거 대비 삶과 일의 목적에 대해 다양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급여와 승진 등의 전통적인 경력성공에 외에 직무 만족, 경력 

만족, 일과 생활의 균형 등의 다양한 주관적 경력성공(Heslin, 2005; 

Hughes, 1937, 1958)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신상필벌에 의한 

구성원 동기부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관

점에서 구성원들을 대하고(Avolio & Gardner, 2005),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

을 고려하여 동기부여 하는(Bass, 1998) 등 리더와 팔로워 간의 관계를 일

방적, 획일적 관점이 아닌 보다 상호적이고 개별적인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리더십 일변도의 조직연구가 점차 한계를 드러내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팔로워로 지칭되는 것이 일종의 모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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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질 수 있다는 점(Kellerman, 2011)으로 인해 팔로워십은 실무 역에

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학문적인 역에도 

향을 미쳐 팔로워십 개념은 기피의 대상이 된 채 리더십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즉, 팔로워십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에게 실무 역에서

의 수요가 없는 비인기 주제로 각인됨에 따라 오랜 기간 침체기에 놓여 있었

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다양한 환경적 변화추세로 인해 이러한 연구의 불균

형은 학문과 실무 역 모두에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Kelley(1988)는 효과적인 팔로워는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 하에서도 성공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효과적인 팔로워를 보유한 조직의 리더는 전통적인 

웅적 역할 보다는 조직의 변화와 개선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

다. Kelley의 이러한 제안은 최근 조직구조의 변화방향을 감안할 때 의미가 

있다. 최근 기업은 물론 정부, 공기업, 병원 등의 다양한 조직에서 채용이 확

산되고 있는 팀 조직은 권한의 분산과 자율성의 확대를 특징으로 한다(김순

양, 2000; 안길찬, 2002; 유병남, 2005). 이러한 조직구조의 변화로 인해 상

사의 지시적 리더십 개입은 축소되는 반면, 업무의 할당과 일정 등에 대한 

팔로워의 자율적 결정권이 강화되는 동시에 성과에 대한 팔로워의 책임도 증

가하게 된다. 조직구조가 수평화될수록 조직은 리더십 역량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 보다는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팔로워의 역할과 자질이 중요한 요인으

로 부상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구조의 변화추세에 부응하여 리더는 팔로워에

게 과감하게 권한을 위양하고 효과적인 팀웍이 구축되도록 지원함으로써 팔

로워들이 지닌 강점과 지혜를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Sims & Manz, 1996). 이처럼 환경변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팔로

워 역할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리더십에 대한 낭만적 관점에만 집착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리더십 일변도의 조직연구 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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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탈피해 향후 조직의 수행과 성과를 바라보는 보다 균형적 시각의 확산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팔로워십 역량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팔로워십 

역량이 경력성공과 수행에 미치는 향을 살펴봄으로써 팔로워십이 중요 조

직 변수를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수임을 실증적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팔로워십 정의 

 

팔로워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팔로워 및 팔로워십의 정의를 살펴

보고자 한다. 팔로워를 리더에게 종속된 개념인 부하(subordinate)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거나, 팔로워십을 역할이 아닌 특정 지위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는 전통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반으로 한 팔로워십 연구들

(Chaleff, 1995; Dixon & Westbrook, 2003)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할 때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서 팔로워 및 팔로워십에 대한 최근의 관점과 정

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팔로워는 지위가 아닌 역할 관점의 개념이며

(이철희, 2009), 따라서 팔로워는 지위적 관점에서 리더에게 종속된 부하와

는 다른 개념이다. 조직 내의 관리자들을 일반적으로 리더라고 지칭하고, 많

은 연구들이 이러한 대상자들을 리더로 상정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있지만 

엄 하게 보면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리더로서의 역할과 팔로워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Kelley, 1988). 즉, 많은 경우 관리자라는 지위적 관점의 

명칭이 역할 관점의 명칭인 리더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리더십 연구는 관리자의 이러한 복합적 역할 가운데 명시적으로 리더 역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개념 상의 혼란을 보완하고 있지만 팔로워와 팔로워십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보다 명확하고 엄 한 개념 상의 정의가 전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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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팔로워에 대한 연구가 침체된 상황에서 양적, 질적인 팽창을 거

듭한 리더십 연구가 직/간접으로 팔로워 및 팔로워십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관점을 유발한 상황 속에서 팔로워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팔로워십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면서 팔로워를 배제하거

나 경시한 리더십 연구들이 리더를 팔로워와 구분되는 배타적, 고정적인 지

위로 간주해온 점에 대한 비판(Hollander, 1974)과, 과거 리더십 연구들이 

이상화된 리더에 대한 시각을 조성해온 부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Baker, 2007). Kelley(1992)는 적자생존 관점에서 리더를 승자로, 

팔로워는 패자로 보는 관점을 비판했고, Gilbert와 Hyde(1988)는 팔로워를 

리더에게 동기부여를 의존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한 것이 부진한 팔

로워 연구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거에 진행된 리더십 위

주의 연구가 야기한 팔로워 및 팔로워십에 대한 오해 및 부정적 인식의 확산

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감안할 때 향후 팔로워십 연구의 활성

화를 위해서는 개념 상의 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팔로워의 정의 

 

‘팔로워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팔로워를 정의하기 위한 최적의 질문이 

아닐 수 있다. Hollander(1974)가 리더의 역할을 고정적, 배타적, 정적인 개

념으로 본 것을 비판한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팔로워 역시 특정한 지위나 사

람을 배타적으로 지칭하는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기 때

문이다. 팔로워를 역할 관점에서 접근할 때 ‘팔로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의 정체성인가?’ 라는 질문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팔로워는 기본적으로 역할 기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할 것이다. 

표 1을 보면 팔로워에 대한 주요 정의가 나와 있다. 먼저 학술적 정의에 

앞서 사전 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지시를 받고 지시를 수행하고 지시자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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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등 팔로워를 수동적, 보조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erriam-Webster, 2014). 과거 미국에서 도시화,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

되고 경제가 기업활동을 기반으로 성장함에 따라 리더에 대한 웅적 시각이 

대두되었다(Baker, 2007). 이러한 추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팔로워는 힘없는 

군중에 불과하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관점이 자리잡

게 되었다. 사전 상의 정의가 동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지는 개념이라고 볼 때 여전히 팔로워에 대한 시각은 산업화 과정에서 

웅적 리더십이 형성되던 시기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한 것으로 보여

진다.     

Kelley(1992)는 팔로워를 지식, 독립성, 용기, 윤리성 등을 기반으로 행동

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또한 조직목표의 추진을 위해 열정적, 지적, 자립적

으로 참여하는지의 여부에 의해 효과적 팔로워와 비효과적 팔로워의 구분을 

제안하기도 했다. Kelley(1988)와 Kelley(1992)의 팔로워십 연구는 당시 

학계와 실무계 모두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는데, 그러한 관심의 핵심은 팔로

워를 전통적인 리더의존적 관점이 아닌 조직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Baker, 2007). 팔로워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Kelley의 지지는 이후 Chaleff(1995)의 ‘용감한 팔로워

(courageous follower)’에 대한 논의에서 다시금 부각된다. Chaleff는 사회

적 계약 관점을 기반으로 팔로워를 리더와 함께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오늘날의 리더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팔로워가 수행해야 할 역

할들을 제안했다. 즉, Chaleff는 팔로워가 용기를 바탕으로 책임을 감수하고, 

리더에게 도전하고, 조직에 해가 되는 리더행동에 반대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것을 제안했다. 팔로워에 대한 Kelley와 Chaleff의 적극적, 독립적 관점의 

정의는 이후 수행된 많은 팔로워십 연구의 근간을 조성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Dixon과 Westbrook(2003)은 오늘날 조직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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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글로벌 경제체계 하에서 관리자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팔로워의 

이미지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팔로워를 조직의 의미

와 생산성의 추구에 있어서의 파트너, 참여자, 공동리더, 그리고 공동 팔로워

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은 Chaleff(1995)의 팔로워

십 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팔로워에 대해 조직과 리더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비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존재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의 정의로는 최광신(2001), 김희봉과 송 수(2011) 등의 제안이 있

는데 공통적으로 조직의 목표 지각과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

서 국내의 팔로워 정의 역시 현대적 팔로워 연구의 기반을 형성한 것으로 평

가되는 Kelley(1992)와 Chaleff(1995)의 정의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상

적 기반을 근거로 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1. 주요 팔로워 정의 

연구자 팔로워 정의 

Merriam-

Webster(2014) 

타인 혹은 집단을 지원하거나 가이드를 받는 사람 

누군가(혹은 무언가)를 대단히 좋아하거나 찬탄하는 사람 

타인의 지시를 수행하는 사람 

Kelley(1992) 지적이고, 독립적이고, 용감하며, 강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행동

하는 사람 

Chaleff(1995) 리더와 함께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 

Dixon & 

Westbrook(2003) 

조직의 의미와 생산성의 추구에 있어서의 파트너, 참여자, 공동

리더, 그리고 공동 팔로워 

최광신 

(2001, p.12) 

“리더와 함께 조직의 목표를 위해 역할을 주도적(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김희봉, 송 수

(2011, p.3) 

“리더의 파트너로서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이해한 가운데 조직

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이자 리더의 또 다

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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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십의 정의 

 

표 2에 정리된 팔로워십에 대한 정의 가운데 먼저 사전적인 정의는 리더

를 따를 역량 혹은 의지(Merriam-Webster, 2014)이다. 이는 팔로워를 수

동적, 보조적인 존재로 제시하고 있는 사전적 정의와 동일 선상의 관점이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Wortman(1982)은 팔로워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는 리더십 연구들은 있어

왔지만, 그러한 연구들도 명시적으로 팔로워십을 다루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

적하면서 리더, 팔로워, 상황의 세 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한 팔로워십 정의

를 제안했다. 그의 정의는 리더십에 대한 상황적 접근법(Hersey & 

Blanchard, 1993) 관점을 팔로워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Heller와 Van Til(1982)은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서로 연계된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해석될 수 없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팔로워

십은 팔로워와 리더 간의 접한 관계 상의 역할 차원으로서 이해되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Maroosis(2008, p.21)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팔로워십이라고 하 다. 특히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

적인 반응’ 이라는 강조를 통해 팔로워십의 윤리적, 도덕적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도덕적인 팔로워십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목적의식과 윤리적 책임감 하

에 리더와 호혜적 파트너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의 견해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비리와 비윤리적 리더십으로 인한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요 리더십 이론들이 리더의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Brown, 

Treviño & Harrison, 2005; Greenleaf, 1977; Walumbwa, Avolio, Gardner, 

Wernsing, & Peterson, 2008) 상황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

다. 특히 팔로워십에 대한 정의가 주로 조직 혹은 리더십 목표와의 연계 하

에서 이루어져 온 것과 비교할 때, 조직의 근원적 존립 기반인 윤리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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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역할 관점에서 팔로워십을 정의함으로써 팔로워십에 대한 기능 위주

의 접근에서 탈피해 논의의 시야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의로 

평가된다.  

 

표 2. 주요 팔로워십 정의 

연구자 팔로워십 정의 

Merriam-

Webster(2014) 

리더를 따를 역량 혹은 의지 

Wortman(1982) 주어진 상황에서 리더의 향 하에 조직의 목표를 위한 개인적 

혹은 집단적 노력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

정. 즉, 리더, 팔로워, 상황 간의 기능으로 보는 관점 

Heller & Van 

Til(1982)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관계상의 역할 관점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음 

Maroosis (2008) 팔로워십은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방식임. 즉, 훈육과 안목을 필

요로 하고, 리더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고하며, 책임 있는 태도의 

형성을 위한 지도를 필요로 하는 도덕적 실행임 

Adair(2008) 팔로워가 자신과 공동의 상호적 목적을 추구하는 리더를 지지하

려는 의도로 리더 및 타 팔로워들과 향관계를 공유하는 것  

매일경제(2014) 조직 구성원이 사회적 역할과 조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역량을 

구비하고, 조직의 권위와 규범에 따라 주어진 과업과 임무를 달

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 과정 

최광신 

(2001, p.20) 

“리더와 함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비판적인 사

고와 능동적 참여로 수행하는 과정” 

김연욱 

(2009, p.12)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리더에게 향력을 행사하는 팔로워의 

긍정적·적극적 정신” 

김희봉 

(2013, p.6) 

“팔로워가 리더와 함께 조직의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

인이나 집단행동에 향을 미치는 과정이자, 조직의 성과창출 

및 목표달성을 위해 리더와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팔로워의 

역량을 바탕으로 리더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과정” 

 

Adair(2008)는 조직 구성원들이 팔로워로서의 기반구축을 시작으로 성장

해 나간다는 점에서 팔로워십이 리더십의 일부가 아니고, 오히려 리더십이 

팔로워십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팔로워와 리더 간 공동 목적의 추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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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간 향관계를 중심으로 팔로워십을 정의했다. 즉, 팔로워가 자신이 추

구하는 목적을 공유하는 리더를 지지하려는 의도 하에 리더 및 동료들과 

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팔로워십으로 정의했다. 그는 이러한 정의를 기반

으로 팔로워십을 리더십의 결과가 아니라 리더십을 구축하는 체계로서 바라

볼 것을 제안했다.      

국내의 정의 가운데 먼저 언론사의 경제용어사전 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팔로워십은 규범과 권위를 존중하는 가운데 과업과 관련된 역량을 갖추어 주

어진 임무를 달성하는 제반 활동(매일경제, 2014)을 의미한다. 본 정의는 최

근 팔로워십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적극성, 독립성, 상호성, 호혜

성 관점에서 리더십에 대응하는 파트너로서의 역량보다는 조직의 규범과 리

더의 권위에 대한 존중을 대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팔로워에 대한 보수

적, 전통적인 관점에 보다 가까운 정의로 볼 수 있다. 반면 최광신(2001), 

김연욱(2009), 김희봉(2013) 등 국내 팔로워십 연구의 정의는 팔로워에 대

한 보다 현대적인 관점을 반 하고 있다. 최광신(2001)은 광범위한 선행연

구를 기반으로 팔로워십에 대한 사전적 정의, 리더십 정의를 기반으로 한 정

의,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통합한 정의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이러한 

검토에 이어 그는 “리더와 함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비판적

인 사고와 능동적 참여로 수행하는 과정”을 독자적인 팔로워십 정의로서 제

안하 다(최광신, 2001, p.20). 그의 연구가 Kelley(1992)의 팔로워십 유형

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의 정의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언급했듯이 

Kelley가 제안한 효과적인 팔로워의 핵심 자질인 ‘독립적/비판적 사고’와 ‘주

도적/적극적 참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정의는 해당 연구의 

초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일종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연욱(2009)은 선행연구에 대한 검

토를 통해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상호 배타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관점을 

근거로 팔로워의 리더에 대한 향력의 행사를 팔로워십 정의의 핵심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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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보았다. 그는 이러한 향력이 긍정적, 적극적 정신을 근간으로 해야 

함을 제시했는데, 이는 효과적인 팔로워에게 필요한 핵심 자질 가운데 하나

가 적극적/주도적인 참여(Kelley, 1988; Kelley 1992)라는 제안, 그리고 구

성원의 긍정성이 다양한 조직 관련 변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는(Luthans, 

Avey, Avolio, & Peterson, 2010; Luthans, Youssef, & Avolio, 2007) 제

안 등과 유사한 이론적, 사상적 관점을 근간으로 했음을 추정케 한다. 김희

봉(2013, p.6)은 팔로워십을 리더의 파트너로서 공유된 목표 하에 리더와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리더십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그의 이러한 

정의는 팔로워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팔로워의 독립적/비

판적 사고, 능동적/주도적 참여, 리더와의 목표 공유, 팔로워의 적극적인 역

할 등을 강조한 주요 연구들(Chaleff, 1995; Kellerman, 2011; Kelley, 

1988; Kelley, 1992)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 관점의 포괄적인 팔로워십 정의

로 볼 수 있다.  

 

역량으로서의 팔로워십 

 

팔로워 혹은 팔로워십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팔로워의 자질

(quality)(Kelley, 1988), 성격특질(personality traits)(Chaleff, 1995; 

Potter, Rosenbach & Pittman, 1996; Zaleznik, 1965), 역량

(competency)(김희봉, 2013; Hurwitz & Hurwitz, 2009), 행동적 특성

(behavioral attributes)(Bossidy, 2007) 혹은 역량과 성격특질의 복합(박

민생, 장 철, 2010) 등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광

의의 역량 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팔로워십을 연구하고자 한다. 역량은 특정 

상황과 직무에서의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인과적 준거가 되는 개인의 내

재적 특성(Spencer & Spencer, 1993)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역량은 개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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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과 가시성이 가장 높은 ‘지식’과 ‘기술’, 반대로 개발가능성과 가시성이 

가장 낮은 ‘특질’과 ‘동기’, 그리고 이들의 중간적 특성을 지닌’ 자기개념과 

가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Spencer & Spencer, 1993). 인적자원개발

(HRD) 관점에서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식과 기술 등에 한정된 협의의 역

량 정의가 보다 유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좁은 관점의 역량은 주요 

팔로워십 선행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조직관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기반 조직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관점의 팔로워십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

는 본 연구의 취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까지 팔로

워와 팔로워십에 대한 연구가 역량, 특질, 성격, 행동, 속성, 기술 등의 다양

한 관점에서 수행되어 온 상황에서 기존 연구의 제안과 성과를 최대한 반

하기 위해서는 광의의 역량 개념을 근간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역

량의 구성요인들 가운데 개발 가능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가시성이 떨어지지

만 팔로워의 수행 및 성과에 중요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특

질, 동기, 자아개념, 가치 등을 모두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역량을 정의하

여 적용하고자 한다.  

Heller와 Van Til(1982)은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개발과 훈련을 통해 조

직 구성원들이 보다 높은 역량을 갖출 수 있고, 이러한 역량 향상을 통해 리

더와 팔로워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역량 관점의 팔로워십 연구는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고정적, 절대적인 개

념으로 보았던 과거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보다 개발적이고 상호적인 관점

에서 접근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도 적절히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팔로워와 팔로워십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정의와 광의의 역량 개념, 그리

고 최근 조직을 둘러싼 환경적 특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팔로워십을 

‘팔로워가 조직 내의 공동 및 개인 차원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서 리더와의 

긴 한 상호작용 하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역량’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정의는 ‘목표’, ‘리더와의 상호작용’, ‘역할’, ‘역량’ 등의 요소로 구성



15 

되어 있다. 목표 개념을 포함한 것은 ‘조직’ 이라는 목적지향적 실체의 특성

을 감안하여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과정 상의 목표와 연계되지 않

는 활동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이 때 목표는 조직, 혹은 리더 차원에서 

제시되고 공유되는 하향적 관점의 목표는 물론, 팔로워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정하는 진급, 인정, 경력 개발 등을 포함한다. 공동의 목표는 물론 개인적 

목표의 추진에 있어서도 팔로워는 리더로부터 향을 받고 리더에게 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이들 간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다(Gabarro & Kotter, 

1993). ‘역할’을 강조한 것은 직위 혹은 직책과 무관하게 조직 내 대부분의 

구성원이 상대적 지위, 역량 수준, 과업 특성 등에 따라 팔로워로서의 역할

을 수행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팔로워를 경쟁에서 패배한 

자, 열등한 자, 권력상의 약자 등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팔로

워십 연구의 부진을 가져온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이러한 정의

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역량’을 강조한 것은 리더와 팔로워가 

절대적, 고정적 개념이 아닌 것처럼 팔로워십도 지속적, 역동적으로 변화, 발

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와 운용이 아닌 개발과 육성 관점에서 접근

하기 위한 고려가 반 된 것이다.  

 

 

주요 팔로워십 연구 

 

1933년에 Follett는 팔로워십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이제 극도로 중요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경시되어 온, 리더십 상황에서의 팔

로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팔로워는 단순히 리더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팔로워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더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입니다”(Follett, 1949: Gil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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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e, 1988, p.962에서 재인용). 이러한 Follett의 제안은 팔로워십 연구

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선구적인 것이었다(Baker, 2007). 이후 1950년대에

는 Hollander가 팔로워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했고, 이후 동료들과 일련의 연

구를 통해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관계, 리더십 과정에 있어서의 팔로워십 고

려의 중요성 등을 제시했다(Hollander, 1997; Hollander & Julian, 1969; 

Hollander & Offermann, 1990). 1970년대에는 Frew(1977)가 최초의 팔

로워십 측정도구를 개발했고, 1980년대에는 Steger, Manners & 

Zimmerer(1982)가 최초의 팔로워십 모형을 제안했다. Steger 등(1982)이 

제안한 팔로워십 모형은 자기고양(self-enhancement)과 자기방어(self-

protection)의 2가지 차원을 각각 상ᆞ중ᆞ하 수준으로 구분하여 총 9가지

의 팔로워 유형을 제안했다. Frew와 Steger 등의 연구는 공히 팔로워십에 

대한 정의가 없고, 논의의 초점이 여전히 팔로워십 보다는 리더십이라는 점

에서 본격적인 팔로워십 연구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Baker, 2007).  

팔로워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시발점은 Kelley(1988)와 

Kelley(1992)의 연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팔로워십을 연구하는 많은 

국내외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김희봉, 2013; Kellerman, 2011). 특히 

1992년에 출간된 “The Power of Followership”은 현대의 경  관련 이론 

가운데 리더가 아닌 팔로워 관점에서 쓰여진 최초의 저서로 평가 

(Kellerman, 2011)되기도 했다. Kelley는 광범위한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팔

로워를 두 가지 차원의 핵심 자질(독립적/비판적 사고 수준, 적극적/주도적 

참여 수준)에 의해 5가지의 팔로워 유형(모범형, 실무형, 순응형, 소외형, 수

동형)으로 구분하 다. 그는 대부분의 사회와 전횡적인 리더들이 순응형 팔

로워를 장려해 왔지만 오늘날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는 순응형 팔로

워의 가치 창출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모범형 팔로워를 최대한 육성,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Kelley의 제안 이후 전개된 팔로워십 연구들은 크게 팔로워의 특성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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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역량 등의 규명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팔로워의 유형화 연구, 그리고 팔

로워십 혹은 팔로워 유형과 조직 관련 변수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등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국내 연구의 경우 일부 연구들이 조직 내 팔로워십 개념의 형성과정을 탐

색하고(이혜원, 홍아정, 2009), 고유의 팔로워십 체계를 구축하고(김희봉, 

2013), 고유의 팔로워십 모형을 제안하는(박민생, 장 철, 2010) 등 독자적

인 연구가 수행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Kelley(1988)와 

Kelley(1992) 연구를 활용하여 팔로워의 유형 혹은 팔로워의 특성이 조직 

및 리더십 유효성과 관련된 변수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는데 치중하여왔다. 

이러한 연구 경향으로 인해 국내 조직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가치관 등이 반

된 고유의 팔로워 자질, 특성, 역량 등의 규명이 미흡했고, 팔로워십에 대

한 연구와 논의의 폭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

는 국내의 팔로워십 연구 활성화와 보다 다양한 관점의 팔로워십 연구를 위

한 기반 확충 차원에서 고유의 팔로워십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과거의 팔로워십 연구동향을 역량 제안, 유형화(모형) 

제안, 조직 변인 예측 관점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전통적

인 리더십 연구의 흐름 속에서 팔로워의 위상과 팔로워십에 대한 고려가 어

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팔로워십과 리더십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 기반의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팔로워십 연구의 

활성화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한 보다 균형적, 포괄적, 

통합적 관점으로 가기 위한 토대로서의 팔로워십 연구 방향을 가늠해 볼 것

이다.  

 

주요 팔로워십 연구 : 자질, 특성, 역량 제안  

 

주요 팔로워십에 연구에서 제안된 팔로워십 자질, 특성, 역량 등은 표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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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바와 같다.  

 

표 3. 주요 팔로워십 제안 현황 

연구 팔로워 자질, 특성, 역량 

Kelley 

(1988) 

팔로워십 핵심 차원  

: 독립적/비판적 사고, 주도적/적극적 참여 

효과적인 팔로워들이 공유하는 핵심 자질  

: 자기관리, 몰입, 역량과 집중, 용기 

Chaleff 

(1995) 

팔로워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 차원의 용기(courage) 제시 

① 책임을 감수할 용기 

② 리더를 보좌할 용기 

③ 변혁에 동참할 용기 

④ 도전할 용기 

⑤ 도덕적 행동을 취할 용기 

Carsten et al. 

(2010)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기반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모범적 

팔로워의 자질과 행동을 제안 

Kellerman 

(2011) 

‘리더십 관여 수준’과 ‘공공-개인 동기’의 두 가지 차원에 의해 

좋은 팔로워와 나쁜 팔로워를 구분할 수 있다고 제안 

김희봉 

(2013) 

팔로워십 역량을 3개 역량군, 12개 주요 역량, 39개 세부 역량의 

위계적 체계로 제시 

 

Kelley(1988)는 동일하게 효과적인 팔로워도 팔로잉에 대한 동기부여와 

역할지각이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동기와 지각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다는 인식 하에 팔로워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행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독립적/비판적 사고’와 ‘주도적/적극적 참여’의 두 가지 차원을 제안했다. 그

는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자질이 모두 높은 팔로워를 조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효과적 팔로워’로 명명하고, 효과적인 팔로워들이 공유하는 핵심적인 

자질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자기관리(self management)이다. 팔로

워는 자기관리를 통해 통제와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고, 조직 차원의 관리 

및 통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자질은 몰입(commitment)이다. 

몰입은 전염성이 있어 동료들에게 상승작용을 유발할 수 있지만, 팔로워가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에 강하게 몰입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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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이 있다. 세 번째는 역량

(competence)과 집중(focus)이다. 본인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업무 상의 

요구보다 높은 수준의 수행기준을 보유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중시한다. 또

한 경쟁의식보다는 동료의식이 강하고, 조직이 간과한 문제점들을 찾아낸다. 

네 번째 자질은 용기(courage)이다. 효과적인 팔로워는 신용, 정직, 용기를 

바탕으로 독립적/비판적 사고가로의 성장을 추구한다. 또한 실수를 인정하고 

성공을 공유하며, 자신만의 시각과 윤리적 기준을 수립한다. 용기있는 팔로

워는 리더의 정직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역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리

더와는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용기를 지닌 팔로워의 성과 

창출과 조직에 대한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리더는 내면화된 강력한 윤리

성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피드백도 기꺼이 수용하고 투명한 관계를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는(Hughes, 2005; Walumbwa et al., 2008) 리더십을 발휘해

야 할 것이다. Kelley는 리더가 많은 집단은 혼란을 겪지만, 구성원들이 효

과적인 팔로워의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은 리더가 없는 경우 매우 생산

적일 수 있다는 상반된 상황의 비교를 통해 팔로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러한 의견은 팔로워를 리더에게 의존하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전통적 시각에

서 능동적으로 조직에 기여하는 존재로의 관점 변화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후의 팔로워십 연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Chaleff(1995)는 팔로워에게 필요한 자질을 다섯 가지 차원의 용기

(courage)로서 제안했다. 첫 번째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책임을 감수할 용

기(the courage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common purpose)이다. 

용감한 팔로워는 조직과 자신의 공통 목표를 바탕으로 자신과 조직에 대한 

책임감을 지닌다. 이들은 조직과 리더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탐색한다. 두 번째는 리더를 보좌할 용기(the courage to 

support the leader)이다. 이들은 리더를 위해 높은 강도의 업무를 추진하고, 

리더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적인 책임을 감수한다. 또한 조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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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열정을 공유하고 조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세 번째는 변

혁에 동참할 용기(the courage to participate in transformation)이다. 이들

은 리더 및 집단과 함께 변화에 따르는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며 변화를 선

도하고자 한다. 또한 변화에 대한 자신만의 요구를 인식하고 변화과정에 깊

게 관여한다. 네 번째는 도전할 용기(the courage to challenge the leader 

or group’s behavior)이다. 이들은 리더나 집단의 행위나 정책이 자신이 옳

다고 믿는 바와 어긋날 경우 이를 묵과하지 않는다. 또한 리더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화를 중시하지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정직성과 타협하지는 않는

다. 다섯 번째는 도덕적 행동을 취할 용기(the courage to take moral stand)

이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더 높은 대의를 위해 리더에게 맞설 수 있다. 이러

한 행동은 직접적인 불복종 외에도 차 상위 리더에게 보고하거나 사직하는 

등의 간접적 조치를 포함한다.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로 인해 리더의 비도적적 행위가 과거와 달리 빠른 시간 안에 조직 구성

원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 특히 리더의 이러한 행위가 대외적으로 발생할 경

우 리더 자신은 물론 조직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따라서 도

덕적 관점의 리더십 견제는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살펴본 다섯 가지 차원의 용기는 조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팔로워 유

형으로서 독립적/비판적 사고와 적극적/주도적 참여 수준이 모두 높은 모범

적 팔로워를 제안한 Kelley(1992)의 연구와 명시적으로 제안된 특성은 상

이하지만 그 근간을 이루는 정신은 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조직 차원의 목표인식 하에 동기부여를 수동적으로 리더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리더를 효과적으로 보

좌함은 물론 리더에 대한 견제역할도 수행함으로써, 조직성과를 창출하는 주

도적 존재로서의 팔로워 관점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후 팔로워십 연구의 활

성화에 있어서 유사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Carsten, Uhl-Bien, West, Patera와 McGregor(2010)는 팔로워십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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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혹은 동료와의 상호작용 보다는 리더와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

다는 제안과 함께 모범적 팔로워십 행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리더에 대

한 존중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기반

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모범적 팔로워의 자질과 행동을 제안했다. 이들이 

제시한 항목들 가운데 팀플레이어, 긍정적 태도, 주도적/적극적 행동, 의견제

시, 순종, 융통성, 의사소통 능력 등이 높은 빈도의 언급을 보 다. 이들은 

연구의 참여자들을 수동적(passive), 적극적(active), 주도적(proactive) 팔

로워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들간의 팔로워십 인식에 대한 차이를 탐색하 는

데, 주도적/적극적 행동과 의견제시는 주도적 팔로워들로부터는 압도적인 지

지를 받은 반면, 수동적 팔로워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

다. 한편, 긍정적 태도와 순종은 수동적 팔로워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 주도적 팔로워들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대

조적인 반응을 통해 과거 많은 리더십 연구들이 팔로워를 간과하거나 부수적

인 요인으로 간주한 상태에서 조직의 성과를 예측하고, 심지어 팔로워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향을 연구해 온 관행의 문제점을 엿볼 수 있다.       

Kellerman(2011)은 ‘리더십 관여 수준’과 ‘공공-개인 동기’의 두 가지 차

원에 의해 좋은 팔로워와 나쁜 팔로워를 구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어떤 유형의 관여도 무관여 보다는 낫다는 주장을 통해 팔로워의 적극적인 

관여를 강조했다. 그는 팔로워의 어떠한 의견개진도 침묵보다는 낫다고 강조

했는데, 조직 구성원이 의견 개진을 충분히 못 하면 스스로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조직은 변화의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변화의 기회를 놓쳐 

정체된 조직은 구성원들의 무력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Perlow & 

Williams, 2003)에서 팔로워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한 리더십 관여는 팔

로워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햔편, 동기부

여 측면에 있어서는 공동의 이익에 의한 동기부여를 개인적 이해에 의한 동

기부여 대비 우수한 것으로 보았다. 즉, Kellerman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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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하에 조직과 리더십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팔로워십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국내의 경우 고유의 팔로워십 역량을 제안한 연구가 드문 가운데 김희봉

(2013)이 광범위한 문헌연구와 전문가패널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팔로워십 

역량을 3개 역량군, 12개 주요 역량, 39개 세부 역량의 위계적 체계로 제시

했다. 그는 역량 개발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해 역량 간 상대적 중요도를 조

사했는데 역량군의 경우 태도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반면, 지식의 중요도

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기업들이 최근 구성원의 인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2개 

주요 역량 간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에 있어서는 태도 역량군의 하위 역량인 

신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조직구조가 점차 분산화, 수평화됨에 따

라 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한 조직과 구성원 간의 신뢰, 그리고 원활한 수평

적 협력을 위한 구성원 상호간 신뢰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Cohen & Prusak, 2001)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조직구조 

변화 추세가 적절히 반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김희봉의 연구에서의 신

뢰가 ‘리더의 팔로워에 대한’ 신뢰가 아닌 ‘팔로워의 리더에 대한’ 신뢰라는 

점에서 신뢰의 제공자와 인식자의 방향성에 대한 전형적인 조직 내 신뢰 연

구 관점과는 다소 다른 관점을 채택했다. 팔로워가 리더와의 관계에서 지니

는 위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팔로워십에 있어서는 팔로워의 리더에 대한 신

뢰도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상호적인 관점에서 

볼 때,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해서 구성원의 상사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Bennis & Nanus, 1985; Dirks & Ferrin, 2002) 것처럼 효과적인 팔로워십

을 위해서는 상사의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팔로워십 연구 : 팔로워십 유형화(모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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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십 유형화를 제안한 주요 연구들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본 연구가 

팔로워십의 역량구조 규명을 위한 척도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 유형

화를 제안한 연구들의 세부적인 유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러한 유형화의 

기준으로 적용한 역량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4. 주요 팔로워십 모형 제안과 유형화 기반 역량 

연구 유형화 기반 역량 팔로워 유형 

Kelley 

(1992) 

- 차원 1: 독립적/비판적 사고 

- 차원 2: 주도적/적극적 참여 

① 소외형(고,저) 

② 순응형(저,고) 

③ 실무형(중,중) 

④ 수동형(저,저) 

⑤ 모범형(고,고) 

Chaleff 

(1995) 

- 차원 1: 리더를 지지할 용기 

- 차원 2: 리더에게 도전할 용기 

 

① 자원형(저,저) 

② 개인주의형(저,고) 

③ 실행형(고,저) 

④ 동료형(고,고) 

Potter et al. 

(2001) 

- 차원 1: 수행 주도  

- 차원 2: 관계 주도 

① 부하(저,저) 

② 정치가(저,고) 

③ 공헌자(고,저) 

④ 동료(고,고) 

Adair 

(2008) 

- 차원 1: 직무만족 

- 차원 2: 이직 

- 차원 3: 생산성 

① 신봉자(고,저,고) 

② 행동자(고,고,고) 

③ 이탈자(저,저,저) 

④ 불만자(저,고,저) 

박민생, 장 철 

(2010) 

- 차원 1: 능력(직무요인) 

- 차원 2: 의욕(심리요인) 

① 의존형(저,저) 

② 참여형(저,고) 

③ 비판형(고,저) 

④ 성취형(고,고) 

주. Adair의 유형화는 역량이 아닌 주요 성과 변수 기준. 
 

팔로워십에 대한 연구가 리더십 연구 대비 침체된 가운데 Kelley(1992)

가 팔로워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행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견한 2가지 차

원을 통해 도출한 다섯 가지의 팔로워 유형은 가장 대표적인 팔로워십 연구

모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Kelley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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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비판적 사고’와 ‘주도적/적극적 참여’를 기준으로 팔로워를 소외형

(alienated), 순웅형(conformist), 실무형(pragmatist), 수동형(passive), 

모범형(exemplary) 등으로 구분하 다. 이러한 팔로워 유형의 구분은 독립

적/비판적 사고수준을 측정하는 10개 문항과 주도적/적극적 참여수준을 측정

하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측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Kelley(1992)

는 모범형이 모든 조직에서 가장 이상적인 유형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팔로워 

유형이라고 주장했다. Kelley(1992)의 모형은 많은 팔로워십 연구의 기반으

로 활용되어 왔는데, 특히 국내에서 수행된 팔로워십 연구들 가운데 절대 다

수(강용관, 2008; 구옥희, 최옥순, 2000; 김희봉, 2013; 박종훈, 박경아, 

2001; 이규헌, 임유신, 김경섭, 2010; 최광신, 2001)가 직/간접적으로 

Kelley의 척도와 팔로워 유형분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는 

물론 국내의 팔로워십 연구의 근간을 제공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Kelley의 모형과 제안이 후속 연구에 미친 큰 향력에도 불구하고 모범형

이 모든 조직에서 가장 이상적인 효과적 팔로워 유형이라고 제안한 점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예를들어, 사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위계적 특성이 강한 공기업, 위험을 감수한 혁신과 도전 보다는 안전과 다소 

보수적인 관점의 관리가 중시되는 조직(예: 핵발전소, 공항 및 항만 관제) 

등에서는 독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보다는 순응적 사고를, 주도성 보다는 정

직성, 윤리성, 성실성 등의 업무태도를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팔로워십에 대한 무관심과 부진했던 연구 상황을 감안할 때, 본 

모형은 팔로워십에 대한 전형적인 리기업을 주요 초점으로 하여 학계와 실

무계의 관심을 촉구하고 팔로워십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시금석을 놓은 것으

로 볼 수 있다. 

Chaleff(1995)는 ‘리더를 지지할 용기’와 ‘리더에게 도전할 용기’의 두 가

지 차원을 적용하여 자원형(resource), 개인주의형(individualist), 실행형

(implementer), 동료형(partner) 등의 네 가지 팔로워십 유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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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eff(1995)가 팔로워에게 필요한 다양한 용기(역량)를 제시했지만, 본 

모형의 제안을 통해, 그가 근본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팔로워십의 핵심은 리

더에 대한 ‘지지’와 ‘견제’의 조합으로 요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이

러한 제안은 Kelley(1992)와 더불어 오늘날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의 

팔로워십 연구의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Potter 등(1996)은 팔로워의 주도권이 리더의 주도권만큼 중요하다는 의

미를 담은 ‘파트너십 관계’ 개념을 제안했다. 이후 이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파트너십을 팔로워와 리더 간의 최상의 관계를 지칭하는 의미로 묘사하 다

(Pittman, Rosenbach, & Potter, 1998). 이들의 제안은 Kelley(1991)가 리

더와 팔로워는 조직의 실행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고 

언급한 것과 동일선 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Chaleff(1995)의 제안과 

차원은 다르지만 리더와 팔로워 간의 동등한 파트너 관계를 중시했다는 점에

서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리더와 팔로워 간에 효과적인 파트너십 관계가 형

성되면 조직의 성과를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역할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러한 

관계가 조직의 목표를 보다 쉽게 달성하게 해준다고 주장했다(Pittman et al., 

1998). 이들은 이러한 파트너십 관계에 대한 강조를 근간으로 팔로워십을 

유형화했다(Potter, Rosenbach, & Pittman, 2001). 즉, 수행주도(performance 

initiative)와 관계주도(relationship initiative)라는 두 가지 측면에 의해 팔로

워를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수행주도는 할당된 업무의 완수를 위한 

방법의 고려 정도, 자신을 귀중한 자원으로 보는 정도, 동료와의 원만한 협

업 정도, 조직과 환경변화에 대한 보유 관점 등이 고려된 측면이다. 관계주

도는 리더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 수준, 리더와 용감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의지 수준, 차이점들에 대해 리더와 협상할 수 있는 수준 등이 고려

된 측면이다(Potter et al., 2001). 4가지 팔로워 유형 가운데 효과적인 조직

이 선호하는 유형은 ‘동료(partner)’이다(Potter et al., 2001). 하지만 리더

와 팔로워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는 ‘정치가(politicial)’ 유형이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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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고, 과업의 완수와 절대적 순종이 중요한 조직에서는 

유능한 ‘부하(subordinate)’ 유형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의 모형은 동료 유형이 전형적으로 선호되는 유형임을 명시하면서도 조

직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유형별 효과의 상대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특정 

유형을 절대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한 Kelley(1992)의 모형 대비 맥

락적 고려가 보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dair(2008)는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이직(turnover)’, ‘생산성

(productivity)’의 세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팔로워의 행동유형을 구분하는 

4-D 팔로워십 모형을 제안했다. 본 모형은 각 팔로워들이 전체 구성원들 내

에서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를 나타낸다. 또한, 팔로워들이 현재

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뿐만 아니라 각 팔로워가 처한 조직과 상

황 내에서 적절하고 습관적인 행동 패턴을 어떻게 표출하는지도 나타낸다. 

네 가지 유형 가운데 먼저 신봉자(disciple)는 본인이 적재적소에 있다는 믿

음을 근간으로 타인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적응성, 우호성, 열린 

마음, 정직성, 강한 업무 윤리, 성실성 등을 바탕으로 조직을 위해 희생하며, 

주어진 임무에 몰입하고 기꺼이 잔업을 하는 유형이다. 행동자(doer)는 자신

의 요구에 초점을 맞춰 항상 새로운 기회를 탐색한다. 이들은 적응력, 정직

성, 성실성 등을 기반으로 높은 생산성을 보이지만 강한 경력 열망을 바탕으

로 조직 내/외부에서 항상 더 나은 기회를 탐색한다. 이탈자(disengaged) 

는 성공하려는 욕망보다는 생존 자체가 목표이며, 낮은 생산성과 낮은 직무

만족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 불만자(disgruntled)는 직

무불만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 

가운데 일부는 높은 리더십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잠재

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심지어 그러한 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마음을 닫고, 공격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협

업보다는 단독 업무를 선호하는 가운데 좋은 기회가 있다면 언제라도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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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수 있다. 본 모형은 타 모형들과 달리 팔로워의 역량, 특성, 자질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지 않고, 조직의 성과 변수(직무만족, 이직, 생산성)들을 

기준으로 유형화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특정 팔로워 유형을 이상

적인 것으로 제안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Kelley(1992)의 모범적 팔로워

에 대한 획일적 지지 대비 발전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조직이 각 구성

원이 어느 유형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동기부

여 전략과 조직문화적 조치를 통해 구성원들을 각자의 본원적인 유형에 가깝

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Adair, 2008). 주요 성과 변수를 근간으로 

구분된 팔로워의 유형을 근간으로 각 팔로워의 역량적 특성, 강/약점, 스트레

스를 포함한 심리 상태 등을 이해함으로써 구성원별로 보다 효과적인 팔로워

십 역량 육성을 추진할 수 있다.  

박민생과 장 철(2010)은 국내의 팔로워십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

자적인 팔로워십 유형화를 실증연구를 통해 수행했다. 이들의 연구는 국내의 

팔로워십 유형화 관련 연구가 부진한 상황에서 팔로워 유형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Kelley(1992)의 모형을 활용해 온 것

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Kelley가 제안한 팔로워 유형 가

운데 순응형과 소외형이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기 어려운 측면, Kelley의 

척도가 우리나라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아 내적타당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항목들이 삭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 다. 이들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직무요인인 ‘능력’과 심리적 요인인 ‘의욕’의 두 가지 차원에 의해 팔로

워의 유형을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의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는 고유의 팔로워십 모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만, 

팔로워 유형의 분류에 있어서 Kelley(1992)가 활용한 방법과 유사하게 기

준점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했는데, 기준점수 선정에 대한 이론적, 방법

론적 근거의 제시가 충분하지 않은 점과, 네 가지 팔로워 유형 가운데 ‘성취

형’에 76.1%라는 압도적인 분포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모형의 타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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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상기의 주요 팔로워십 모형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리더와의 상호작용을 직/간접적으로 근간으로 한 모형(Chaleff, 1995; 

Kelley, 1992; Potter et al., 1996)과 팔로워 관련 변인에 초점을 맞춘 모형

(박민생, 장 철, 2010; Adair, 2008)이 그것이다. 과거 조직 연구에 있어서 

리더십 일변도의 관점이 주도했던 접근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최근의 환경 

및 조직구조의 변화로 인해 팔로워십과 리더십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강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팔로워십 연구의 저변이 척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관점 상의 우열을 논하기 보다는 다양한 관점이 반 된 연

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제안된 모형에 대한 검증과 보완이 활발히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 팔로워십 연구 : 팔로워십과 주요 조직 변인간의 관계  

 

팔로워십과 조직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기업(김희봉, 

2013; 유시정, 김 택, 양태식, 2007; 이규헌 등, 2010; 이혜원, 홍아정, 

2009; 정상무, 2009), 학교(교사)(강경수, 2007; 이유경, 2011; 한인수, 

2011), 군대(강용관, 2008; 박민생, 장 철, 2010; 이홍희, 2002) 등을 대

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호텔(양희종, 2013; 이갑용, 2013), 병원(고은

미, 2010; 신은숙, 2004),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고성희, 2012; 이금숙, 

2009; 정재근, 2013), 스포츠 조직(이병석, 2012; 조운용, 남상백, 조광민, 

2010)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조직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의 팔로워십 연구는 이처럼 다양한 역에 걸친 연구를 통한 저변확대

라는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역량체계를 제안(김희봉, 2013)하거나 팔

로워십 모형을 제안(박민생, 장 철, 2010)하는 등 팔로워십에 대한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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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제안한 연구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즉, 많은 연구들이 기존 연구에 

의해 제시된 팔로워십 유형을 적용해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태도, 조직 성

과 등의 주요 조직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특히, 이러한 검증에 있어서 리더십 유형(주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

적 리더십)과 팔로워십 유형(주로 Kelley가 제안한 유형)을 함께 고려하여 

이들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거나, 이들 두 변인을 조합하여 표본

을 구분한 후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방식(고성희, 2012; 원현숙, 

1998; 이홍희, 2002; 정재근, 2013; 최창옥, 1999)이 팔로워십 연구의 하나

의 전형적인 패턴처럼 활용되어 왔다.    

국내의 많은 팔로워십 연구들이 팔로워십과 리더십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점은 전통적으로 조직의 성과와 구성원의 수행 및 태도 등을 비롯한 조직 관

련 주요 변인을 리더십 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던 관행에서 탈피했다는 점에

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연구들이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팔로워십 모형과 역량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적 문화를 기반으로 한 

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조직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 실무적 측면 모두에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리더 대비 팔로워가 위계적 환

경에 따른 향에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의 팔로워십 

연구는 국내 조직을 기반으로 한 고유의 역량과 모형 제안을 위한 연구가 보

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팔로워십과 리더십 

 

팔로워십과 리더십의 변별성 혼란  

 

리더십 연구가 팔로워를 간과하거나 소홀히 다룸으로써 나타난 가장 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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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 가운데 하나는 많은 연구들이 리더의 역량으로서 제시한 자질과 특성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리더 고유의 자질과 특성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Jenkins(1947: Zaccaro, Kemp, & Bader, 2004에서 재

인용)는 군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어떤 특질이나 특성도 리더를 집단 

내의 다른 멤버로부터 구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특성

(특질) 기반 리더십 연구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팔로워가 

연구의 범위에 고려됐을 경우 차별화된 리더의 특성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다

수의 특성들이 리더십 연구에서 다뤄져 왔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은 팔로워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Taylor와 

Rosenbach(2005)는 효과적인 팔로워의 자질이 효과적인 리더에게서 나타

나는 자질과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 다. Kellerman(2011)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수한 팔로워 고유의 특성과 능력을 도출하는 연구의 중단을 언급하

기도 했다. 먼저 우수한 팔로워의 특성과 능력들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

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리더십 연구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리더십 연

구가 특성 기반, 역량 기반, 상황 기반, 행동 기반 등의 다양한 접근법이 제

기되고(Northouse, 2013) 있는 것도 결국은 리더십 이론이 조직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부딪치게 되는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전

개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Kellerman이 제시한 또 하나의 이유는 팔

로워의 특성과 능력이 이미 리더십 이론에서 제시된 것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팔로워십 연구에 있어서 흔히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리더십 연구와의 차별성이다. 팔로워십 연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리더십 연구들이 수행되어 온 상황에서, 팔로워십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팔로워의 자질, 특성, 역량 가운데 많은 부분이 리더십에서 제안된 것

들과 중복되고 있다(김희봉, 2013). 따라서 향후 팔로워십 연구에 있어서는 

리더십과의 차별화가 중요 고려사항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리더

십 연구가 팔로워십 연구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더십과의 차별화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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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되지 않은 팔로워십 연구는 자칫 팔로워십 고유의 연구기반 확대에 기여하

지 못 하고 리더십 과정에 종속된 개념으로 그 의미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

이다. 팔로워십의 독립적인 기반 확보는 최근의 환경 및 조직구조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한 균형적, 상호적 관점의 활성

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리더십 연구에서의 팔로워 고려 

 

Zaleznik(1965)은 리더십과 관리 분야에서 최초로 팔로워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그들 간의 유형 구분이 이론과 실제 장면 모두에서 유의미하다고 제

안했다. 다만, Zaleznik은 팔로워의 기능적 장애에 초점을 맞춰 유형화를 제

안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팔로워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Kellerman, 2011). 이후 리더십 연구들이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팔로워와 팔로워십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 왔으며(표 5), 그 주

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황적 접근(situational approach) 리더십은 팔로워의 상황에 따라 차별

적인 특성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Hersey와 Blanchard 

(1969)가 제안한 이론이다. 이들의 제안은 이후 Blanchard(1985)와 

Blanchard, Zigarmi와 Zigarmi(1985)등이 발전시켜 ‘리더십II 모형’을 제안

했다. 본 모형은 팔로워의 발달수준을 팔로워가 수행하고 있는 과업과 관련

된 ‘능력(competence)’과 ‘몰입(commitment)’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

하고, 이러한 팔로워의 수준에 적합한 리더십을 지시적 행동과 지원적 행동

의 수준에 의한 네 가지 조합을 통해 제안한 것이다. 본 이론은 리더십을 팔

로워의 발달적 측면에 기반한 동적 과정으로 이해함으로써 리더십 효과성을 

위한 팔로워 고려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이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황적합이론(contingency theory)(Fiedler, 1964, 1967)도 팔로워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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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상황 요인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상황적 접근법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고려하는 내용이 상이하고 팔로워의 특성 외에도 과업구조와 지위권력 등의 

상황요인을 감안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상황 유형이 도출되는 이론이다. 또한 

상황적 접근에서의 팔로워가 일방적인 고려 요인이었다면, 본 이론에서는 리

더와 팔로워 간 관계의 호-불호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팔로워를 보다 상호적

인 관점에서 고려한 이론으로 볼 수 있다. 단, 본 이론은 리더십에 대한 절

대적 관점에서 탈피한 점과 실증적 지지(Peters, Hartke, & Pohlmann, 

1985; Strube & Garcia, 1981) 등에도 불구하고 리더와 상황 간의 적합을 

위한 리더십의 적응적 변화 보다는 상황적 요인의 변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리더 중심적 시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은 팔로워의 동기유발에 초점을 맞추었

다(Evans, 1970; House, 1971; House & Dessler, 1974). 즉, 팔로워의 수

행과 만족의 향상을 꾀하기 위한 동기유발에 중점을 두어 리더십을 연구하는 

관점이다. 본 이론에서 팔로워의 특성은 특정 업무상황에서 리더의 행동을 

지각하는데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친화욕구, 과업구조의 선

호, 통제위치, 과업능력에 대한 자기지각 수준 등의 다양한 팔로워 특성들이 

연구되어 왔다는 점(Northouse, 2013)에서 팔로워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려가 이루어진 이론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이론은 기대이론

(expectancy theory)의 원칙들을 리더십 이론에 통합시킴으로써 팔로워의 

과업 수행에 대한 믿음, 과업완수 시의 보상과 관련된 믿음, 선호하는 보상 

제공에 대한 믿음 등과 관련된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 리더가 팔로워를 적절

히 동기부여할 수 있는 리더십 유형을 모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본 

이론은 리더십 유형의 선정에 있어서 팔로워의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과정은 일방적으로 리더가 팔로워를 도와주는 방식

(helping leadership)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팔로워의 자율적 노력에 입각한 능력발휘를 저해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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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ouse, 2013).    

 
표 5. 주요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팔로워에 대한 고려 

리더십 연구 팔로워 고려 

상황적 접근
(situational 
approach) 

리더십을 팔로워의 발달적 측면에 기반한 동적인 과정으로 제
안. 팔로워의 발달수준을 팔로워의 과업과 관련된 능력과 몰입
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후 이러한 팔로워의 수준에 적합한 리
더십 행동을 제안 

상황적합이론
(contingency 

theory) 

팔로워의 특성, 과업구조, 지위권력 등의 상황요인을 감안한 리
더십 유형 제안. 상황적 접근 이론에서의 팔로워가 일방적인 고
려 요인이었다면, 상황적합이론은 팔로워를 보다 상호적인 관점
에서 고려 

경로-목표이론
(path-goal 

theory) 

팔로워의 수행과 만족의 향상을 꾀하기 위한 동기유발에 중점
을 두어 리더십 연구. 특정 업무상황에서 리더의 행동을 지각하
는데 향을 미치는 팔로워의 특성(친화욕구, 과업구조의 선호, 
통제위치, 과업능력에 대한 자기지각 수준 등)에 관심 

리더-구성원 교환
관계(LMX) 

이전의 리더십 연구들이 팔로워들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평균
적 리더십 유형을 추구하던 관점에서 탈피하여 리더와 각 팔로
워 간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관계에 초점 

카리스마 리더십
(charismatic 
leadership) 

팔로워의 자아개념(self-concept)이 리더와의 관계를 결정하
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 리더는 팔로워의 자아개념을 기반으
로 한 정체성의 차별적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팔로워의 몰입과 
의무를 초월한 수행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 

진정성 리더십
(authentic 
leadership)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이 팔로워의 자율성을 촉진하고, 
비통제적인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팔로워들 고유의 관
점과 부정적 피드백도 기꺼이 수용하는 기반을 강화하고 리더
와 팔로워 간의 상호적인 관계를 조성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 이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전의 리더

십 연구들이 팔로워들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평균적 리더십 유형을 추구하던 

관점에서 탈피하여 리더와 각 팔로워 간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Dansereau Jr, Graen & Haga, 1975). 초기의 연구가 주로 

리더와 팔로워 간의 개별적인 수직적 양자 관계(vertical dyadic linkage)에 

의한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차이 규명에 연구가 집중되었다면(Dansereau Jr 

et al., 1975), 이후 점차 성숙한 리더십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통한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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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의 도출을 위한 연구(Graen & Uhl-Bien, 1991)와, 리더-성원 교환

관계의 질과 조직 효과성 간의 관계의 규명(Gerstner & Day, 1997) 등으로 

연구의 초점이 변화하 다. 리더-성원 교환관계의 질이 좋을 때 리더와 팔

로워가 보다 평등한 관계를 보이고, 이들 간의 향과 통제관계도 보다 대등

한 균형상태를 보인다는(Schriesheim, Castro, Zhou, & Yammarino, 2001)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종업원의 경 참여가 증가하고 조직구조가 수평화, 분

산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강조되어야 할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리

더십 이론들이 리더, 팔로워, 혹은 상황을 이론의 중심에서 고려하고 있는 

반면 본 이론은 리더와 팔로워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유일한 

이론이며(Northouse, 2013), 이러한 관계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이 리더와 

팔로워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점 또한 최근 조직의 변화추세에 부응하는 특성

이라고 볼 수 있다.  

Howell와 Shamir(2005)는 카리스마1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

어서 리더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팔로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카리스마 리더십 하의 팔로워들은 집단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초월하고, 임

무를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리더가 강조하는 비전에 대해 일체감을 형

성하며, 리더에게 강한 애착을 형성하고, 리더의 가치와 목표를 내면화하며, 

그러한 가치와 목표에 대해 강하게 몰입한다(Bass, 1985; House & Shamir, 

1993; House, Spangler, & Woycke, 1991). 이들은 이처럼 다양한 팔로워

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카리스마 리더십 과정과 관련된 연구를 통

해 팔로워의 자아개념(self-concept)이 리더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팔로워의 자아개념 형성을 리더와의 동일시를 기

반으로 하는 ‘관계적 정체성(개인화된 관계)’과 소속집단과의 동일시를 기반

                                           
1 연구자들은 카리스마(charismatic), 영감적(inspirational),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 등이 지닌 이론적 중복과 실증분석 결과의 수렴 경향을 근거로 이들을 통칭

하여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명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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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집단적 정체성(사회화된 관계)’으로 구분하 다. 리더는 팔로워의 

자아개념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의 차별적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팔로워의 몰

입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고, 팔로워를 의무를 초월한 수행으로 유도

할 수 있다(Shamir, House, & Arthur, 1993). 이들의 제안은 카리스마 리

더십이 ‘개별적 배려’ 등의 명시적 요인을 통해 팔로워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에 있어서 리더와 팔로워 간의 카리스마적 관

계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는 팔로워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

에서(Howell & Shamir, 2005) 팔로워에게 초점을 맞춘 연구라는 의미가 있

다. 한편 Ehrhart와 Klein(2001)은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한 팔로워의 선호

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일한 리더십의 특성도 팔로워에 따라 장점으로 보기

도 하고, 반대로 단점으로 보기도 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연구자들은 실증분

석을 통해 카리스마 리더십을 포함한 몇 가지 리더십 유형에 대한 팔로워의 

선호도 차이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팔로워의 가치관과 성격이 유용한 변인임

을 제시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팔로워에 대한 고

려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진정성 리더십 

(Gardner, Avolio, & Walumbwa, 2005; Walumbwa et al., 2008)도 리더십 

과정에 있어서 팔로워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진정성 리더십은 자기인식, 

윤리성, 긍정성 등을 기반으로 한 팔로워와의 상호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Avolio & Luthans, 2006). 리더의 진정성은 팔로워의 자율성을 

촉진하고, 비통제적인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팔로워들 고유의 관점

과 부정적 피드백도 기꺼이 수용하고, 리더 자신은 물론 팔로워들로부터도 

진정성을 유도해내는(Sheldon, Davidson, & Pollard, 2004) 상호적인 과정

을 촉진한다. 리더와 팔로워 간의 수평적, 개방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상호

작용은 팔로워는 물론 리더의 잠재적 역량 개발도 촉진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와 구성원의 역량이 함께 성장하도록 이끄는 중요 기반이 된다(최준원, 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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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4). 이처럼 진정성 리더십은 리더의 일방적인 지시나 지원이 아닌 팔

로워와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전형적인 리더십 이론들

과 차별화된다. 팔로워를 고려한 리더십 이론들(Bass, 1998; Fiedler, 1964, 

1967; Graen & Uhl-Bien, 1995; Hersey & Blanchard, 1993)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진정성 리더십은 리더와 팔로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수평적

인 시각이 반 된 리더십 개념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는 진정성 리더

십연구가 본격화된 주요 계기가 2000년대 초반 엔론, 월드컴 등의 대형 회

계부정 사건 발생이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강한 윤리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투명한 관계와 균형적 정보처리를 지향하는 리더에 대한 

강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고(George, 2003; Petrick & Scherer, 2003; 

Walumbwa et al., 2008), 따라서 조직차원의 고려 하에 리더십을 견제할 수 

있는 팔로워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었다. 진정성 리더십은 리더와 

팔로워 간의 양질의 교환관계를 촉진함으로써, 이러한 양질의 관계가 상호 

간의 향과 통제관계를 보다 대등하고 균형 잡힌 양상으로(Schriesheim et 

al., 2001)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성 리더십에 있어서 팔로워는 리더와

의 상호성과 균형적 관계를 바탕으로 적절한 견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상 주요 리더십 이론에 있어서 팔로워에 대한 고려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았다. 각 이론 간에 팔로워에 대한 고려가 유사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연

구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팔로워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

성은 리더십 이론이 1940년대 이전 리더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연구로

부터 점차 리더의 행동, 리더십 상황, 리더의 역량 등을 강조하는 추세로 변

화해온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리더십 연구에서 팔로워가 차지

하는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많은 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팀 제도가 구성원 간의 수직적 관계보다는 공유된 가치

와 협조적, 적응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Kanawattanachai & Yoo, 

2002) 자율적,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점도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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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워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직구조의 수평화, 

분산화, 가상화 등의 추세로 인해 구성원들에게 많은 권한과 정보의 위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성원 간의 직접적, 대면적 접촉과 의사소통을 감소시키

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조직구조 변화추세는 조직 내 신뢰의 형성과 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Grabowski & Roberts, 1999).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통

적인 통제 기반의 리더십 보다는 리더와 팔로워 간의 양질의 관계를 기반으

로 한 신뢰형성(Bauer & Green, 1996)과 권한이양, 공정하고 투명한 처우

를 통한 팔로워의 리더에 대한 존중 유도(Laschinger & Finegan, 2005) 등

이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팔로워에 대한 고려는 리더십 효과성의 제고를 위한 주요 요

인 가운데 하나라는 관점에서 더 나아가 리더십 과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

심 요인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팔로워십과 리더십에 대한 통합적 고찰 

 

리더십 연구의 일환으로서 팔로워십을 고려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

는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해 통합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연구와 제안들이 

증가하고 있다(표 6). 팔로워십과 리더십은 분리될 수 없는 짝으로서 구축되

어 있다는 점(Lord & Maher, 1991)과 팔로워와 리더의 관계는 실수할 수 

있는 두 존재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Gabarro & Kotter, 1993)라는 점을 고

려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은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고 볼 수 있다.    

Hollander는 일찍이 리더와 팔로워가 동일선상의 양극단에 있는 개념이 

아님을 주장했다(Hollander & Webb, 1955). 또한 리더십을 일방적인 지시

가 아닌 리더와 팔로워 간의 양방향 향관계(사회적 교환 관계)를 포함한다

고 주장함으로써 팔로워를 획일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보던 전통적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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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탈피하고자 했다(Hollander & Julian, 1969). 이후 Hollander는 리더와 

팔로워는 사람에 대한 명칭이 아닌 역할과 과정에 대한 것이며, 따라서 리더

도 때로는 팔로워의 역할을 수행하며, 역으로 팔로워도 때로는 리더역할을 

수행한다고 제안했다(Hollander, 1974). 이러한 Hollander와 동료들의 연구

는 이후 적극적인 존재로서의 팔로워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선구적 기반이 

되었다. 또한 리더와 팔로워에 대한 분리적 관점의 한계를 제기함으로써 리

더십 일변도의 기존 연구 관행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팔로워십에 대한 관

점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균형적 고려로 나아가

기 위한 인식변화를 촉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6.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통합적 고려 관점  

연구자 팔로워 고려 

Hollander & 

Webb(1955) 외

역할과 과정에 대한 관점을 기반으로 리더와 팔로워가 동일선상

의 양극단에 있는 개념이 아님을 주장. 리더도 때로는 팔로워의 

역할을 수행하며, 역으로 팔로워도 때로는 리더역할을 수행 

Heller & Van 

Til(1982)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상호 연계된 개념으로서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해석될 수 없다고 제안 

Manz & Sims 

(2002) 외 

리더에게 필요한 수퍼리더십과 팔로워에게 필요한 셀프리더십을 

통합적인 틀 안에서 제안 

Bjugstad et al. 

(2006) 

상황적 접근 리더십(Blanchard, 1985; Blanchard et al., 1985; 

Hersey & Blanchard, 1969) 이론과 Kelley(1992)의 팔로워십 

모형을 접목시킨 통합모형 제안 

① 소외형 팔로워 - 참여형(participating) 리더십 

② 수동형 팔로워 - 설득형(selling) 리더십 

③ 순응형 팔로워 - 지시형(telling) 리더십 

④ 모범형 팔로워 - 위임형(delegating) 리더십 

Schwind(2009)

리더와 팔로워 간의 접한 연계 제시 

ᆞ효과적인 리더가 효과적인 팔로워를 만들고, 효과적인  

팔로워도 효과적인 리더를 만듬 

ᆞ리더도 특정 상황에 따라(보통 전문성에 따라) 팔로워가 됨 

ᆞ대부분의 리더도 다른 리더의 팔로워임 

 

Heller와 Van Til(1982)은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상호 연계된 개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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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해석될 수 없다고 제안했다. 또한 좋은 리더십이 

팔로워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좋은 팔로워십 역시 리더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고 언급함으로써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를 지시를 기반으로 한 주종 관계가 

아닌 상호성을 기반으로 한 호혜적 관계로 보았다. 리더와 팔로워의 상호성

에 대한 이들의 지지는 조직 구성원 모두가 리더 혹은 팔로워가 되고자 한다

면 리더십 혹은 팔로워십 개념은 있을 수 없다는 언급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

다. 한편 이들은 리더와 팔로워가 동등하다는 것이 이들간에 역할 차별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이들의 이러한 제안은 팔로워와 리

더가 별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경쟁적인 개념이 아닌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한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라는 Kelley(1992)의 제안과 유사한 관점

으로 볼 수 있다.  

Manz와 동료들은 최근의 환경변화로 인해 리더십이 더 이상 특별한 소수

에게 한정될 수 없다는 문제인식 하에 리더에게 필요한 수퍼리더십과 팔로워

에게 필요한 셀프리더십을 통합적인 틀 안에서 제안하 다(Manz, 1986; 

Manz & Sims, 2002; Neck & Manz, 2007). 최근 환경변화의 가속화, 조직

의 글로벌화, 구성원의 자율적/수평적 업무환경에 대한 선호 증가 등으로 팔

로워의 셀프리더십이 조직의 경쟁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들이 팔로워의 셀프리더십과 리더의 수퍼리더십을 접한 연계 하에 연구한 

것은 팔로워가 리더십 과정의 필수요인이라는 제안(Marion & Uhl-Bien, 

2001),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는 제안(Kellerman, 

2011), 리더와 팔로워가 사회적 범주 내에서 상호 간 관여에 의해 긴 히 

묶여있다는 제안(Reicher, Haslam, & Hopkins, 2005) 등과 유사하게 조직 

연구에 있어서 리더와 팔로워에 대한 균형적,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을 기반

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팔로워가 바람직한 행동과 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주도(self-direction)와 자발적 동기부여(self-

motivation)를 이끌어내기 위해 팔로워 스스로가 자신에게 향력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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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의미한다. 수퍼리더십은 팔로워들의 잠재능력과 최선의 역량을 이

끌어냄으로써 팔로워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다. 그런데 타인에게 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에게 향력

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셀프리더십은 리더 역할의 수행에도 필요하다(신용

국, 2009). 따라서 셀프리더십의 육성과정은 먼저 리더가 모범을  보이는 단

계(initial modeling)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어서 팔로워의 참여를 유도하고

(guided participation), 마지막으로 셀프리더십의 점진적 개발을 유도한다

(Manz & Neck, 1999). 셀프리더십이 장려되기 위해서는 독창성, 창의성, 책

임감, 차별성 등이 장려되고, 그러한 특성들이 조직에서 원하는 전형적인 본

보기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리더는 자신이 웅이 되기보다는 

웅을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수퍼리더십이 바로 그러한 리더십이다

(Manz & Sims, 2002). 수퍼리더십과 셀프리더십 개념은 경험적 연구의 부

족과 변별타당성에 대한 논란(Neck & Houghton, 2006) 등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소수 리더에 의한 조직운 의 한계, 조직구

조의 수평화로 인한 권한의 분산, 구성원의 경 참여 확대 및 자율성 등에 

대한 요구 증가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개념으로 평가되며,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한 통합적 관점 연구의 일환으로서 보다 큰 관심과 연구가 지

속되어야 할 것이다.   

Bjugstad, Thach, Thompson과 Morris(2006)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제안

된 리더십 모형과 팔로워십 모형을 통합하여 제안했다. 즉, 팔로워의 발달적 

상황을 고려한 효과적 리더십 유형들을 제안한 상황적 접근 리더십

(Blanchard, 1985; Blanchard et al., 1985; Hersey & Blanchard, 1969) 이

론과 Kelley(1992)의 팔로워십 모형을 접목시킨 통합모형을 제안했다. 이들

은 리더십 유형과 팔로워십 유형이 효과적으로 접목될 때 리더는 팔로워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고, 반면 약점은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안한 각 유형별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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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ng) 리더십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은 보유하고 있지만 참여 

수준이 떨어지는 소외형 팔로워와 접목될 때 보다 적극적인 팔로워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즉, 참여형 리더십은 팔로워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팔로워

의 의사결정을 용이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설득형(selling) 리더십은 과업지향 행동과 관계지향 행동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요구될 때 적합한 유형으로서, 지식과 격려가 모두 필요

한 수동적 팔로워 유형에게 적합하다. 지시형(telling) 리더십은 구체적 지시

와 수행에 대한 착관리에 초점을 두는 유형으로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

식은 갖추고 있지만 리더의 동기부여에 의존하는 순응적 팔로워 유형에게 적

합하다. 마지막으로 위임형(delegating) 리더십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자발적 동기부여가 모두 능숙한 모범적 팔로워 유형에게 적합하다. 이들의 

모형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제안된 두 모형을 단순히 접목시킨 것에 불과하다

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리더십 이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팔로워 요인을 감

안하고, 팔로워십 이론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론적 

제안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모형으로서 제안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Schwind(2009)는 팔로워십과 리더십의 관계를 몇 가지 이유에서 역설적

이라고 제시했다. 첫째, 효과적인 리더가 효과적인 팔로워를 만드는 동시에 

효과적인 팔로워도 효과적인 리더를 만든다. 둘째, 팔로워도 언젠가는 리더

가 될 것이고, 리더도 특정 상황에 따라(보통 전문성에 따라) 팔로워가 된다. 

셋째, 대부분의 리더도 다른 리더의 팔로워이다. 이러한 제안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리더와 팔로워가 역할을 기반으로 한 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

간에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로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팔로워와 리더의 이러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팔로워가 조

직의 중심에 위치한 리더의 궤도를 도는 형태가 아닌, 리더와 팔로워가 함께 

공동의 목적을 중심으로 궤도를 도는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Chale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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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p.13).  

 

기존 팔로워십 연구의 한계 

 

앞서 팔로워십을 강조한 연구,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팔로워십을 고려한 

연구, 팔로워십과 리더십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의 상이한 관점과 강조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이 제안한 팔로워십 역량과 리더십 역량은 상당 부분 중복된다. 팔로

워십과 리더십의 관계가 상호의존적(Gabarro & Kotter, 1993)이라는 점, 좋

은 팔로워가 되는 것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Litzinger & 

Schaefer, 1982)이라는 점, 리더와 팔로워는 분리될 수 없는 기능을 중심으

로 묶인 역할관계라는 점(Burns, 1978)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중복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팔로워십 연구의 활성

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즉, 리더십과 팔로워십 연구 간의 불균형 상황을 

고려할 때 팔로워십 고유의 연구 기반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과 차별화된 관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리더십에 중점을 둔 전통적

인 연구추세에 의해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팔로워십과 리더십 연구 

간 불균형의 완화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통합적 연구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팔로워십 고유의 연구기반이 빈약한 상황에서 저

변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으나, 향후 팔로워십 연

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리더십과의 차별화에 대한 보다 큰 관심

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수의 국내 팔로워십 연구가 Kelly(1992)의 이론과 모형을 기반으로 하

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아야 할 점이 있다. Kelley의 연구가 팔로워

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리더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닌 파트너로서 팔로워의 

존재를 부각시킨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형을 구축하면서 제안한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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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근본적인 한계점을 추정할 수 있다. 모범적(혹은 효과적) 팔로워는 독

립적/비판적 사고와 주도적/적극적 참여 수준이 모두 높은 유형으로서 이상

적인 측면에서 볼 때 Kelley가 주장한대로 대부분의 조직에서 원하는 유형

의 팔로워일 수 있다. 하지만 조직의 문화와 풍토, 리더의 성향, 과업의 특성, 

개별 구성원의 능력 개발 수준 등에 따라 동일한 팔로워십 유형도 상이한 결

과를 야기할 수 있다. 팔로워십 역할이 지닌 특성 상 리더십 대비 위계적, 

환경적 특성의 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조직과 관련된 맥락

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상태에서 ‘모범적’ 혹은 ‘효과적’ 이라는 명칭

을 부여한 것은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조직을 주요 초점으로 했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 Kelley(1992)의 척도를 활용해 팔로워십 

유형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구옥희, 최옥순, 

2000; 박선숙, 1996; 신은숙, 2004; 오대현, 1997)을 살펴보면 각 연구 고

유의 공헌과 시사점 도출에도 불구하고 실증분석 결과 간의 일관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본 척도의 활용에 있어서 잠재적인 보완점들을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elley가 팔로워십을 연구하고 모형을 제안했을 당시인 1980년

대~1990년대 초반은 팔로워십 연구가 극도로 침체된 시기 다. 따라서 조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거나 보다 세분화된 팔로워십 모형을 도출하기 보다는 

팔로워십 연구 활성화의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간결하고 직관적인 

모형의 필요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Kelley의 모형은 팔로워십 유

형화의 대표적인 전형으로 받아들이되 현 시점의 연구는 최근의 조직환경 변

화와 연구 대상 조직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보완적 유형

화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즉, 향후에는 기존 모형의 단순 활용에서 벗어

나 리더십과의 관계, 과업특성, 조직문화 등 팔로워십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잠재적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들

이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정량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역량과 모형의 제안이 부족한 것도 기존 팔로



44 

워십 연구의 한계 가운데 하나이다. 역설적으로 기존 척도의 활용에 치중한 

국내연구의 경우 정량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고유의 관점과 이론을 제기한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최근 다양한 관점의 정

성적 연구들(이혜원, 홍아정, 2009; Carsten et al., 2010; Collinson, 2006)

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연구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들을 검증하고 모형화 

하는 등의 정량적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목적 

 

Kelley(1992)의 척도를 국내 기반 조직에 적용해 수행된 다수의 연구에

서 Kelley가 제안한 팔로워십 유형대로 표본이 적절히 분류되지 않아 많은 

연구가 유형의 일부를 제외 또는 통합하거나, 유형분류 기준을 조정한 후 검

증이 진행되었다(고성희, 2012; 박주성, 2009; 배미애, 2003). 또한 

Kelley(1992)가 제시한 팔로워십 유형을 주요 리더십과 결합하여 결합 유

형별 효과성의 차이를 검증한 다수의 연구들(고성희, 2012; 원현숙, 1998; 

이홍희, 2002; 정재근, 2013; 최창옥, 1999)에 있어서 주요 가설이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검증 결과의 연구 간 일관성도 높지 않았다. 이러한 문

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Kelley의 모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고

려되어야 할 변인들을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기반 

조직과 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유의 팔로워십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팔로워십 연구를 주도해 온 미국과 다른 국내 조직과 구성원들의 특성

이 반 된 고유의 팔로워십 역량 규명이 팔로워십 연구 전반의 활성화를 위

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구성원을 기반으로 

한 고유의 팔로워십 척도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Kelley(1992)의 척도가 팔로워의 유형화를 통해 전형적인 기업에서 모범



45 

이 되는 효과적인 팔로워의 자질을 강조한 반면, 본 연구는 국내 기반 조직 

구성원의 특성 반 과 리더십 역량과의 차별화에 중점을 둔 팔로워십 역량 

규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내 조직들의 개별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으로 Kelley 척도의 기반이 된 미국 조직에 비해 구성원의 독립성 보다는 

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성을 중시하고, 독특함 보다는 순응을 중요시하며, 개

인의 독특한 정체성 보다는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중시하는 등의 집

단주의적 문화(Goncalo & Staw, 2006)가 더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

내 조직에 재직중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척도개발은 국내의 전반적인 팔

로워십 연구의 활성화와 더불어 기존 척도에서 간과되었던 팔로워십 측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과정에 

있어서 리더십과의 변별성을 고려함으로써 팔로워십의 독자적 연구 역 확대

를 위한 기반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리더십과의 변별성을 확

보함으로써 팔로워십 연구가 리더십 연구에 압도되거나 종속되지 않고, 조직

연구에 있어서 리더십과 함께 균형적, 통합적으로 고려되는 방향으로 나아가

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실증연구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의 연구로 구

성되어 있다. 첫 번째 연구는 팔로워십 척도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로서 표적

집단면접법과 델파이법을 통해 척도 개발에 투입될 핵심 팔로워십 역량을 선

정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 다. 두 번째는 예비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역량들을 근간으로 팔로워십 척도를 개발한 후 측정동일성과 타당화 검

증을 시행했다. 세 번째 연구는 개발된 팔로워십 척도가 경력성공과 수행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각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팔로워십 역량 규명과 척도개발을 위해 국내 기업에 10년 이상 재직

중인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진

행했다. 최근 국내의 팔로워십 연구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관점을 제안한 주요 팔로워십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을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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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조직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조직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들이 경시되거나 간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

라서 국내 기업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팔로워십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유도함으로써 문헌연구에서 경시되거나 간과되어 

온 팔로워십 역량들을 탐색하고, 더불어 후속연구의 전반적인 설계에 참조할 

수 있는 정성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하 다.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내용과 주요 팔로

워십 연구들이 제안한 역량들을 대상으로 팔로워십 역량으로서의 중요성을 

평가하 다.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실무 및 학문 분야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

한 후 델파이법(Delphi Method)을 통해 이루어졌다. 패널 상호간의 대면접

촉이 배제된 완벽한 익명성 하에서 의견취합이 이루어지는 연구방법의 특성 

상 의견수렴을 위해 반복 측정이 이루어졌다. 최종 평가를 기준으로 높은 수

준의 중요성이 나타난 핵심 팔로워십 역량들을 선정하여, 이후 진행된 척도

개발 연구에 투입하 다.  

세 번째 단계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성적 연구를 통해 확정된 

핵심 팔로워십 역량들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 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된 표본을 무선적으로 두 개의 표본

으로 구분한 후, 첫 번째 표본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팔로

워십의 요인구조를 분석하 다. 이어서, 두 번째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구조의 모형적합

도를 검증함으로써 팔로워십의 요인구조를 확정하 다.  

네 번째 단계는, 요인분석에 투입된 두 표본을 대상으로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측정동일성 검증과 잠재평균 분석을 통해 척도의 교차타당성을 확인하

다. 이어서 척도의 측정변수들이 팔로워십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

증하기 위해 구성타당도 검증을 실시했다. 구성타당도 검증은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법칙타당도, 증분타당도 등의 절차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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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연구는 타당화가 완료된 팔로워십 척도가 경력성공과 수행에 미치

는 향을 검증하 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고유의 팔로워십 역량, 혹은 팔로

워십 모형에 대한 제안은 있었지만(김희봉, 2013; 김희봉, 송 수, 2011; 박

민생, 장 철, 2010), 고유의 팔로워십 개념을 활용해 구성원의 성과에 미치

는 효과의 검증까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

구는 개발된 팔로워십 척도가 구성원들이 조직생활을 통해 추구하는 핵심적

인 기대로서의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경력성공은 전형적으

로 객관적 경력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

시성이 높은(Stebbins, 1970) 객관적 경력성공과 경력과정에 대한 자각을 

반 하는(Barley, 1989) 주관적 경력성공 간의 차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

들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이 이루어졌다. 한편, 경력성공이 구성원 입장에서 

추구하는 본원적 목표라면, 수행은 조직 차원에서 구성원들에게 부여하고 기

대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행을 준거변인으로 

한 분석을 통해 조직 관점의 본원적 기대에 대한 팔로워십의 유의한 기여 여

부도 검증하 다. 수행에 대한 검증은 성과에 대한 직접적 기여를 반 하는 

과업수행과, 조직 차원의 고려 하에 사회, 심리적 맥락을 조성함으로써 간접

적으로 성과에 기여하는 맥락수행(Borman & Motowidlo, 1993; Borman & 

Motowidlo, 1997) 각각에 대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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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팔로워십 척도 개발 예비 연구 

 

연구 1은 본격적인 척도개발 연구에 앞서 탐색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1-1은 미국 중심의 문헌연구 결과를 국내 기업 대상 연구에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국내 조직의 특성이 반 이 팔로워십 역량을 탐색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 1-2에서는 문헌연구와 연구 1-1을 통해 

도출된 팔로워십 역량들을 이론적,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한 후, 전문

가 패널을 대상으로 각 역량의 중요성을 측정하 다. 측정 결과 높은 평가를 

받은 역량들을 척도개발을 위한 후속연구에 투입할 주요 팔로워십 역량으로 

선정하 다. 

 

연구 1-1. 국내 조직 구성원의 팔로워십 인식 연구 

 

본격적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분석에 앞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다음과 같이 예비 연구를 진행했다.  

 

 

방  법 

 

팔로워십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한 연구의 첫 단계로서 표적집단면접을 

시행했다. 집단면접법의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적용은 Bogardus(1926)가 

사회적 거리 척도를 연구했던 19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Frey & 

Fontana, 1991). 집단면접은 이후 대중매체 연구, 군대의 관리 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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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딜러의 직무만족 연구, 브랜드 연구, 광고 연구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유용하게 적용되어 왔다(한국언론연구원, 1993; Bogardus, 1926; 

Frey & Carns, 1988; Merton, Fiske, & Kendall, 1956; Thompson & 

Demerath, 1952). 집단면접은 적은 예산과 비교적 짧은 시간을 활용해 관

심 주제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대규모의 본격적인 연구조사에 앞서 탐색적인 연구 목적으로 많

이 활용되고 있다(Frey & Fontana, 1991). 표적집단면접은 구체적이고 정

형화된 공식적 형태의 면접도 가능하지만, 연구자가 관심주제에 대한 참여자

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자극하는 비공식적인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이경근, 

1995). 특히, 구조화된 설문지와 달리 연구자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사실

의 파악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도출을 유도할 수 있고, 일대일 면접과 달리 

다른 참가자들의 의견을 통해 새로운 생각이 도출되고, 기 도출된 아이디어

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결합해 또 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연쇄작용을 유도

할 수 있다는 점(Gordon, 1994)에서 탐색적인 목적의 본 연구에 적절히 부

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집단면접의 목적은 탐색적(exploratory), 

사전조사적(pretest), 다각적(triangulation) 2 , 현상학적(phenomenological) 3 

등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Frey & Fontana, 1991), 본 연구의 경우 

본격적인 척도개발에 앞서 국내 조직 구성원들의 팔로워십에 대한 인식을 사

전 조사적,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팔로워십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학자들이 주도해 온 가운데 

국내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팔로워십 연구들은 직/간접으로 Kelley(1988)와 

Kelley(1992)의 팔로워십 척도와 모형을 응용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서구에서 주도해

                                           
2 보다 큰 자료 기반, 자료의 추가적인 해석, 방법론적 엄격함 등을 추구함으로써 연

구의 타당성 향상을 추구하는 것 
3 개인 수준 너머의 의미, 다층적 의미 등을 파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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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팔로워십 연구와는 다른 관점과 아이디어들을 탐색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일련의 후속 연구에 기존의 국내 연구들이 크게 관

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국내 조직 구성원의 특성이 추가적으로 고려된 팔로워

십 연구를 진행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연구대상 

 

면접은 기업체 근무경력이 10년 이상 된 중간관리자(과장~차장) 5명을 대

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경력의 대상자를 선정한 이유는 중간관리자의 직

위적 특성 상 리더의 관점에서 팔로워십 역량에 대한 의견제시가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장급 이상의 고위직을 대상으로는 본인도 팔로워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내 어떤 계층 보다도 활발하고 다양

한 시각의 의견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면접 대상자의 주

요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8과 같다.  

 

표 8. 표적집단면접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연령 직급 직장 경력 관리자 경력 

남 3명 30대 2명 과장 3명 10~15년 4명 `5년 미만 2명 

여 2명 40대 3명 차장 2명 16년 이상 1명 5년 이상 3명 

 

연구방법 

 

집단면접은 연구자의 사회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토론이 

시작되기에 앞서 본 면접의 목적이 토론의 주제에 대해 제시되는 의견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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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를 가리려는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즉, 본격적인 팔로워십 척도개발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에 앞서 참여자

들이 실제 조직 현장에서 팔로워십에 대해 생각하고 체험해 온 다양한 경험

들을 청취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 다. 따라서 상호 간의 의견을 보완하거

나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피드백은 권장하나, 지나치게 비

판적인 태도와 의견은 삼갈 것을 당부하 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구자는 반 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방식을 사용하 다. 또한 사전에 준비한 질문의 제시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토론이 전개되어 가는 상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논의를 이끌었고, 주

제 제시 이후 토론 도중의 개입을 최소화 하 다. 이러한 비지시적이고 다소 

수동적인 진행방식은 적극적이고 통제적인 방식 대비 비구조적인 질문을 통

한 탐색적, 현상학적 목적에 보다 적합하다는(Frey & Fontana, 1991) 점에

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 다. 면접에 사용된 주요 질문

은 표 9와 같다. 

 

표 9. 표적집단면접에 적용된 질문 

번호 질 문 내 용 

1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모두 포함하여 기억에 남는 팔로워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행동, 태도, 일화 때문에 기억에 남는가? 

2 일반적으로 팔로워에게 필요한 주요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팔로워로서 주의하거나 삼가해야 할 행동과 태도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4 본인이 팔로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중점을 두는 자질, 역량, 태도 등은 

무엇인가? 그러한 자질, 역량, 태도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5 팔로워로서 본인이 추구하는 역할이 리더로 인해 향을 받은 경험과, 

역으로 리더로서 부하를 본인이 원하는 팔로워 유형으로 이끌기 위해 

향력을 발휘해 본 경험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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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표적집단면접이 본질적으로 지닌 탐색적 성격과 면접을 통해 도출된 내용

의 심도를 고려할 때 면접내용의 정리와 분석에 있어서 복잡한 코딩 및 해석

절차 등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았다. 다만, 언급된 팔로워 역량 가운데 중의

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조직심리학 분야의 박사 1명과 박사과정 

2명과의 반복적인 조율을 통해 확정하 다.  

인터뷰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되었다. 먼저, 1번~4번 질문은 

팔로워십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간과되었거나 소홀히 다루어진 역량의 도출

을 유도하기 위해 조금씩 상이한 맥락을 제시하는 가운데 팔로워의 다양한 

자질, 속성, 태도, 특성 등이 도출되도록 유도했다. 팔로워십에 대한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적 환경 하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국내의 

팔로워십 연구들이 대부분 고유의 팔로워십 규명 보다는 기 제시된 팔로워십 

이론과 모형의 응용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본격적인 팔로워십 척

도 개발에 앞서 국내 기업의 조직 환경 하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

될 수 있는 잠재적 역량들이 척도개발을 위한 검토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고 

최대한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맥락을 기반으로 한 제안과 토론이 이

루어지도록 하 다.  

5번 질문은 리더십이 팔로워의 수행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위해 제시

되었다. 조직의 성과는 리더와 팔로워 간의 긴 한 상호교환적 특성을 기반

으로 한다는(Graen & Cashman, 1975) 점에서 참여자들이 팔로워 입장에서 

리더로부터 향을 받은 경험과, 역으로 본인이 리더로서 팔로워들에게 향

을 미치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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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주요 팔로워십 역량 

 

집단면접 중에 언급된 팔로워의 역량과 횟수는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4가지 유형의 질문이 주어지므로 각 자질 당 언급 횟수는 참여자 별로 최대 

4회로 한정하여 계산하 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특정 역량이 두 번 이상 

언급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제시된 역량과 관련된 경험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부연설명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 다. 언급된 역량 가운데 5회 이상 언급된 것은 

책임감, 의사소통, 신뢰, 성실성, 예의/품행, 독립/비판적 사고와 의견, 적극성

/주도성 등의 총 7가지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언급된 역량은 책임감으로 나타났다. 책임감은 다수의 선행 연

구(Carsten et al., 2010; Chaleff, 1995; Meilinger, 2001)에서 중요한 팔로

워십 역량으로 제안된 바 있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와 조사에

서도 책임감은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김희봉 

(2013)의 연구에서 12개 유형의 주요 팔로워십 역량 가운데 책임감이 두 

번째로 중요한 역량으로 나타난 바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언급을 보인 의사

소통 능력도 선행 연구(Carsten et al., 2010; Hurwitz & Hurwitz, 2009; 

Potter et al., 1996)에서 언급되어 온 역량 가운데 하나이다.  세 번째로 많

은 언급을 보인 항목은 신뢰로 나타났다. 최근 조직의 유연화, 분산화로 인

해 구성원들에게 많은 권한과 정보의 위임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직의 질서를 

보장해줄 조직과 구성원 간의 신뢰, 그리고 업무 협조 등의 수평적 협력을 

가능케 해줄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Cohen & 

Prusak, 2001). 신뢰가 이처럼 많이 언급된 것은 조직 현장에 몸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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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들도 이러한 조직환경의 변화추세 하에서 상사 및 부하들과 상호작용

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뢰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이 반 된 

결과로 보인다. 

집단면접을 시행한 핵심적인 목적이 기존에 제안되어 온 역량의 재확인 보

다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거나 경시되어 온 항목이 도출될 경우 후속연구에 

반 하고자 함이었다. 면접을 통해 언급된 역량들 가운데 성실성(5회), 예의

/품행(5회), 양보/희생/온정(3회) 등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된다. 성실성의 경우 서구의 문헌에서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드문 반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김희봉 (2013)의 연구에서는 팔로워에

게 필요한 39개 세부역량 가운데 8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의/품

행은 언급 횟수도 많았지만 5명의 참여자 모두가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되는 

항목이다. 선행 연구에서 조직과 상사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서의 ‘에티켓’이 

제안되기도 했지만(Hurwitz & Hurwitz, 2009), 예의/품행은 동양적, 한국적 

정서가 강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의 리더십 이론이 리

더와 구성원 간의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Gardner, Avolio, & 

Walumbwa, 2005; Walumbwa et al., 2008), 경 참여에 대한 구성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이주희, 2005)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수평적 조직

구조의 확산과 열린 의사소통을 추진하는 등 과거의 위계적, 지시적인 조직

문화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구성원들은 예의 바른 태도를 여전히 조직구성원이 지녀야 할 중요 

자질로서 여기고 있다는(이데일리, 2013) 점과 일맥상통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양보/희생/온정은 선행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자질이다. 이러한 자질

들은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 협력(cooperative, collaborative)(Agho, 2009; 

Chaleff, 1995)과 일부 공유하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면접내용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협력 개념 보다는 정서적인 개입이 강

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개념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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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팔로워들이 많아지면 팀웍이 약해지고, 어려운 일을 맡은 사람

의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서로 챙겨주고 양보하려는 온정적 분위기도 

약해지는 것 같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개울물을 흐리게 한다는 말

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다.”(참여자 A) 

 

“그리고 때로는 양보할 줄 아는 아량과 미덕이 필요하다. 능력이 아무

리 좋아도 안하무인인 사람은 결국은 외톨이가 될 것이다.”(참여자 C) 

 

“나는 죽어도 희생 안 하겠다는 태도도 삼가야 한다. 동료의 경조사, 

긴급업무 지시 등으로 뜻하지 않게 추가 업무를 맡거나 야근을 하거

나 휴일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내 일은 다 했는데요’ 식의 태

도를 보이는 팔로워는 인간적으로 정이 안 간다.”(참여자 E) 

 

규범준수와 끈기/인내는 각각 한 번씩 언급되는데 그쳤고, 선행 연구들에 

있어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 한 항목이지만, 국내 기업의 특성이 적절히 반

된 자질로 볼 수 있다. 규범준수는 아시아가 미국 대비 규범에 대한 순응을 

더 중시하고(Bond & Smith, 1996), 집단주의가 개인주의 대비 상대적으로 

집단의 규범이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향이 더 크다는(황창연, 

2003) 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끈기/인내는 국내의 

선행 연구(김희봉, 2013)에서는 열정의 하위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성실성, 

몰입 등과도 유사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를 통해 타 역량들과의 통합 여부가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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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팔로워 주요 역량 

 참여자 
A 

참여자 
B 

참여자 
C 

참여자 
D 

참여자 
E 

총 언급  
회수 

책임감  ■■■  ■■■ ■■ 8 

의사소통 ■■  ■ ■■ ■■ 7 

신뢰 ■ ■■ ■ ■ ■ 6 

성실성 ■ ■■ ■ ■ ■ 5 

예의/품행 ■ ■  ■ ■ 5 

독립/비판적 
사고와 의견 

■ ■  ■■ ■ 5 

적극성/주도성  ■■ ■ ■ ■ 5 

충성/상사지지 ■ ■  ■ ■ 4 

양보/희생 ■  ■  ■ 3 

업무능력 ■ ■  ■  3 

정직/진실  ■■   ■ 3 

자기관리    ■■  2 

윤리  ■ ■   2 

규범준수   ■   1 

업무의욕 ■     1 

끈기/인내    ■  1 

창의성    ■  1 

협력 ■     1 

몰입     ■ 1 
 

 

팔로워에 대한 리더십의 향 

 

본격적인 팔로워십 연구에 앞서 리더십이 조직 현장에서 팔로워에게 어떻

게 향을 미치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결과를 표 11과 같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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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참여자 다섯 명 가운데 네 명이 리더로 인해 본인이 당초 지니고 있

던 팔로워로서의 태도와 행동 등이 향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언급된 내용이 모두 부정적인 경험이었다는 것이

다.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인 면접이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두

고 조직 전반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구성원의 부정적인 기

분이 이직의도의 증가(George, 1989), 결근의 증가(Pelled & Xin, 1999) 

등 구성원의 부정적 태도와 행동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

분이다. 반면, 참여자들이 리더로서 팔로워들에게 향을 미치는 방법은 매

우 긍정적인 응답을 보 다. 이러한 대조적인 응답경향은 집단으로 면접이 

이루어짐에 따라 나타난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Grimm, 2010)의 결

과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편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론적, 실증적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 다수 언급되었다. 참여자 B가 언급한 

‘비전 제시’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이론적, 실무적인 역 모두에 걸쳐 각광

받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Bass, 1998; Burns, 1978; Podsakoff, 

MacKenzie, Moorman, & Fetter, 1990)의 주요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참

여자 C가 활용하고 있는 ‘진솔한 의사소통’은 구성원과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관계와 수평적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진정성 리더십(Gardner, Avolio, & 

Walumbwa, 2005; Walumbwa et al., 2008)의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참여

자 E가 활용하고 있는 ‘성과 실명제’의 경우 리더가 내면화된 도덕적 관점을 

기반으로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팔로워를 동기부여 하는

(Walumbwa et al., 2008) 진정성 리더십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칭찬은 두 명의 참여자가 언급하 는데 세부적인 방법과 취지에 있어서

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참여자 A의 경우 칭찬을 통한 자신감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언급을 통해 자기효능감(Bandura, 1997) 제고 효과를 추

정할 수 있다. 참여자 D의 경우 자신보다 더 높은 직위의 리더에게 팔로워를 

칭찬하는 우회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보다 더 강한 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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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Rahim, Antonioni, & Psenicka, 2001)을 보유한 차 상위자를 통해 칭찬

의 효과가 증폭되어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간관리자로서 리더십과 팔

로워십 역할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표 11. 팔로워에 대한 리더십의 향 

 리더로부터 향을 받은 경험 리더로서 향력을 행사하는 방법 

참여자 
A 

■ 리더가 선호하는 업무 태도 수용 

·과묵/진중 → 과시적/외향적 태도 

■ 격려와 칭찬에 의한 동기부여 

 

참여자 
B 

■ 지시적 리더로 인한 향 

·독립/비판적 의견 → 의견 제시 자제 

 

■ 비전 제시 

·비전 부재로 인한 퇴사 다수 목격 

·보상에 의한 리더십의 한계 절감 

참여자 
C 

 

■ 진솔한 의사소통 

·정보 독과점을 통한 리더의 권위 
유지는 점차 불가 

참여자 
D 

■ 독재적 리더로 인한 향 

·수동적, 수용적 업무 태도로 대응 

 

■ 칭찬 

·차 상위 리더에게 팔로워를 칭찬 
하는 우회적 방법 

참여자 
E 

■ 성과를 가로채는 비 양심적 리더 

·업무에 대한 열정 감소 

·리더에 대한 불신 심화 

■ 성과 실명제 

·협업에 의한 성과에 대해 세부  
역별 담당자 명기로 동기부여 

 

 

논  의 

 

본 집단면접이 짧은 시간 동안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역량들은 물론 한국 기업 고유의 특성이 

반 된 역량들도 도출됨으로써 차후 본격적인 연구의 진행에 앞서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60 

 

Kelley 제안의 유효성 확인 

 

가장 대표적인 팔로워십 연구 가운데 하나이고, 팔로워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관심을 촉발시킨 계기가 된 연구이며, 국내의 팔로워십 연구에서 가

장 많이 인용 및 활용되고 있는 연구가 Kelley(1992)의 연구이다. Kelley가 

팔로워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행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팔로워를 구분하는 2

가지 핵심 차원으로 제안한 ‘독립적/비판적 사고’와 ‘주도적/적극적 관여’ 가 

본 면접 과정에서 각각 5회씩 언급되는 높은 빈도를 보 다. Kelley가 이러

한 두 가지 측면의 보유수준에 따라 제안한 팔로워의 유형별 비중이 다수의 

국내 연구에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다수의 연구들(김경섭, 2005; 

박종훈, 박경아, 2001; 유철종, 2001)이 팔로워의 분류를 간소화하여 적용하

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척도의 국내 조직 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실무적 

유용성에 대한 일부 의문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형을 구성하는 두 가지 차원 자체는 한국 기업의 구성원들에게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헌연구 결과의 유효성 확인 

 

면접을 통해 도출된 역량들 가운데 상당수가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것들이

라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내의 조직 환경을 고

려한 고유의 팔로워십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서구의 학자들이 주도하여 

제안한 팔로워 역량들을 주요 기반으로 하여 팔로워십 척도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지지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집단면접을 통해 가장 많이 언급된 책임감의 경우 Carsten 등(201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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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중요 자질로 제시된 바 있고, 국내 기업에서도 

구성원의 핵심적인 자질로 평가하고 있다. 잡코리아가 국내 우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인재상 조사에서 책임감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

지한 바 있다(파이낸셜뉴스, 2013. 4. 6).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00

대기업(매출액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재상에서는 책임감과 유사한 특성

을 지닌 주인의식이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에 하나로 선정되었다(파이낸셜뉴

스, 2013. 7. 16). 

두 번째로 많이 제시된 의사소통 능력의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다수의 선

행 연구에서 주요 자질로서 언급되어 온 반면, 국내 연구(김희봉, 2013)에서

는 전체 역량의 평균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었다. 집단면접이 지닌 탐색적, 

정성적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차이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국내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된 조사에서 소통능력이 기업에서 중

시하는 자질로서 급부상한(메트로, 2014) 점을 감안할 때, 본 면접에서 의사

소통 능력이 높은 언급 횟수를 보인 것은 최근 한국 기업의 변화방향이 적절

히 반 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최근 환경변화의 불확실성과 가속

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전통적인 위계적, 기능적 구조에서 점차 

수평적인 관계와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중시되는 조직구조로의 전환을 추진

하고 있는(Cummings & Worley, 2009)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국내 기업 구성원의 특성이 반 된 역량 확인 

 

Brown과 Thornborrow(1996)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팔로워십 

연구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미국인이 미국적 관점에

서 수행한 연구가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문헌연구를 통해 주요 선행 

연구들이 제시한 팔로워십 역량들을 파악하 으나, 본격적인 팔로워십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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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앞서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구성원

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역량의 도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 박

민생과 장 철(2010)이 국내의 팔로워십 연구가 주로 Kelley(1992)의 모

형 활용에 머물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팔로워십 유형화를 

시도하 고, 김희봉(2013)이 팔로워의 역량개발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한 연

구의 일환으로 관련 부문의 전문가들을 통해 팔로워의 주요 역량을 도출하는 

등 고유의 팔로워십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전반적으로 고유의 팔로워십 

척도나 모형을 제안한 국내연구가 드문 상황을 감안하여 탐색적인 연구를 추

진하 고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집단면접을 통해 제시된 팔로워십 역량 가운데 성실성, 예의/품행, 양보/희

생/온정, 규범준수, 끈기/인내 등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특성들이지만 국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 고려되어

야 할 요인으로 판단하 다. 특히, 성실성의 경우 서구 중심의 팔로워십 연

구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국내 우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인재상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을(파이낸셜뉴스, 2013. 4. 6) 

정도로 국내 기업의 경우 성실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성실

성을 비롯해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부각된 역량들과 기존의 주요 역량들을 

대상으로 팔로워십 역량으로서의 중요성을 후속연구를 통해 검토하 다 .  

 

팔로워십과 리더십의 역할 기반 활용 확인 

 

Burns(1978)가 리더십 연구에서 팔로워십을 분리한 것은 큰 실수라고 지

적한 바에서 나타나듯이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서로 접한 관계 하에서 작동

하고 있다. 대부분의 관리자가 리더이자 팔로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Kelley, 1988) 역시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한 분리된 접근의 한계를 지적

하고 있다. 팔로워십과 리더십에 대한 이러한 최근 관점은 리더십에 대한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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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추종에서 벗어나 리더와 팔로워가 공동으로 리더십을 창출하고 개발하

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행동, 혹은 과정으로서 이해되고 있다(Gardner, 

Avolio, Luthans, May, & Walumbwa, 2005). 

면접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참여자가 리더로부터 받은 향과, 역으로 참

여자가 리더로서 팔로워에게 향을 미치는 방식에 있어서 대조를 보 다. 

리더로부터 향을 받았던 경험이 대체로 부정적인 내용이었던 반면, 자신이 

팔로워에게 향력을 행사했던 방식은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리더로서 활용하는 전략에 대한 응답이 자기고양 편파(Brown, 

1986; Taylor, 1989) 혹은 사회적 바람직성 편파(Grimm, 2010)의 향을 

받았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활용하고 있는 비전 제시, 진솔한 의사

소통, 윤리성을 바탕으로 한 성과실명제, 칭찬을 통한 자기효능감 촉진, 차 

상위 리더의 직위권력을 활용한 칭찬 효과의 증대 등은 이론적 관점에서도 

상당한 근거가 있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팔로워십 연구에 있어서 리더십에 대

한 통합적 고찰의 필요성을 지지한다.   

특히, 언급된 내용 가운데 중간관리자가 팔로워의 업무성과에 대해 자신보

다 더 강한 권력을 지닌 차상위 리더를 활용해 팔로워에 대한 보상을 증폭시

키는 전략은 팔로워십과 리더십의 통합적 고려에 있어서 리더와 팔로워 간의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인이 팔로워십과 리더십을 통합적으로 구현

하는 모습을 반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업무의 수행과정에 있어서 리

더와 팔로워 간의 대인간 상호작용도 중요하지만, 상호작용 상황에 따른 상

대적 역할을 근간으로 구성원 개인이 내적으로 리더십과 팔로워십 역량을 탄

력적으로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성원에 대한 업무평가

(역량평가)가 원칙적으로 피평가자의 팔로워십과 리더십 역량을 통합적으로 

반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성원이 상호작용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역할

에 대한 고려 하에 탄력적으로 팔로워십과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우

수한 평가의 근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조직의 최고경 자와 사원급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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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팔로워십과 리더십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수행의 성과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팔로워십과 

리더십에 대한 통합적 고찰은 전형적인 대인 간 통합적 고려 외에 구성원 개

인 내의 두 역량에 대한 통합적 고려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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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2. 팔로워십 역량 분류 및 중요도 평가 

 

방  법 

 

본 연구는 델파이법(Delphi Method)을 통해 진행되었다. 델파이법은 미국

의 랜드(Rand) 연구소에서 기술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개발한 방법으로

서 이후 과학 및 기술 예측, 공공 정책 수립, 사업 전망, 군사, 교육 등의 다

양한 분야로 적용 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Wikipedia, 2014). 델

파이법은 연구 대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피험자 간의 물리적인 대면

을 배제한 상태에서 의견을 취합함으로써 참여자 간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진실이 담긴 논의를 촉진할 수 있다(정희숙, 백명진, 김재범, 2011). 델파이

법의 전통적인 진행방법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해당 문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지를 우송하여 일련의 집중적인 질문을 하

는 것이다. 매 회마다 설문에 대한 반응을 수집, 요약하여 피드백을 제공함

으로써 참여자들이 반복적인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피드백을 참조하여 자신의 

견해나 평정을 수정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참여자들은 본인의 과거 응답

이 타 참여자들에게 노출되지 않음에 따라 반복적인 응답 과정에서 과거의 

의사결정을 수정하는데 따르는 자존감의 하락 혹은 정치적 위험의 증가가 없

으므로 피드백을 포함한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팔로워십이 조직 분야의 연구자 

혹은 조직에서 오랜 기간 재직중인 관리자들에게도 결코 익숙한 주제가 아니

므로 의견제시나 조정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서 델파이법

이 지닌 이러한 특징들은 참여자들의 진실된 의견을 도출하는데 적절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 하에 진행되었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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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주요 팔로워십 역량들을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분류한 후, 전문가 패널

의 의견을 반 하여 검증 및 조정하 다. 둘째, 분류된 역량들에 대해 전문

가 패널이 팔로워십 역량으로서의 중요성을 반복하여 평가한 후, 최종 평가

를 근거로 팔로워십 척도 개발을 위해 투입할 핵심 역량을 확정하 다.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기업체 근무경력이 15년 이상 된 관리자(차장~임원) 6명이 

참여하 다. 또한 조직심리학을 전공하는 동료 연구원 4명이 학문적 관점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 다. 풍부한 조직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들을 대상으

로 하여 모집된 참여자들이 실무적인 관점과 경험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학문적인 관점과 고려는 부족할 수 있기에 학문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연구

자들의 의견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실무적 관점과 학문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동료 연구자들은 박사 1명, 박사과정 2명, 석사

과정 1명 이었다. 기업체 관리자로 재직중인 참여자 6명의 주요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2와 같다.  

 

표 12. 델파이법 관리직 참여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연령 직급 직장 경력 관리자 경력 

남 5명 
45세 

미만 
2명 

 차장/  

부장 
4명 15년 미만 1명 `10년 미만  2명 

여 1명 
45세 

이상 
4명 임원 2명 16년 이상 5명 10년 이상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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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메일은 전통적인 우편발송 방법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도 예산과 시간 면에서 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조사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표 13. 팔로워십 역량 제안4 

역량 세부 역량 및 출처 

책임감/ 
주인의식 

- 책임감(Carsten et. al., 2010; Chaleff, 1995; Meilinger, 2001; 
Wernimont, 1971) 

- 권한에 따르는 책임과 관여(Bossidy, 2007; Carsten et. al., 2010) 
- 주인의식(파이낸셜뉴스, 2013. 7. 16) 

의사소통  
능력 

- 의사소통 역량(Carsten et. al., 2010; Wernimont, 1971) 
- 용기 있는 의사소통(Potter et al., 2001) 
- 상대방을 고려한 의사소통 스킬(Hurwitz & Hurwitz, 2009) 

진정성 
(신뢰/정직/윤리)

- 정직(Chaleff, 1995; Hurwitz & Hurwitz, 2009; Latour & Rast, 2004)
- 신용과 정직을 유지할 용기(Kelley, 1988) 
- 윤리/도덕(파이낸셜뉴스, 2013. 4. 6; Chaleff, 1995) 
- 신뢰(Potter et al., 2001) 

적극적  
주도 

- 적극성/주도성(Carsten et al., 2010; Chaleff, 1995; Kelley, 1992) 
-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Meilinger, 2001) 
- 도전정신(파이낸셜뉴스, 2013. 7. 16) 

직무열의 
(몰입/열정) 

- 직무몰입(Kellerman, 2011; Gilbert & Hyde, 1988) 
- 열정(Wernimont, 1971) 

성실성 - 성실성 (파이낸셜뉴스, 2013. 7. 16; Wernimont, 1971) 

협력 
- 협력(Chaleff, 1995; Wernimont, 1971) 
- 동료와의 원만한 관계/조화(Hurwitz & Hurwitz, 2009) 
- 유머감각(Gilbert & Hyde, 1988) 

조직목표/ 
리더입장  

고려 

- 조직목표 고려(Carsten et al., 2010; Thody, 2000) 
- 리더입장 고려(Hurwitz & Hurwitz, 2009) 
- 조직을 알고 사랑하기(Schwind, 2009) 

                                           
4 패널에게 제시된 세부역량 가운데 개념과 명칭의 유사성이 높은 일부 역량들은 통

합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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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존중/ 
리더에게 순응 

- 리더에게 순응(Carsten et al., 2010; Zaleznik, 1965) 
- 조직의 규범,규칙,제도 등을 준수(연구 1-1) 

독립적/ 
비판적 사고 

- 독립적/비판적 사고(Kelley, 1988; Kelley, 1992; Zaleznik, 1965) 
- 상향 의견개진(Gilbert & Hyde, 1988; Schwind, 2009; Thody, 2000) 
- 리더의 의견과 결정에 대한 건설적 의견표현(Carsten et. al., 2010) 

창의성 
- 창의성/아이디어(파이낸셜뉴스, 2013. 7. 16; Bossidy, 2007; 

Wernimont, 1971) 
- 시의적절한 제안(Hurwitz & Hurwitz, 2009) 

업무능력 
- 업무능력/숙련도(Gilbert & Hyde, 1988; Potter et al., 2001) 
- 전문성(파이낸셜뉴스, 2013. 7. 16) 
- 다재다능(Bossidy, 2007) 

융통성 
- 융통성/개방성 (Carsten et al., 2010) 
- 서로간의 차이에 대한 절충 (Potter et al., 1996, 2001) 

자기관리 
- 자기관리 (Kelley, 1988; Potter et al., 1996, 2001) 
- 셀프리더십 (Manz & Sims, 2001) 

긍정성 - 긍정적 태도(Carsten et al., 2010) 

자기계발 
- 능력구축 및 높은 수준의 수행 추진 (Bossidy, 2007) 
- 자기 계발 (Hurwitz & Hurwitz, 2009) 

품행 
- 에티켓 (Hurwitz & Hurwitz, 2009) 
- 예의바름/공손함(연구 1-1) 

변화 대처 
- 변혁에 동참할 용기(Chaleff, 1995) 
- 변화 수용과 적응(Latour & Rast, 2004; Potter et al., 1996, 2001) 

정보력 
- 최신 정보 유지(Bossidy, 2007) 
- 상사에게 최신 정보 보고(Meilinger, 2001) 

충성심/ 
상사지지 

- 충성심(Latour & Rast, 2004; Wernimont, 1971) 
- 리더와 동일시(Potter et al., 2001) 

자아 인식 
- 팔로워 자신에 대한 이해 (Gabarro & Kotter, 1993) 
- 자신의 팔로워 유형 알기/자아인식 (Schwind, 2009) 

온정과 희생 
- 온정/측은지심(연구 1-1) 
- 희생(연구 1-1) 

상사와  
정서적 유대 

- 라포(Hurwitz & Hurwitz, 2009) 
- 신뢰 기반의 이해관계 공유(Gilbert & Hyde, 1988) 

 

1회차 조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팔로워십 역량들을 이론적 기

반과 기능적 특성 등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분류한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접수된 의견의 반  여부, 반  방향,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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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 등은 학문적 근거와 함께 실무적 관점의 기능성도 고려하여 실시했

다. 참여자 간에 상충된 의견이 접수된 경우를 포함한 모든 조정 내역은 동

료 연구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 다. 1회차 조사에서 참여자들에

게 제시된 역량은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23개이며, 이들 대부분은 

이론적, 기능적 유사성을 지닌 복수의 세부역량들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 역

량의 경우, 완전히 동일한 개념(혹은 명칭)인 경우 외에는 가급적 별도로 명

기하여 제시했다. 이는 팔로워십 연구에서 강조되어 온 역량들은 상대적으로 

유사한 개념과 명칭의 역량들이 다수 제안되어 왔으므로, 이러한 현황이 참

여자들의 역량 평가 과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회차 조사에서는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반 하여 조정된 24개의 역량을 대상으로 ‘팔로워십 역

량으로서의 중요성'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 다. 3회차 조사에서는 2회

차 조사를 통해 집계된 역량 별 중요도의 측정 결과를 제공한 후 리커트 5

점 척도에 의해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 때 전체 참여자의 평균점수와 함께 

관리자 참여자와 연구원 참여자들로 구분된 평균점수도 제공함으로써 실무적 

관점과 학문적 관점의 유사점과 차이점도 고려하면서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분석방법 

 

역량분류의 적정성에 대해 패널들이 개진한 의견의 반  여부는 해당 역량

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와 실무에서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 다. 

이어서 조정된 내용에 대해 동료 연구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 다.  

본 연구는 앞서 진행한 표적집단면접과 더불어 팔로워십 척도개발을 위한 

주요 역량의 선정을 위해 사전적으로 진행된 연구이다. 따라서 척도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에 투입될 중요 역량의 최종 선정이 이루어졌다. 역량의 선정

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된 최종 평가자료에 대해 김희봉(201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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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he(1975)의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응용한 

방법을 적용했다. 즉, 김희봉은 리커트 5점 척도에 의해 항목의 중요성을 측

정하 고, 4점 혹은 5점으로 평가한 응답자를 ‘핵심항목 응답자’로 간주하

는데, 본 연구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했다.  내용타당도 비율의 공식은 다음

과 같다. 

 

CVR
n  

N
2

 

ne: 핵심 항목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수  

                N : 전체 응답자의 수 

 

CVR은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난다. 패널 전원이 ‘중요하지않다

(2점)’ 이하로 응답할 경우 -1의 값이, 반대로 모두가 ‘중요하다(4점)이상

으로 응답할 경우 1의 값이 나타난다.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내용타당도

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패널의 규모에 따라 유동적인데 규모가 

커질수록 기준이 되는 값은 완화된다. 본 연구는 10명의 의견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렸고, 이 경우 채택의 기준이 되는 CVR 최소값은 .62이다

(Lawshe, 1975). 

 

 

결  과 

 

팔로워십 역량 분류 적정성 검토 

 

1차 조사에서 제시된 역량분류에 대한 패널의 수정 및 보완 의견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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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토를 통해 반 한 결과는 다음의 표 14와 같다. 다면적 특성을 보유

한 역량의 경우 어떤 관점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분류가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함께 조직 현장에서 해당 역량이 어떻게 기능하는

지를 고려하여 판단했다.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진 주요 역량은 다음과 같다. 

‘적극적 주도’의 세부 역량으로 분류되었던 ‘도전정신’은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감수, 실험정신 등의 특성이 일반적인 적극성과는 구별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도전정신은 선행연구에서는 거의 제안되지 않았지만, 최근 국내 

기업들이 가장 중시하는 역량 가운데 하나(파이낸셜뉴스, 2013. 7. 16)라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지 않고 별도의 역량으로 분리하 다. ‘제도 존중/리더

에게 순응’은 제도에 대한 존중과 리더에 대한 순응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제기되어 리더에 대한 순응과 제도에 대한 순응을 별개의 역

량으로 분리하 다. ‘상사와 정서적 유대’는 ‘충성심/상사지지’ 역량에 포함되

는 역량으로 볼 수 있다는 중복성이 제기되어 검토 후 삭제되었다. 이러한 

조정 - 1개 역량 신설, 1개 역량 분리, 1개 역량 삭제 - 을 통해 당초 제시

됐던 23개 역량이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4개로 수정되었다.  

세부 역량과 관련된 조정 가운데 핵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독립적/비판적 

사고’의 세부역량으로 분류된 ‘리더의 의견과 결정에 대한 건설적 의견표현’

이 ‘의사소통 능력’과 중복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검토 결과 해당 

역량이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 보다는 리더를 대상으로 한 상향 의사소통 능

력에 초점을 둔 개념이고, 해당 역량이 도출된 연구(Carsten et al., 2010)에 

의사소통 역량이 별도의 역량으로 제안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유지하 다. ‘협

력’의 세부 역량으로서 제안된 유머감각이 ‘의사소통 능력’으로서의 특징이 

더 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유머가 복합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의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최용득, 정흥준, 이동섭, 2012) 점에서 

협력 및 의사소통 모두와 관련이 있지만, 실무적 기능 측면에서 효과적인 조

직 내 의사소통 수단(Crawford, 1994) 측면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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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안된 의견대로 ‘의사소통 능력’의 세부 역량으로 변경하 다. 1차 조

사의 피드백을 반 한 24개 역량 분류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 의견은 제기되

지 않았다. 따라서 2회 차와 3회 차 조사에서는 역량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진행하 다. 

 

표 14. 팔로워십 역량분류 수정 내역 

역량 수정 제안과 조치 결과 

적극적 주도 
ᆞ제안 : 세부 역량 가운데 ‘도전정신’은 ‘적극성’과는 다소 상이 
ᆞ조치 : 도전정신이 지니는 불확실성, 위험감수, 실험정신 등의 

특성이 적극성의 특성과 상이함. 별도 역량으로 신설  

제도 존중/리더에게 순응 
ᆞ제안 : 조직(제도)과 리더에 대한 순응 불일치 가능성 
ᆞ조치 : 제도와 리더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 

협력 

ᆞ제안 : 세부 역량 가운데 ‘유머감각’은 ‘의사소통능력’에 적합 
ᆞ조치 : 유머는 리더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

이션 수단(Crawford, 1994)임을 고려하여 ‘의사소통능력’으로 
이동. 

조직목표/리더입장 고려 

ᆞ제안 : 상위 역량은 인지적 측면이 강한 반면 세부 역량 가운데 
‘조직을 알고 사랑하기’는 정서적 측면이 강조됨 

ᆞ조치 : 본 역량을 제안한 Schwind(2009)는 이 항목을 통해 
가치부합을 강조. 따라서 인지적 측면을 더 강조한 항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지 

독립적/비판적 사고 
ᆞ제안 : 세부 역량 가운데 ‘리더의 의견과 결정에 대한 건설적 

의견 표현’은 ‘의사소통능력’과 중복 
ᆞ조치 : ‘상향의견개진’ 측면이 강하므로 본 유형 유지 

자기계발 
ᆞ제안 : ‘자기관리’ 역량과의 중복성 
ᆞ조치 : 자기계발의 초점은 더 높은 수준의 수행을 위한 잠재력

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차별화됨 

충성심/상사지지 
ᆞ제안 : ‘제도 존중/리더에게 순응’과 통합 고려 
ᆞ조치 : ‘순응’과 ‘충성심’은 유사하나 동일 개념은 아님. Carsten 

등(2010)도 별도 역량으로 제안. 

상사와 정서적 유대 

ᆞ제안 : ‘충성심/상사지지’ 역량과의 중복성  
ᆞ조치 : 본 역량 삭제. 하위 관련 역량 가운데 ‘라포’는 ‘충성심/

상사지지’로 이동. ‘신뢰 기반의 이해관계 공유’는 신뢰에 대한 
강조를 고려하여 ‘진정성’의 세부 역량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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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십 역량 중요성 평가 

 

확정된 24개의 역량을 대상으로 2회차와 3회차 조사에서는 팔로워십 핵심 

역량으로서의 중요성을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했다. 3회차 조사(2차 평가) 

시에는 2회차 조사(1차 평가)의 결과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피드백을 고려한 

재평가 과정을 통한 의견수렴을 유도했다. 평가 점수는 표 15와 같다.  

최종평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CVR 가운데 패널 규모가 10명일 때의 유의

한 수준의 내용타당도 확보 기준인 .62 이상에 해당되는 역량은 ‘책임감/주

인의식’, ‘의사소통 능력’, ‘진정성’, ‘적극적 주도’, ‘직무열의’, ‘성실성’, ‘조직제

도 순응’, ‘협력’, ‘조직목표/리더입장 고려’ 등의 9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팔로

워십 척도개발 및 타당화를 위한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9개 역량을 기반으로 

문항을 개발하여 설문을 진행하 다.  

 

표 15. 팔로워십 역량 중요성 평가 

역량 
1차 평가 2차 평가 CVR 

(2차기준) 전체 관리자 연구원 전체 관리자 연구원 

책임감/주인의식 4.70 4.67 4.75 4.80 4.83 4.75  1.00 

의사소통 능력 4.50 4.33 4.75 4.70 4.67 4.75  1.00 

진정성 4.50 4.67 4.25 4.80 4.83 4.75  1.00 

적극적 주도 4.30 4.17 4.50 4.60 4.67 4.50  1.00 

직무열의 4.50 4.33 4.75 4.50 4.17 5.00  1.00 

성실성 4.40 4.50 4.25 4.50 4.50 4.50  1.00 

조직제도 순응 3.90 3.83 4.00 4.20 4.33 4.00  1.00 

협력 4.40 4.50 4.25 4.50 4.50 4.50   .80 

조직목표/리더입장 고려 4.10 4.33 3.75 4.30 4.33 4.25   .80 

독립적/비판적 사고 3.80 3.83 3.75 4.10 4.00 4.25   .60 

창의성 3.80 3.83 3.75 4.00 4.00 4.00   .60 

업무능력 4.00 4.17 3.75 4.20 4.33 4.0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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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성 3.80 3.83 3.75 3.90 3.83 4.00   .60 

자기관리 3. 80 4.00 3.50 4.10 4.33 3.75   .60 

도전정신 4.00 4.33 3.50 4.10 4.33 3.75   .60 

리더에게 순응 3.80 3.83 3.75 3.80 3.67 4.00   .40 

긍정성 4.30 4.33 4.25 3.90 3.83 4.00   .40 

자기계발 3.30 3.67 2.75 3.80 4.00 3.50   .40 

품행 3.70 3.50 4.00 3.90 3.83 4.00   .40 

변화 대처 3.60 3.83 3.25 3.60 3.67 3.50   .20 

정보력 3.50 3.67 3.25 3.70 4.00 3.25   .00 

충성심/상사지지 3.60 3.50 3.75 3.60 3.50 3.75   .00 

자아 인식 3.30 3.33 3.25 3.40 3.33 3.50 -.20 

온정과 희생 3.30 3.00 3.75 3.40 3.17 3.75 -.20 

 

 

논  의 

 

팔로워십 핵심 역량 선정 

 

전문가 패널의 반복평가를 통해 높은 중요도가 나타난 9개 팔로워십 역량

들은 대체로 기존의 문헌 연구에서도 많은 관심과 제안이 이루어져 왔던 항

목들이다. 고유의 관점을 제안한 선행 연구의 대부분이 서구 조직 기반의 연

구들인 반면, 본 연구가 국내 기반 조직에서 선정된 소수의 패널과 연구원들

의 의견을 기반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통점이 나타난 것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이 글로벌화되고, 정보와 지식이 빠른 속도로 전파 및 공유되는 

최근의 환경변화가 반 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선행 연구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를 기반으로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론과 제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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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리더십과의 차별화성이 고려된 팔로워십 역량 선정 

 

팔로워십과 리더십은 궁극적으로는 통합적인 틀 안에서 고찰하는 것이 적

절하지만(Lord & Maher, 1991), 리더십과 팔로워십 연구 간의 극심한 불균

형 상황을 고려할 때 팔로워에 중점을 둔 다양한 연구가 상당 부분 축적되어

야 진정한 의미의 통합적 고찰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

에서는 우선 문헌연구와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리더십 역량과의 차별화 여부

와 무관하게 팔로워십 역량 후보군을 최대한 파악한 후, 전문가 패널을 통해 

리더십과의 차별성에 대한 고려 하에 각 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하 다. 즉, 절대적 관점에서 동등한 수준의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역량

들에 대해 리더십 보다는 팔로워십으로서의 특성이 강할수록 더 중요하게 평

가하도록 하 다. 소수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하는 델파이법의 특성 상 

질적인 판단을 통해 보다 많은 역량을 추출할 수도 있었지만, 리더십과의 차

별성 고려 하에 팔로워십 고유의 역량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연구

의 취지에 입각해 패널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선정을 위한 최소 기준이 강화

되는 CVR(Lawshe, 1975) 공식을 적용하여 항목을 선정하 다. 이로 인해 

패널의 평가 결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보인 일부 역량들이 제외되

었지만, 리더십과 대비되는 팔로워십 역량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연

구의 의미는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리더십 역량과의 차별성에 대한 이러

한 질적인 고려는 이어지는 연구에서 양적인 고려로 이어진다. 즉, 후속 연

구를 통해 척도개발이 완료된 후 리더십 변인과의 변별타당도 검증을 시행함

으로써 본 연구의 질적인 고려에 대한 양적인 검증이 이루어졌다.  

 

국내 조직의 특성이 반 된 역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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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연구에서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높은 언급 빈도를 보여 평가 대상에 

포함된 역량 가운데 성실성, 품행, 온정/희생 등은 한국적 조직 특성이 강하

게 반 된 역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100대 기업 대상 인재상 조사

(파이낸셜뉴스, 2013. 7. 16)에서 1위부터 5위를 차지한 도전정신, 주인의식, 

전문성, 창의성, 도덕성 등과 우수 중소기업 인재상(파이낸셜뉴스, 2013. 4. 

6) 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성실성, 책임감, 도덕성, 목표의식, 열정 등도 

국내 조직에서 중요시하는 팔로워십 역량과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

하여 평가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높은 중요도 평가를 통해 선정된 역

량은 성실성, 책임감/주인의식, 도덕성, 열정(직무열의) 등이다. 즉, 본 연구

를 통해 선정된 9개의 핵심 역량 가운데 약 45%가 국내 기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접과 국내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

모 조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반면, 도전정신, 전문성, 

창의성 등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CVR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해 제외되었다. 이러한 제외 역량들은 팔로워에게 중요한 역량

임에도 불구하고, 리더를 포함한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

량이라는 점이 평가에 고려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의 맥락과 초점, 방법론 등에 따라 이러한 제외 역량들도 주요 팔로워십 

역량으로서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제외되었지만, 향후 팔로워십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역량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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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팔로워십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본 연구는 델파이법을 통해 확정된 팔로워십의 핵심 역량들을 문항화 한 

후, 국내 기업에 1년 이상 재직중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회수된 응답을 무선적으로 두 집단으로 분류한 후 한 집단의 자료를 

통해 탐색적으로 팔로워십 역량의 요인구조를 파악한 후, 나머지 한 집단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이어서 두 집단을 대상으로 다중집

단분석을 통해 측정동일성을 검증하 고, 마지막으로 척도의 팔로워십 측정

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성타당도 검증을 실시했다.   

 

연구 2-1. 팔로워십 척도 개발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진행된 예비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팔로워십 역

량을 기반으로 팔로워십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 1-2에서 델파이법을 

통해 높은 중요성이 확인된 9가지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을 개발하

고 조직심리학 박사 및 박사과정 동료들과의 논의를 통해 44개의 문항을 

확정하 다.  

 

 

방  법 

 

문항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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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를 통해 높은 중요성이 나타난 ‘책임감/주인의식’, ‘의사소통 능

력’, ‘진정성’, ‘협력’, ‘적극적 주도’, ‘직무열의’, ‘조직목표/리더입장 고려’, ‘성

실성’, ‘조직제도 순응’ 등의 9개 팔로워십 역량을 대상으로 문항을 개발하

다. 문항은 해당 역량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순수하게 개발된 것 

외에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당 역량과 관련된 기존 척도 가운데 일부

를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 적용하 다. 문항 개발 과정에서 

해당 역량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함께 초점을 맞춘 것은 질문의 맥락을 표본

이 수집될 기업들의 업무상황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접목시킴으로써 피험자들

이 질문의 요지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개발된 문

항들은 조직심리학 박사 1명, 조직심리학 박사과정 2명에게 외관타당도 검증

을 의뢰하여 확정하 다(확정된 문항은 부록1 참조). 

 
표 16. 팔로워십 문항 개발 관련 주요 참조 연구  

팔로워십 역량 핵심 참조 문헌 및 척도 

책임감/주인의식 
ᆞ문헌 : Bossidy(2007), Carsten 등(2010), Chaleff(1995) 
ᆞ척도 : 심리적 주인의식(추대엽, 정유경, 2010) 

의사소통 능력 
ᆞ문헌 : Hurwitz & Hurwitz(2009) 
ᆞ척도 : 유머(Avilio, Howell, & Sosik, 1999)  

진정성 

ᆞ문헌 : Chaleff(1995), Gilbert & Hyde(1988), Mayer 등
(1995), Mishra(1996) 

ᆞ척도 : 윤리적 리더십(Brown et al., 2005), 내면화된 도덕적 
관점(Avolio, Gardner, & Walumbwa, 2007), 배려(이타성) 
(Goodman & Svyantek, 1999), 능력(박민생, 장 철, 2010) 

협력 ᆞ문헌 : Carsten 등(2010), Hurwitz & Hurrwitz(2009)  

적극적 주도 
ᆞ문헌 : Hurwitz & Hurwitz(2009) 
ᆞ척도 : 적극적/주도적 참여(Kelley, 1992) 

직무열의 
ᆞ문헌 : Lorence & Mortimer(1985) 
ᆞ척도 : 직무몰입(서연숙, 김윤찬, 2007)  

조직목표/리더입장 고려 
ᆞ문헌 : Carsten 등(2010), Gabarro & Kotter(1993), 

Hurwitz & Hurrwitz(2009) 

성실성 
ᆞ척도 : 성실성(유태용, 김명언, 이도형, 1997), 근면성/계획성

(이정윤, 2012) 

조직제도 순응 ᆞ척도 : 조직규범준수(김도 , 유태용,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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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정성의 하위 역량인 신뢰의 경우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다차원성

이 지지되고 있다(Jones & George, 1998). 따라서 신뢰를 측정하는 문항은 

Mayer, Davis, & Schoorman(1995)이 제안한 조직 내 신뢰구축의 세 가지 

하위 차원인 배려, 정직, 능력 등을 통해 측정하 다. 이들 하위 역량들은 서

로 연관되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신뢰의 형성에 있어서 각각 고유의 공헌

을 한다는 점(Lapidot, Kark, & Shamir, 2007; Mayer et al., 1995), 그리고 

타 역량들과 함께 측정 및 분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팔로워십 역량 전체에 

대한 분석과 별도로 이들 세 가지 역량이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위 요인으로서의 신뢰를 적절히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실시하 다.  

 

측정 도구 

 

측정은 리커트 타입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 상당히 그렇지 않다 

3. 약간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상당히 그렇다 6. 완전히 그렇다)를 

사용하 다. 6점 척도를 적용한 것은,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인들이 척도의 중

간치를 이용하여 응답하는 성향이 높다는(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점을 고려하여, 생소한 팔로워십 개념을 접하게 된 응답자

들이 신중한 고려 없이 중간치를 응답하는 경향을 통제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 대상 

 

국내의 IT제조, 통신,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활동중인 기업의 구성원 약 

2,000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을 요청하 다. 그 가운

데 회수된 설문은 총 389부 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 16부를 제외한 

373부가 분석에 투입되었다. 193부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투입되었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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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부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투입되었다. 자료를 두 집단으로 구분하는 과정

은 무선적으로 이루어졌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투입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7과 같고, 확인적 요인분석에 투입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 표 18과 같다. 항목 전반에 걸쳐 두 표본 간의 세부 유형별 분포는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탐색적 요인분석 피험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항목 구분 인원수(명) 백분율(%) 

성별 
남자 
여자 

161 
 32 

83.4 
16.6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30 
96 
60 
 7 

15.5 
49.7 
31.1 
 3.6 

학력 
고졸 
대졸 

대학원졸 

 18 
112 
 63 

 9.3 
57.5 
32.6 

직급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40 
39 
43 
39 
24 
 8 

20.7 
20.2 
22.3 
19.2 
12.4 
 4.1 

 

표 18. 확인적 요인분석 피험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항목 구분 인원수(명) 백분율(%) 

성별 
남자 
여자 

152 
 28 

84.4 
15.6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20 
90 
60 
10 

11.1 
50.0 
33.3 
 5.6 

학력 
고졸 
대졸 

대학원졸 

21 
95 
64 

11.7 
52.8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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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28 
40 
43 
32 
24 
13 

15.6 
22.2 
23.9 
17.8 
13.3 
 7.2 

 

 

분석 방법 

 

9개 팔로워십 역량의 요인구조 파악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또한 문항 간 상관계수, Barlett의 구형성 검증, KMO(Kaier-Meyer-

Olkin) 적합도 검증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정한

지도 검토하 다. 이상의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 다.  

이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

해 AMO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먼저 193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분

석에 앞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KMO 검증과 

Bar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했다. KMO 검증은 전체 상관관계행렬이 요인

분석에 적합한지 나타내는 지표로서 최소한 .50 이상은 되어야 요인분석에 

적합하고, 1에 접근할수록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



82 

(Hutcheson & Sofroniou, 1999; Kaiser, 1974). 본 자료의 경우 .908로 우

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Barlett의 구형성 검정은 모집단의 상관행렬과 단위

행렬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이 값이 유의적이면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절하다

는 의미이다(Field, 2009). 본 자료의 경우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χ2=5303.099, d.f=820, p < .001). 이상의 두 가지 검증을 통해 연구의 

표본이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어서 9개 팔로워십 역량을 측정하는 44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했다. 요인의 추출과 회전은 각각 최대우도법과 직각회전법(Varimax)

을 적용하 고, 고유치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 다. 분석결과 1 이상의 고

유치를 갖는 9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31 이상

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능력’을 제외한 모든 역량의 문항들이 동일한 역량 

하의 문항들과 동일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의사소통 역량’의 경우 6개의 문항이 4개의 요인으로 분산되는 결과가 나

타났다. 이 가운데 유머를 활용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추구와 관련된 3개의 

문항(부록 5 팔로워십 척도의 39~41번)은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나

머지 3개의 문항(부록 5 팔로워십 척도의 42~44번)은 각각 ‘적극적 주도와 

책임감’ 요인, ‘협력과 배려’ 요인, 그리고 ‘조직목표/리더입장 고려’ 요인 등

으로 분산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이 업무수행의 광범위한 

역에 걸친 관계적 맥락 하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정경미, 2013)으로 인해, 하

나의 요인으로 수렴되지 않고 의사소통이 발생되는 상황의 특성이 함께 고려

되면서 다양한 요인으로 분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의 요인으로 수렵되지 

않은 의사소통 문항 3개를 제거한 후 다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 이상의 고유치를 갖는 요인이 8개로 나타나 최초 분석 대비 요인수가 하

나 축소되었고, 총 설명변량은 60.07%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

은 .36 이상으로 나타났고, 의도된 역량 하에 적절히 분류되었다. 요인분석

의 상세 결과와 요인 별 신뢰도 계수는 표 19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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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팔로워십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1 .686   .210 .171 .207 .108  .101 .183   .164 
3 .656 -.002 .147 .228 .042  .095 .261   .157 
6 .605   .387 .150 .142 .152  .149 .176   .172 
2 .545   .076 .102 .361 .135  .193 .146   .213 
8 .527   .396 .129 .185 .142 -.048 .062   .110 
7 .521   .418 .167 .081 .048  .237 .115   .086 
4 .519   .124 .047 .282 .137  .103 .258   .279 
9 .515   .360 .210 .306 .075  .047 .023 -.093 
5 .485   .360 .255 .231 .152  .126 .246   .157 
10 .458   .311 .255 .261 .186  .030 .122   .112 
14 .104   .710 .125 .066 .154  .100 .135   .148 
13 .073   .699 .196 .071 .262  .073 .008   .054 
12 .216   .592 .052 .144 .185  .070 .101   .165 
16 .142   .506 .179 .261 .192  .208 .130   .074 
11 .252   .495 .153 .153 .094  .051 .220   .206 
15 .181   .491 .097 .022 .096  .228 .190   .092 
17 .208   .486 .177 .025 .221  .046 .159 -.003 
20 .115   .106 .724 .174 .261  .096 .101   .078 
19 .148   .137 .668 .004 .227  .080 .149   .105 
21 .070   .155 .665 .178 .103  .051 .163   .202 
18 .086   .150 .615 .064 .007 -.002 .016   .031 
23 .222   .223 .469 .090 .302  .047 .111   .358 
22 .285   .100 .439 .033 .103  .064 .082 -.058 
27 .248   .200 .029 .716 .199  .015 .069   .112 
24 .299   .134 .179 .683 .032  .067 .195 -.101 
25 .222 -.021 .118 .623 .077  .134 .182   .177 
26 .312   .235 .138 .585 .177  .158 .150   .197 
30 .205   .278 .185 .123 .774  .103 .121   .123 
29 .123   .343 .254 .134 .772  .059 .098   .214 
31 .188   .288 .231 .087 .706  .068 .142   .055 
28 .016   .229 .198 .308 .499  .085 .106   .157 
39 .078   .128 .078 .068 .088  .856 .053   .024 
40 .092   .085 .079 .101 .053  .854 .150   .066 
41 .158   .187 .035 .090 .050  .813 .030   .030 
34 .119   .230 .151 .277 .125  .153 .728   .149 
32 .282   .205 .174 .094 .117  .010 .685   .106 
33 .405   .208 .228 .154 .167  .176 .622   .126 
35 .305   .232 .126 .298 .126  .131 .606   .288 
38 .230   .228 .170 .074 .139  .045 .148   .719 
37 .209   .158 .105 .159 .197  .065 .207   .608 
36 .233   .315 .210 .304 .112  .050 .174   .364 

신뢰도계수(α) .914   .855 .823 .842 .885  .903 .894   .775 
주. 1~4: 적극적 주도, 5~7: 조직목표/리더입장 고려, 8~10: 책임감/주인의식, 11~14: 협력, 
15~17: 배려, 18~23: 진정성(윤리/정직), 24~27: 직무열의, 28~31: 조직제도 순응, 32~35: 
업무능력, 36~38: 성실성, 39~41: 의사소통 능력(유머) 

 

8요인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7요인과 9요인을 지정한 후 각각 분

석을 시행했다. 7요인을 지정한 경우, 8요인에서 단일 요인으로 묶 던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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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문항들이 분산되었고 요인부하량도 .310~.331 수준으로 높지 않았다. 9

요인의 경우, 8요인에서 ‘적극적 주도/책임감’ 역량과 함께 하나의 요인을 형

성했던 ‘조직목표/리더입장 고려’ 역량이 분리되어 별도의 요인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문항들은 8요인의 경우와 동일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모형 선정을 위해 8요인과 9요인 모형 간의 적합성 비교를 

실시했다. 분석은 CEFA(Comprehensiv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3.04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요인추출은 MWL을 적용했고, 회전은 

Quartimax를 적용했다. 또한 SPSS의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타겟 로테

이션을 지정하 다. 분석결과 표 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를 나

타내는 RMSEA가 두 모형 공히 .08 미만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 한편, 모형의 간명성을 나타내는 AIC는 미미한 차이가 있었고, 교차타당

성을 나타내는 ECVI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SPSS와 CEFA의 탐색적 요인분

석을 통해 나타난 고유값, 설명량, RMSEA 등의 지표와 해석가능성을 고려

하여 본 연구는 8요인 모형을 채택하 다. 해석가능성에 있어서 고려된 점은 

다음과 같다. 구성원이 개인 차원의 입장과 목표를 넘어서 조직과 리더의 목

표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팔로워십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직목표/리더입장 고려’ 역량을 적극적 주도 및 

책임감과 함께 하나의 요인으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 또한 8요인 모형의 

분설결과를 통해 이들 세 가지 역량이 신뢰도(α) 측면에서 높은 지각적 유

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요인 모형의 채택 후, 이들 세 가

지 역량이 결합된 요인 1은 ‘주도적 책임수행’으로 명명하 다. 요인 2는 ‘협

력’과 ‘배려’가 결합되었다. 조직과 관련된 주요 가치들 - 배려, 권력, 성취, 

순응, 자기지시 등 - 가운데 특히 배려가 협력과 높은 상관을 지니고 있다

는 점(Schwartz, 2001)에서 이러한 결합은 이론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 판

단된다. 배려와 협력이 구성원 간의 신뢰, 헌신, 책임감 등과의 정적인 관계

를(Mayer et al., 1995; Schwartz, 2001) 통해 조직 혹은 집단 차원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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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인 2는 ‘상생(相生)’으로 명명하 다.  

 

표 20. 8요인과 9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RMSEA AIC ECVI 

8요인 모형 .068 8.642 8.969 

9요인 모형 .064 8.404 8.969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8개 요인구조의 타당성과 모형의 적합도

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에 투입된 193명의 표본을 제외한 별도의 

18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AMOS 20.0을 사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

다. 모수의 추정은 최대우도법을 적용했다.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8

개의 요인구조가 규명된 상황에서 이러한 8개의 요인구조로 이루어진 1차 

요인 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고, 이어서 이들 8개의 요인을 설명하는 보

다 고차의 요인을 상정한 2차 요인 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2차 요인 

모형을 검증한 것은 8개의 요인구조가 팔로워십이라는 보다 상위의 요인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분석에 앞서 항목합산(data 

parceling)을 통해 각 잠재변인에 대한 indicator를 3개로 조정한 후 분석을 

실시했다. 이는 모델의 복잡성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 모수 추정의 유의성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연구의 표본 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 때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산을 시행함으로써 구성개념이 

가진 정보가 최대한 유지되도록 유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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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주 2. 모든 계수는 p<.001 수준에서 유의 

그림 1. 8요인에 대한 1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먼저 8개의 요인구조로 이루어진 1차 요인 모형의 회귀계수는 그림 1과 

같다. 모든 계수가 .60 이상이고,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

형의 적합도 측면에서는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RMSEA가 .059인 것을 

비롯해 주요 적합도 지수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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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의사소통 능력(유머)’이 대부분의 타 변인

들과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예: ‘조직제도 순응’과 .098, ‘성실성’과 .122, 

‘직무열의’와 .186) 2차 요인 모형을 통해 8개의 역량이 팔로워십이라는 고

차 요인을 적절히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 결과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형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의사소통 능력(유머)’과 고차 요인과의 표준화 회귀계수(β)

가 .257(S.E=.191, C.R=2.907, b=.257, p<.01)로 나타나 기타 요인들이 

모두 .60을 상회하는 것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 다. 즉, ‘의사소통 

능력(유머)’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유의하기는 하지만 .50에 크게 미치지 못 

해, 고차 요인인 팔로워십을 구축하는 하위 역량으로서의 집중타당성이 결여

되어 있음(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을 알 수 있다. 

8요인 기반의 1차, 2차 요인 모형 분석을 통해 유머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강력한 요인임에도(Crawford, 1994) 불구하고, 팔로워십을 구성하

는 요인으로서 타 역량들과는 다소 이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제외한 7요인 기반의 1차, 2차 요인 모형을 검증하 다.       

7요인에 대한 1차 요인 모형의 경우 대부분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70 이

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RMSEA가 .063인 것을 비롯해 주요 적합도 지수들

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7요인 기반의 2차 요인 모형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변수들과 1차 잠재변인들 간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대

부분 .70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집중타당도가 지지되었다. 한편, 1차 요인들

과 2차 요인 간의 계수가 .641~.99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1차 요인들이 

모두 2차 요인과 강한 관계를 갖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가 이들 1차 요인들이 상위의 팔로워십을 구축하는 공통점을 지니는 동시에 

각 역량 고유의 특성을 보유한 팔로워십의 하위 개념으로 접근한 관점을 지

지하는 결과이다. 본 모형 역시 RMSEA가 .065인 것을 비롯해 주요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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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간명적합지수 가운데 하나인 AIC

는 개념들의 수가 다른 모형을 비교하는데 이용되는데, 낮을수록 높은 간명

도를 가진 모형임을 의미한다. 7요인 모형은 8요인 모형에 비해 AIC가 양호

하게 나타났다.  

 

 

주 1.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주 2. 모든 계수는 p<.001 수준에서 유의 

그림 2. 7요인에 대한 2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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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팔로워십 모형 별 적합도 지수 

 χ  d.f RMSEA CFI TLI AIC 

1차 모형(8요인) 361.372 223 .059 .944 .930 515.372 

1차 모형(7요인) 285.156 167 .063 .946 .932 413.156 

2차 모형(8요인) 399.321 244 .060 .937 .928 511.321 

2차 모형(7요인) 318.420 182 .065 .938 .928 416.420 

 

한편, 당초 ‘진정성’의 세부 역량으로서 정직, 윤리 등과 함께 분류되었던 

신뢰는 다차원적 특성(Jones & George, 1998)을 고려하여 세 가지 하위 차

원인 배려, 정직, 능력(Mayer et al., 1995)을 통해 측정한 결과, 탐색적 요

인분석의 결과에 나타났듯이 이들 세 가지 하위 역량들이 각각 다른 요인으

로 분산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정직은 윤리적 특성과 함께 한 요인으로 

묶여 ‘진정성’으로 명명되었고, 배려는 협력과 한 요인으로 묶여 ‘상생’으로 

명명되었다. 능력의 경우는 독자적인 요인으로 나타나 ‘업무능력’으로 명명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뢰의 세 가지 하위 차원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신뢰의 형성에 있어서 각각 고유의 지각적 공헌을 한다는(Lapidot et 

al., 2007; Mayer et al., 1995) 점을 고려할 때, 타 역량들과 함께 요인분석

을 실시함에 따라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결과이다.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로 

인해 전체 팔로워십 역량들을 동시에 투입한 분석으로는 배려, 정직, 능력의 

세 가지 하위 차원이 신뢰를 구축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역량에 한정된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본 척도가 내재적으로 

신뢰 역량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증하 다. 검증은 앞서 무선적으로 구분한 

2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

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1차 요인 모형과 함께 세 가지 역량이 고차의 요인으

로서 신뢰를 구축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 요인 모형도 분석하

다(상세한 분석 결과는 부록 2~4 참조). 먼저, 193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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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 이상의 고유치를 갖는 요인이 3개로 나타났

고, 총 설명변량은 56.78%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은 동일한 역량 하의 문항

들과 한 요인을 구성하 고, 요인부하량은 .495~.783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669~.89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180명의 별도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차와 2차 요인 모형 공히 

RMSEA가 .048로 우수하게 나타났고, 기타 적합도 지수들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차 요인 모형의 경우 3개의 1차 요인들과 2차 요인 간

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603~.792 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을 통해 본 연구의 팔로워십 척도가 명시적, 직접적으로 신뢰 역량을 포함하

고 있지 않지만, 조직 내 신뢰형성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주요 차원인 배려, 

정직, 능력이 내재적, 간접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논  의 

 

앞서 진행된 질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9개의 팔로워십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44개의 문항을 개발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최초 

9개의 요인이 나타났으나, ‘의사소통 능력’ 측정 문항들이 다양한 역량으로 

분산되어 나타났다. 동일 요인으로 묶인 유머 기반의 의사소통 측면 3개 문

항은 유지하고 분산된 나머지 3개 문항은 제외한 후 다시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8개의 요인구조가 나타났다. 이후 대안 고려 차원에서 요인을 7개

와 9개로 지정한 분석과 CEFA를 통한 모형적합도 검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의 종합적인 검토와 요인구조의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개의 요인구조를 지니는 팔로워십 척도를 확정하 다. 8개의 요인 가운데 

‘주도적 책임수행’ 요인은 적극적 주도, 책임감/주인의식, 조직목표/리더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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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등의 역량이 결합되었고, ‘상생’ 요인은 협력과 배려 역량이 결합된 요

인이다. 이들 두 가지 요인은 팔로워에 대한 과거의 전형적인 관점 즉, 리더

의 역할에 대한 이상화 과정에서 리더십과의 명백한 차이를 유도하기 위해 

수동적, 부정적 관점이 주로 적용되었던 팔로워십의 개념과 대비된다. 즉, 이

들 두 가지 요인이 대변하고 있는 주도성, 책임감, 협동성 등은 전통적으로 

리더십의 특성(Stogdill, 1948, 1974)으로 간주되어 왔던 역량이다. 또한 ‘상생’ 

요인을 구성하는 배려의 경우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Greenleaf, 

1977)이 구성원들의 유익을 리더 자신의 유익보다 우선하는 핵심 특성과 유

사하다. 물론 팔로워십 요인 가운데에는 성실성, 조직제도 순응, 직무열의 등

과 같이 타인에게 향을 미치기 보다는 주어진 과업과 환경을 수용하고 좋

은 성과를 위해 매진하는 측면의 특성이 강한 역량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역량이 결합되어 나타난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업무를 

주도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며,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는데 적극적인 

특성 등을 반 한다는 점은 팔로워십이 수동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리더십

과 대등한 동반자적 관점에서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핵심 역

량으로서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팔

로워십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는 물론 보다 균형적인 관점에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고려한 조직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확인되었다는데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분산된 

배경으로는, 조직 내의 의사소통이 본질적으로 의사결정의 전제들이 구성원

들 간에 전달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Simon, 1945),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특성(Thayer: 1961)이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의사소통이 단순한 차원의 기술이나 역량을 넘어서 조직내

의 광범위한 인간관계를 반 하는 의미, 의견, 정보 등의 소통활동이라는(오

두범, 1994; Planty & Machaver, 1952)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의사소

통 관련 문항들이 단일의 요인으로 지각되기 보다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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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맥락적 특성에 의해 다양한 관점으로 수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

편, 최근 조직구조가 전통적인 위계적, 집중적 형태에서 점차 수평적, 분산적 

형태로 변화되어감에 따라 조직 내의 의사소통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의사

소통의 유형과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의사소통의 역할과 의미는 더욱 다양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팔로워의 의사소통 역량에 대해 독립적인 역

량으로서의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팔로워십 수행 과정 상의 다양한 상황적 

특성과 의사소통의 목적, 관계적 특성(예 : 수직적/수평적) 등을 고려한 접근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확인적 요인분석의 2차 요인 모형 검증을 

통해 고차요인과의 회귀계수가 낮게 나타난 의사소통의 유머 측면 역량이 제

외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7개의 요인이 확정되었다. 유머는 긴장 이완, 갈등 

감소, 사회적 친 감 조성,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Cousins, 1979: 최용득, 

정흥준, 이동섭, 2012에서 재인용) 등의 기능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

여할 수 있는 자질이다. 하지만 유머 기반의 의사소통 역량은 대부분의 타 

요인들과 매우 낮은 상관이 나타난 가운데 2차 요인에 대한 집중타당도가 

결여된 것으로 나타나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제외에는 당초 유

머가 의사소통의 하위 측면 가운데 일부로서 고려되었던 점도 중요하게 고려

되었다. 즉, 유머가 효과적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기능적 특성(Crawford, 

1994)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소통 역량의 하위 차원으로 포함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의사소통의 본질적인 측면들이 기 제외된 상황과 타 역량들

과 낮은 상관을 보이는 가운데 상위 요인에 대한 집중타당성이 결여된 상황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요인을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이로써 유머 측면을 포함한 의사소통 역량이 본 연구의 팔로워십 구성요

인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앞서 시행된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다수의 언급횟수

를 보인 점과 최근 국내 기업에서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

는 상황(메트로, 2014)을 고려할 때, 향후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 적용을 통

해 팔로워십 역량으로서의 가능성과 기여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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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2. 팔로워십 교차타당성 검증 및 척도 타당화 

 

본 연구는 팔로워십 모형의 교차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2-1에 투

입되었던 두 가지 표본을 대상으로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일련의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후, 측정동일성을 기반으로 표본 간의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

다. 이어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구성타당도 검증

을 실시했다. 구성타당도 검증은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법칙타당도, 증분

타당도 등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구성 타당도의 각 검증 과정에 투입된 변수들의 선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수렴타당도는 Kelley(1992)의 팔로워십 척도와 박민생과 장 철(2010)의 

팔로워십 척도를 대상으로 검증하 다. Kelley(1992)의 척도는 팔로워십의 

‘독립적/비판적 사고’와 ‘적극적/주도적 참여’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박민생과 장 철(2010)의 척도는 ‘능력(직무전문성)’과 ‘의욕(조직몰입)’이

라는 두 가지 차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이들 척도들은 포괄적 

팔로워십 역량구조의 규명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의 팔로워십 척도 대비 좁

은 범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팔로워십 척도에 포함된 

‘적극적 주도’, ‘직무열의’, ‘업무능력’ 등의 역량이 상기의 척도들과 공통된 특

성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두 가지 척도 역시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조직구

성원들에 대한 사전 연구를 통해 팔로워십의 조직유효성에 대한 기여 차원에

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수렴타당도를 기대할 수 있다. 

변별타당도는 과업수행과 맥락수행을 대상으로 진행하 다. 이는 구성원의 

팔로워십이 과업과 맥락을 포괄하는 다양한 역량(김희봉, 2013)을 통해 구

현된다는 점과, 조직의 성과 및 효과성에 기여한다(Kelley, 1988; Kelley, 

1992)는 점에서 이들 두 가지 차원의 수행과의 접한 상관을 추정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과업수행은 업무의 담당자가 기술적 과정의 일부를 수행함으로



94 

써 직접적으로, 혹은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직

의 핵심적인 기능에 기여하는 수행의 효과성(Borman & Motowidlo, 1993)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업무평가와 직결되는 명시

적으로 주어진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기업에서 

업무평가는 승진, 급여는 물론 교육, 파견, 경력계발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주요 근간이 된다는 측면에서 업무평가의 명시적 근거가 되는 과업수행은 조

직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변수이다. 한편, 맥락수행은 조직적, 사회적, 심리적 

맥락을 형성함으로써 과업활동과 과정을 위한 촉매로서 작용하고, 조직의 효

과성에 기여하는 활동이다(Borman & Motowidlo, 1993). 맥락수행은 공식

적 업무가 아닌 과업활동의 자발적 수행, 타인을 돕고 협력하는 활동 등을 

포함하며, 과업수행이 업무에 따라 크게 변하는데 반해, 맥락수행은 보다 유

사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과업수행이 맥락수행 대비 더 역할규정적(role-

prescribed)이다(Borman & Motowidlo, 1993). 두 가지 유형의 수행 간의 

이러한 차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반적 수행과의 변별성이 아닌 과업과 맥락

으로 구분된 수행 각각에 대한 변별성을 검증하 다. 

한편 최근 리더십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

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변별타당도를 검증하 다. 이는 기존의 팔로워십 연구

들이 제안한 역량의 상당 부분이 리더십 역량과 중복된다는(김희봉, 2013) 

점을 고려할 때 리더십 변인과의 변별타당도 검증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팔로워십과 리더십이 상호의존적 관계(Gabarro & Kotter, 1993)

라는 점과 팔로워에게 요구되는 특성과 능력이 리더에게 요구되는 특성과 매

우 흡사하다는 점(Kellerman, 2011)에도 불구하고 팔로워와 리더는 역할 

관점에서 볼 때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특히 질적, 양적으로 팔로워십 

연구를 압도하고 있는 리더십 연구의 하위 차원이 아닌 주도적인 연구 역

의 확보와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전반적인 수행 차원에서

의 과업 및 맥락 수행과의 변별과 더불어 리더십과의 변별 역시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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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와 팔로워들에게 공히 동기부여와 도덕성

의 수준을 높이는 연결관계를 구축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Northouse, 

2013). 변혁적 리더십을 규정짓는 주요 특성으로는 이상적 향력(idealized 

influence), 감적 동기부여(inspirational motivation), 지적 자극

(intellectual stimulation), 개별적 배려(individualized consideration) 등이 

있다(Bass, 1998, 1985). 이러한 특성을 통해 변혁적 리더십이 전형적인 기

존의 리더십 개념 대비 리더와 팔로워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상호적인 관점

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효과적인 팔로워십의 수행이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는(Kelley, 1992) 것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변혁적 리더십은 높

은 업무성과를 촉진한다는(Lowe, Kroeck, & Sivasubramaniam, 1996) 점

에서 두 개념은 결과 측면의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다수의 연구(김경석, 

2012; 김은아, 2010; 양종호, 2003)를 통해 팔로워십의 핵심 역량인 적극성

이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정적인 향이 지지되어 왔고, 메타분석

(Meyer, Stanley, Herscovitch, & Topolnytsky, 2002)을 통해 변혁적 리더

십과 정서적 조직몰입간의 정적인 상관이 지지된 점도 팔로워십과 변혁적 리

더십 간의 접한 관계가 추정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감안

하여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팔로워십 척도와 변혁적 리더십과의 변별력 검

증이 이루어졌다. 변혁적 리더십이 최근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는 리더십 개념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이러한 변별성 검증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팔로워십 척도가 리더십과 차별화되는 개념으로서 향후 팔로워

십 고유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서의 의미를 검증한다는 의의도 지니

고 있다.  

법칙타당도는 이해타당도라고도 하며,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개념이 이론 혹

은 가설 내에서 지니는 역할에 따라 다른 개념에 대해 법칙적 관련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Cronbach & Meehl, 1955). 즉, 연구의 대상이 개념적으로 

관련있는 변인과 예상되는 방식으로의 상관이 나타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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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의 팔로워십 연구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팔로워십과의 정적 상

관이 보고되어 온 개념인 조직몰입(김은아, 2010; 김종철, 2012)과 직무만

족(구옥희, 최옥순, 2000; 김용모, 2011)을 대상으로 법칙타당도를 검증하

다.  

조직몰입은 특정 조직에 대한 동일시와 관여의 상대적 강도로써 조직의 목

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믿음과 수용, 조직을 위한 상당한 노력의 의지, 조직

의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강한 의지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Mowday, 

Steers, & Porter, 1979). 조직몰입은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

입 등의 세 가지 하위 구성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Allen & Meyer, 1990). 

각 하위 요인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정서적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정

서적 애착, 조직과의 동일시, 조직에 대한 관여 등을 기반으로 하고, 지속적 

몰입은 조직을 떠날 경우의 비용을 기반으로 한 몰입이며, 마지막으로 규범

적 몰입은 조직잔류에 대한 의무감과 연계된 개념이다(Allen & Meyer, 

1990). 이러한 하위 요인들 간의 차별적 특성으로 인해 팔로워십과의 상관

도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김경석, 2012; 김은아, 2010). 본 연구에

서는 정서적 조직몰입에 초점을 맞춰 검증하 다. 이는 지속적 몰입과 규범

적 몰입이 정서적 몰입 대비 주요 조직 관련 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진다

는(Dunham, Grube, & Castaneda, 1994) 점과, 한국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적 몰입 대비 측정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Ko, Price 

& Mueller, 1997; Lee, Allen, Meyer, & Rhee, 2001) 점이 고려되었다.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포괄적 느낌, 또는 직무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일

련의 태도들(Spector, 1997), 혹은 조직구성원이 직무에 대해 긍정적, 부정

적으로 지각하는 심리적 지각(Locke, 1976)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직무만

족은 조직 및 조직구성원이 중요시 하는 리더십, 직무성과, 조직몰입, 삶의 

만족 등의 다양한 변인들과 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어(김호균, 2007; 서인

덕, 정시 , 2007; 황윤용, 정진철, 2005; Babin & Boles, 1996; Ir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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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ett, 1972) 조직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증분타당도는 Kelley(1992)의 팔로워십 변인을 통제하고도 정서적 조직

몰입과 직무만족에 대해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

을 통해 검증하 다. 한편, 팔로워십 연구가 부진한 상황에서 조직몰입과 구

성원의 만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리더십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연구들(예: 

김용재, 김종완, 2008; 김호균, 2007; Lok & Crawford, 2004; Podsakoff et 

al., 1990)이 진행되어 온 상황을 고려하여 변혁적 리더십 통제하의 중분타

당도를 추가적으로 검증하 다. 리더십에 대한 전통적(낭만적) 관점에 따르

면, 리더십은 다양한 수준의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인이다

(Meindl, Ehrlich, & Dukerich, 1985). 즉, 조직성과를 창출하는 근본 원인

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리더십을 가장 유력한 요인으

로 추정하곤 한다(Meindl & Ehrlich, 1987). 이처럼 리더십이 주요 조직 유

효성 변수의 예측변수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온 점과 조직성과에 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서 지각되어 온 상황을 고려할 때 리더십 통제하의 

증분타당도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은 그 의의가 있다.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고정적 지위가 아닌 역할 관점의 상대적 개념이라는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조직의 수행에 향을 미치는 리더십 수준은 특정 지위의 구성원에 한정

된 것이 아닌 조직 구성원 전반의 리더십 수준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 자신의 리더십을 통제한 팔로워십의 증분타당도를 검

증하는 것은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상대적인 역할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연구의 관점, 그리고 조직의 성과를 리더십 일변도로 설명 및 예측하고자 하

는 낭만적 리더십 관점에서 탈피하여 팔로워십 고유의 역을 확보함으로써 

조직 현상의 설명과 예측에 있어서 보다 균형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의의가 반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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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대상 

 

연구2-1에서 투입되었던 373개의 표본이 분석에 투입되었다. 먼저, 탐색

적 요인분석에 투입된 193개의 표본과 확인적 요인분석에 투입되었던 180

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측정동일성 검증과 잠재평균분석

을 실행함으로써 팔로워십 척도의 교차타당성을 검증하 다. 이어서 전체 표

본을 대상으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 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

석에 투입된 각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앞서 표 16과 표 17에 각각 제시

되었다. 구성타당도 검증에 투입된 전체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22와 

같다.   

 

표 22. 구성타당도 검증 피험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항목 구분 인원수(명) 백분율(%) 

성별 
남자 
여자 

313 
 60 

83.9 
16.1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50 
186 
120 
 17 

13.4 
49.9 
32.2 
 4.6 

학력 
고졸 
대졸 

대학원졸 

 39 
207 
127 

10.5 
55.5 
34.0 

직급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68 
79 
86 
71 
48 
21 

18.2 
21.2 
23.1 
19.0 
12.9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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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측정동일성 검증과 잠재평균분석은 AMOS 20.0 프로그램의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여 실시했다. 이어서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일련의 타당도 검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했다.  

 

측정도구 

 

척도 타당화를 위해 측정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모든 변수의 측정은 리

커트 타입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 상당히 그렇지 않다 3. 약간 그

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상당히 그렇다 6. 완전히 그렇다)를 사용하

다. 

 

팔로워십(1) 

Kelley(1992)는 다수의 기업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조직에서 

가장 효과적인 팔로워는 ‘독립적/비판적 사고’와 ‘적극적/주도적 참여’가 공히 

높다고 제안했다. Kelley는 이러한 제안을 기반으로 독립적/비판적 사고 측

면 10문항과 적극적/주도적 참여 측면 10문항을 측정하는 총 20문항의 척

도를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는 Kelley(1992)의 척도를 번역하여 적용한 

국내 연구들(강지은, 2011; 김희봉, 2013; 홍은결, 2012)의 문항을 전반적으

로 검토한 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 다. 독립적/비판적 사고 차원의 

주요 문항으로는 “나는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

스로 찾고 판단한다”, “나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상사에게 의존하기 보

다는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나는 상사가 기획안, 아이디어 등을 검

토할 때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등이 있다. 

적극적/주도적 참여 차원의 주요 문항으로는 “나의 일에 대한 열의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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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동료들도 활기차게 만든다”, “나의 상사는 나의 능력을 믿고 어려

운 업무를 자주 맡긴다”, “나는 상사의 요구, 목표, 제약 등을 이해하고, 그것

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등이 있다. 20개 항목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39 이었다.  

 

팔로워십(2) 

박민생과 장 철(2010)은 팔로워십 유형화를 위한 주요 요인으로 ‘능력

(직무 성숙도)’과 ‘의욕(심리적 성숙도)’의 두 가지 측면을 제안했다. 이들은 

당초 요인 별로 10문항씩 총 20문항을 개발하 으나, 요인분석을 통해 능력 

요인 10문항과 의욕 요인 6문항을 채택하 다. 본 연구는 이들 16문항을 부

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 다. 능력 차원의 주요 문항으로는 “나는 나만의 

직무지식을 적극적으로 발휘한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제기

한다”, “나는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과정 및 절차를 알고 있다” 등이 있다. 

의욕 차원의 주요 문항으로는 “나는 일을 단순히 떠맡는 것이 아니라, 왜 해

야 하는지를 생각한다”, “나는 리더에게 의존해서 일을 해결하기 보다는 스

스로 해결하려고 한다”, “나는 주어진 일보다 더 하고 싶고, 잘하고 싶다” 등

이 있다. 16개 항목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0 이었다.  

 

과업수행 

김도 과 유태용(2002)이 과업수업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을 참

조하여 개발한 6개의 문항을 사용하 다. 주요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맡은 

업무를 항상 정확하고 깔끔하게 처리한다”, “나는 업무에서의 목표를 항상 

달성한다”, “나는 업무에서 타인과 구별되는 전문성을 발휘한다” 등이 있다. 

6개 항목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9 이었다. 

 

맥락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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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수행은 Goodman과 Svyantek(1999)의 맥락수행 척도 16개 문항(이

타성 7문항, 성실성 9문항) 가운데 이타성 5문항, 성실성 6문항을 본 연구

의 목적에 적절하도록 보완하여 사용했다. 주요 문항으로는 “나는 동료가 결

근, 휴가, 교육 등으로 부재중일 경우 부서와 그 동료를 위해 기꺼이 도움을 

준다”, “나는 직무 상 공식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어도 회사에 도움이 된

다면 자발적으로 한다”, “나는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는 동료를 도와준다” 

등이 있다. 내적 신뢰도를 감안하여 최종 확정된 9개 항목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55 이었다.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는 문항은 Bass와 Avolio(1992)가 MLQ(Bass 

& Avolio, 1990)의 축소판으로 개발한 MLQ-6S 척도를 김남현이 번역한 

것(Northouse, 2013) 가운데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는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 다. 본 척도가 팔로워십과의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관리자 뿐만 

사원, 대리 등의 하위 직급 구성원도 응답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문항내용

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 다.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요 문항으로는 “나는 부하(다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을 기분 좋게 

느끼도록 한다.”, “부하(다른 사람)들은 나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을 자

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소외당하고 있는 듯한 부하(사람)들에게 개인

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등이다. 12개 항목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는 .933 이었다.  

 

정서적 조직몰입 

정서적 조직몰입을 측정하는 문항은 임미하(2006)가 Meyer와 Allen 

(1997)의 척도 가운데 정서적 몰입을 번역하여 사용한 6문항을 사용하 다. 

주요 문항으로는 “나는 현재 직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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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할 것이다”, “나는 우리 조직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한다”, “나는 조

직에서 가족과 같은 친 함을 느낀다” 등이다. 6개 항목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97 이었다. 

 

직무만족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문항은 임미하(2006)가 Brayfield와 Rothe(1951) 

가 개발한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축소 버전인 6개 문항의 척도를 번

역하여 사용한 것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 다. 축소 버전은 전체 내

용 중에서 대표성을 지닌 문항을 다시 축약시킨 것으로서 Agho, Price & 

Mueller(1992)와 Brooke, Russell, & Price(1988) 등의 연구에서 신뢰성

과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주요 문항으로는 “나의 일은 지루하지 않고 대체로 

재미있다”, “나는 현재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현재의 나의 일에 매우 만족한다” 등이다. 6개 항목의 신뢰

도 계수(Cronbach's α)는 .932 이었다. 

 

 

결  과 

 

측정동일성 검증과 잠재평균분석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교차타당성 분석의 상황은 검증표본이 동일 모집단인

지의 여부와 검증대상 모형이 단일모형인지의 여부에 의해 모형 안정성

(model stability)(동일 모집단/단일모형), 모형 선정(model selection)(동일 

모집단/모형비교), 타당성 확장(validity extension)(다른 모집단/단일모형), 

타당성 일반화(validity generalization)(다른 모집단/모형비교)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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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Diamantopoulos, Siguaw & Siguaw, 2000). 본 연구의 경우 탐

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단일 모형을 동일한 모집단에서 수집된 후 분

할된 표본에 대해 적합시켰을 때의 적합도를 평가하 으므로 모형안정성 분

석에 해당된다.  

교차타당성 검증을 위해 측정모형의 configural invariance, weak 

factorial invariance, strong factorial invariance, strict factorial 

invariance 검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먼저, 모든 모수에 대해 자유로운 

추정을 허용하는 configural invariance 검증을 실시했다. 두 집단의 적합도

(193명 표본: χ (167, n=193)=293.376, RMSEA=.063, CFI=.948, 

TLI=.935, 180명 표본: χ (167, n=180)=285.156, RMSEA=.063, 

CFI=.946, TLI=.932)가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두 집

단 간에 어떤 동일화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초모형의 적합도가 표 24에 나

타난 바와 같이 RMSEA .044를 비롯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

라 configural invariance가 수용되었다. configural invariance가 성립하 으

므로 이어서 weak factorial invariance 검증을 시행하 다. weak factorial 

invariance 검증은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경로(요인부하량)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이 기초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나빠지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경

로에 제약을 가한 모형2와 기초모형은 내포 관계이므로, 모형적합도의 비교

를 위해 χ  차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 결과 모형2와 기초모형의 간

명성(∆d.f.=14)을 감안한 설명량의 차이(∆χ =20.54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유의수준 .05에서 23.68 이상)에 미치지 못 해 weak factorial 

invariance가 수용되었다. 다음 단계로 strong factorial invariance를 검증

하 다. strong factorial invariance는 표 23의 weak factorial invariance 

모형(모형2)과 각 측정변수의 절편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한 strong 

factorial invariance 모형(모형3)을 비교하여 검증하 다. 검증 결과 모형3

과 모형2의 간명성(∆d.f.=21)을 감안한 설명량의 차이(∆χ =29.726)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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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유의수준 .05에서 32.67 이상)에 미치지 못 해 

strong factorial invariance가 수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요인부하량, 절편, 그

리고 요인분산에 모두 동일성 제약을 가한 strict factorial invariance을 검

증하 다. 모형을 분석한 후 strong factorial invariance 모형과 비교한 결

과 표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형4와 모형3의 간명성(∆d.f.=7)을 감안한 

설명량의 차이( ∆χ =5.23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유의수준 .05에서 

14.07 이상)에 미치지 못 해  strict factorial invariance가 확보되었다. 

 

표 23.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d.f. TLI CFI RMSEA 

모형1 configural invariance (기초모형) 578.534 334 .933 .947 .044 

모형2 weak factorial invariance 599.078 348 .934 .946 .044 

모형3 strong factorial invariance 628.804 369 .936 .944 .044 

모형4 strict factorial invariance 634.034 376 .938 .944 .043 

 

상기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두 집단 간의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했다. 

strict factorial invariance가 지지되었으므로, 두 집단간에 관찰된 평균 차이

는 잠재변인에 대한 집단 간 실제 차이를 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두 집단의 잠재변수 평균값의 차이를 산출한 결과 표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 평균값 차이의 유의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아 두 집단 간의 팔로워십 역량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figural invariance 검증부터 잠재평균 차이 분석에 이르는 일련의 검

증을 통해 두 집단에서 측정도구와 절편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각 팔로워십 역량의 분산과 평균 수준도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하 다. 분석

에 투입된 표본이 IT제조, 통신, 서비스 등의 산업분야에서 운 중인 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음을 감안할 때, 본 연구를 통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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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된 팔로워십 척도가 이러한 국내의 대표적인 산업 분야의 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팔로워십을 측정할 수 있는 안정성을 지닌 척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4. 잠재변수 평균값 차이 분석 

 잠재변수 평균값의  

차이(절대값) 
유의수준(p) 

주도적 책임수행 .035 .543 

상생 .005 .923 

진정성 .095 .133 

직무열의 .085 .249 

조직제도 순응 .024 .715 

업무능력 .097 .155 

성실성 .016 .767 

주. χ  = 616.500 , d.f. = 362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역량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김진모, 2001). 그런데 조직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크

게는 직업군, 직군 등에 의해서, 작게는 각 구성원에게 주어진 세부 직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직업군, 직군, 직무 특성 등에 큰 변화

가 없더라도 직위의 상승에 따라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변화하게 된다. 

즉, 직위가 상승함에 따라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량보다는 조직에 

대한 고려, 사업환경 분석, 거시적 통찰력, 균형적 판단, 책임감 등의 역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된다(양대현, 이찬, 2013; 이규하, 김정근, 2013). 이

러한 관점을 고려할 때 팔로워십 역량도 직위에 따라 다른 수준이 나타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직급별로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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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에 대한 고려 하에 개발 및 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직위에 따

른 팔로워십 수준에 대한 정보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과 더불어 

조직이 지향하는 역량의 강화를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

의가 있다.  

직위에 따른 잠재평균분석을 위해 상기의 분석에 투입된 373명의 표본을 

저직급 집단과 고직급 집단으로 분류하 다. 과장 이하의 저직급 집단이 

233명으로 62.5%, 차장 이상의 고직급 집단이 140명으로 전체 표본의 

37.5%를 차지했다. 두 집단의 적합도(저직급: χ (167, N=233)= 348.946, 

RMSEA=.069, CFI=.936, TLI=.920, 고직급: χ (167, N=140)= 258.244, 

RMSEA=.063, CFI=.947, TLI=.933)가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

난 가운데, 저직급과 고직급 집단 간에 어떤 동일화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

초모형의 적합도가 표 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RMSEA .047을 비롯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configural invariance가 수용되었다. 

configural invariance가 성립하 으므로 이어서 weak factorial invariance 

검증을 시행하 다. 요인부하량에 제약을 가한 모형2와 기초모형은 내포

(nested) 관계이므로, 모형적합도의 비교를 위해 χ  차이에 대한 검증을 실

시했다. 검증 결과 모형2와 기초모형의 간명성(∆d.f.=14)을 감안한 설명량

의 차이(∆χ =18.028)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유의수준 .05에서 23.68 

이상)에 미치지 못 해 weak factorial invariance가 수용되었다. 다음 단계로 

strong factorial invariance를 검증하 다. strong factorial invariance는 표 

25의 모형2와 각 측정변인의 절편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3을 비교하

여 검증하 다. 검증 결과 모형3과 모형2의 간명성(∆d.f.=21)을 감안한 설

명량의 차이(∆χ =57.83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유의수준 .05에서 32.67 

이상) 나타났다. 하지만, 요인부하량과 절편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요인부하량에만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에 비

해 나빠지지 않으면 strong factorial invariance는 수용 가능하다(김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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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홍세희, 2006). 본 연구의 경우 RMSEA, TLI 등의 적합도 차이가 

미미하므로, 모형3의 strong factorial invariance가 수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요인부하량, 절편, 그리고 요인분산에 모두 동일성 제약을 가한 strict 

factorial invariance을 검증하 다. 모형을 분석한 후 strong factorial 

invariance 모형과 비교한 결과 표 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형4와 모형3의 

간명성(∆d.f.=7)을 감안한 설명량의 차이(∆χ =9.402)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유의수준 .05에서 14.07 이상)에 미치지 못 해 strict factorial 

invariance가 수용되었다. 

 

표 25. 저직급과 고직급의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d.f. TLI CFI RMSEA 

모형1 configural invariance(기초모형) 602.278 334 .925 .940 .047 

모형2 weak factorial invariance 620.306 348 .928 .940 .046 

모형3 strong factorial invariance 678.139 369 .923 .932 .048 

모형4 strict factorial invariance 687.541 376 .924 .924 .047 

 

상기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두 집단 간의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했다. 표 

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역량들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일부 

역량들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상생, 조직제도 순응, 성실성 등은 직

급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직무열의는 유의수준 .05에

서 고직급이 저직급 대비 높게 나타났고, 주도적 책임수행, 진정성, 업무능력 

등은 유의수준 .01에서 고직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팔로워십 척도가 저직급과 고직급 간에 동일한 방식으

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또한 잠재평균 차이 분석을 통해 직급이 상

승함에 따라 유의하게 상승하는 팔로워십 역량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팔로

워십 역량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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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저직급과 고직급의 잠재변수 평균값 차이 분석 

 잠재변수 평균값의 차이 유의수준(p) 

주도적 책임수행 .206 .001 

상생 .020 .716 

진정성 .211 .001 

직무열의 .169 .018 

조직제도 순응 .113 .088 

업무능력 .277 .001 

성실성 .039 .474 

주 1. χ  = 643.670 , d.f. = 362 

주 2. 저직급 집단의 잠재변수 평균을 0으로 지정하여 분석함. 

 

구성타당도 검증 

 

개발된 팔로워십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수렴타당도, 변별타

당도, 법칙타당도, 예측타당도, 증분타당도 등을 검증하 다. 

상이한 측정도구에서 얻어진 동일 개념 구성체에 대한 점수가 일치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한 수렴타당도 검증은 Kelley(1992)의 팔로워십 척도와 박

민생과 장 철(2010)의 척도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 27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본 연구의 팔로워십 척도는 기존의 팔로워십 척도들과 .80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지지되었다. 하지만 상이한 개념구성체를 

측정한 측정도구 간의 불일치를 확인하는 변별타당도 검증 결과 상관관계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지지되지 않았다. 이에 보

다 엄격한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추가검증을 실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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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팔로워십의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검증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팔로워십 수행 
변혁적 리더십 

팔로워십1 팔로워십2 과업수행 맥락수행 

.829
**

 .805
**

 .608
**

 .714
**

 .722
**

 

주 1. ** p<.01 수준에서 유의 

주 2. 팔로워십1=Kelley(1992)의 척도, 팔로워십2=박민생과 장 철(2010)의 척도 

 

먼저 팔로워십과 변별타당도 검증 변수 세 가지를 투입한 모형에 대해 4

요인과 1요인을 적용한 경우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각각 실시했다. 추정법은 

최대우도법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표 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4요인 모형은 

RMSEA가 .072로 양호하고, 기타 지수들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1요인 모형은 지수들이 수용 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보다 세 한 검증을 위해 팔로워십과 과업수행, 팔로워십과 맥락수행, 팔로

워십과 변혁적리더십 둥의 세 가지 모형을 대상으로 각각 2요인과 1요인을 

적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검증 결과 세 가지 모형 모두에 대해서 

2요인으로 지정한 경우 주요 적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팔로워십과 해당 변수를 단일 요인으로 지정한 경우 RMSEA

가 .133~ .176 수준으로 나타났고, 기타 지수들도 악화되어 모형이 수용 가

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세 가지 검증 

대상 변인이 모두 팔로워십과 변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 다. 

 

표 28.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투입 변인 요인수 χ2 d.f. TLI CFI RMSEA 

팔로워십/과업수행/ 
맥락수행/변혁적리더십 

4요인 314.917 108 .943 .954 .072 

1요인 1066.904 114 .750 .79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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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십/과업수행 
2요인 99.508 30 .951 .967 .079 

1요인 387.365 31 .755 .831 .176 

팔로워십/맥락수행 
2요인 98.474 29 .952 .969 .080 

1요인 225.993 30 .869 .913 .133 

팔로워십/변혁적리더십 
2요인 137.679 42 .953 .964 .078 

1요인 336.041 43 .859 .890 .135 

 

법칙타당도와 증분타당도는 다수의 국내 팔로워십 연구들이 준거 변인으로

서 검증해 온 정서적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분석결과 

팔로워십은 유의수준 .01에서 정서적 조직몰입과 .704, 직무만족과 .635의 

정적 상관이 나타나 기존의 팔로워십 연구들(구옥희, 최옥순, 2000; 김용모, 

2011; 김은아, 2010; 김종철, 2012)과 일치하는 관계적 방향성을 보임으로

써 법칙타당도가 지지되었다. 이어서 가장 대표적인 Kelley(1992)의 팔로워

십 척도를 통제하고도 본 연구의 팔로워십 척도가 추가적으로 유의한 설명량

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정

서적 조직몰입(표 29)과 직무만족(표 30) 공히 유의한 수준의 추가적 설명

력이 나타남에 따라 증분타당도가 지지되었다. 한편, 팔로워십의 하위 역량 

가운데 어떤 부분이 Kelley 척도 통제 시의 증분설명력에 유의한 기여를 하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의 마지막 단계에서 팔로워십을 하위 역량별로 투

입한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신규 척도가 전반적으

로 유의한 증분설명력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 주요 준거변인에 대한 추가적

인 설명력의 기반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 다. 이는 구체적인 개별 역량

의 측정과 육성이 필요한 실무 역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정서적 조직몰입에는 직무열의(β= .332, 

p < .001), 성실성(β= -.236, p < .001), 상생(β= .185, p < .05), 주도적 

책임수행(β= .169, p < .05) 등의 하위역량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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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직무열의(β= .414, p < .001)와 성실성(β= -.147, p < .001)이 유의

하게 나타났다. 즉, 두 가지 준거변인에 대한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직무열의

와 성실성이 증분설명력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29. 정서적 조직몰입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Kelley 척도 효과 통제) 

 B 표준오차 β  ∆  

모형1      

  인구통계변수    .029  

모형2    .306 .276
***

 

  인구통계변수      

  Kelley의 팔로워십  .845 .070 .544
***

   

모형3    .329 .023
***

 

  인구통계변수      

  Kelley의 팔로워십  .496 .119 .319
***

   

팔로워십 .492 .137 .275
***

   

주1. *** p<.001 수준에서 유의 
주2. 인구통계변수=성별, 연령, 학력  
 

표 30. 직무만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Kelley 척도 효과 통제) 

 B 표준오차 β  ∆  

모형1      

  인구통계변수    .055  

모형2    .435 .381
***

 

  인구통계변수      

  Kelley의 팔로워십  .955 .061 .639
***

   

모형3    .461 .025
***

 

  인구통계변수      

  Kelley의 팔로워십  .604 .103 .404
***

   

팔로워십 .494 .119 .287
***

   

주1. *** p<.001 수준에서 유의 
주2. 인구통계변수=성별, 연령,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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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변혁적 리더십의 통제 하에 팔로워십을 투입했을 경우도 추가적 설

명량이 유의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증분타당도 검증을 추가적으로 실시했다. 

검증 결과 정서적 조직몰입(표 31)과 직무만족(표 32)에 대한 분석에서 모

두 유의한 수준의 추가적 설명력이 나타났다. 한편, 팔로워십의 하위 역량 

가운데 어떤 부분이 변혁적 리더십 변인 통제 시의 증분설명력에 유의한 기

여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의 마지막 단계에서 팔로워십을 하위 역량

별로 투입한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정서적 조직몰입에는 직

무열의(β= .364, p < .001), 성실성(β= -.238, p < .001), 주도적 책임수

행(β= .249, p < .01), 상생(β= .200, p < .01)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직무만족에는 직무열의(β= .463, p < .001), 성실성(β= -.146, p < .01), 

업무능력(β= .125, p < .05)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앞서 Kelley의 팔로

워십을 통제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준거변인에 대한 분석에서 공통적

으로 직무열의와 성실성이 증분설명력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표 31. 정서적 조직몰입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변혁적 리더십 효과 통제) 

 B 표준오차 β  ∆  

모형1      

  인구통계변수    .029  

모형2    .194 .165
***

 

  인구통계변수      

  변혁적 리더십  .617 .071 .414
***

   

모형3    .300 .106
***

 

  인구통계변수      

변혁적 리더십  .107 .095 .072   

팔로워십 .865 .116 .484
***

   

주1. *** p<.001 수준에서 유의 
주2. 인구통계변수=성별, 연령,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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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직무만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변혁적 리더십 효과 통제) 

 B 표준오차 β  ∆  

모형1      

  인구통계변수    .055  

모형2    .260 .206
***

 

  인구통계변수      

변혁적 리더십 .663 .066 .462
***

   

모형3    .412 .151
***

 

  인구통계변수      

변혁적 리더십 .076 .084 .053   

팔로워십 .996 .102 .579
***

   

주1. *** p<.001 수준에서 유의 
주2. 인구통계변수=성별, 연령, 학력  
 

 

논  의 

 

측정동일성 검증과 잠재평균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팔로워십 척도가 국내

의 전형적인 리기업에 재직중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척도

임이 확인되었다. 즉, IT제조, 통신, 서비스 등 현재 국내 산업계의 중추를 

이루는 업종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샘플을 표본분할법(split-sample 

approach)에 의해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 4단계의 동일성 

검증이 모두 수용되었고, 이러한 동일성을 기반으로 시행한 잠재평균분석에

서 팔로워십의 모든 하위 역량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잠재평균의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에 투입된 표본이 373개로 대규모 표본이 아닌 상

황에서, 본 표본이 국내 리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들의 가장 전형적인 팔

로워십 특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팔로워십 연

구와 고유의 팔로워십 척도 개발이 활발하지 못 한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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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발된 척도가 측정동일성 검증을 통해 교차타당성이 확인됨으로써 모형

의 안정성이 통계적으로 검증되고, 추정표본(calibration sample)과 검증표

본(validation sample) 간에 유의한 잠재평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향후 국내 팔로워십 연구의 활성화 및 보다 다양한 관점과 맥락이 고려된 척

도 개발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저직급과 고직급 집단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직급 간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역량과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 역량

이 확인된 점은 인적자원개발 전략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역량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

선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의 집합체(Parry, 1996)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해 온 동시에 조직에서 시행하

는 각종 교육과 훈련을 더 많이 이수한 고직급 구성원의 역량수준이 저직급 

구성원 대비 높아질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반

면 상생, 조직제도 순응, 성실성 등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즉, 해당 역량이 조

직에서 중요시 하는 역량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과 대응은 달라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직급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저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동일하게 역량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라도, 이러한 결과가 두 집단의 수준이 모두 낮기 때문인지, 모두 

중간 정도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모두 높기 때문인지에 따라 각각 다른 해석

과 차별적인 대안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팔로워십의 구성개념과 팔로워십을 측정하는 변수 사이의 일치성을 검증하

기 위해 시행한 일련의 구성타당도 검증 결과도 양호하게 나타났다. 가장 대

표적인 팔로워십 척도로써 다수의 기존 연구들이 활용해 온 Kelley(1992)

의 척도와 높은 수렴타당도를 보이면서도, 주요 준거변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력을 보임으로써 증분타당도가 확인된 점은 본 척도가 팔로워십 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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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전형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고유의 측면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 결

과이다. 또한 최근 가장 활발한 연구되고 진행되고 있는 리더십 개념 가운데 

하나인 변혁적 리더십과의 변별타당도가 검증되고, 변혁적 리더십의 통제 하

에 주요 조직 유효성 변인에 대한 증분타당도가 검증된 것은 향후 조직 연구

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리더십 연구가 팔로워십 연구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팔로워십이 고유의 설명력을 지닌 개념으로서 조직현상을 진

단, 설명, 예측하는데 있어서 리더십과 더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개

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특정 직위나 직책에 

수반되는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대부분의 조직 구성원이 직무수행 상의 상

호작용의 맥락에 따라 탄력적, 통합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역할’ 이라는 관점

에서 볼 때 리더십과의 변별타당도와 증분타당도가 모두 수용된 점은 향후 

두 개념에 대한 보다 균형적인 접근을 위한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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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 팔로워십이 경력성공과 수행에 미치는 향 

 

연구 2-2를 통해 팔로워십 쳑도의 주요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특히, 법칙

타당도 검증을 통해 새로 개발된 척도가 준거변인으로 검토된 정서적 조직몰

입과 직무만족에 대해 기존 팔로워십 연구들의 가설적 관계의 방향과 일치하

는 상관이 나타남을 확인하 고, 증분타당도의 검증을 통해 기존의 팔로워십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이들 준거변인에 대해 유의한 추가적 설명력이 있

음을 확인하 다. 이처럼 기존의 팔로워십 연구에서 준거 변인으로서 대표적

으로 검증되어 온 정서적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대한 법칙타당도와 증분타

당도가 검증됨에 따라 연구 2-1을 통해 개발된 척도의 기본적인 타당성과 

개발의 의의가 확인되었다.  

연구 3은 팔로워십이 경력성공과 수행에 미치는 향을 검증함으로써 개

발된 척도의 예측 타당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증하고, 실무 역에서의 활

용성을 제고하고자 시행되었다. 먼저 경력성공을 준거변인으로서 검증한 배

경은 다음과 같다. 구성원들이 팔로워십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함으로써 궁극

적으로 조직의 성과창출에 기여하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팔로워십이 구

성원들이 조직생활을 통해 추구하는 주요 목표인 경력성공에 긍정적인 향

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구성원들의 경력성공 지각이 인적자원으로서

의 본인의 가치(Stumpf, 2007, 2010)와 역량(Chang, Ferris, Johnson, 

Rosen, & Tan, 2012)에 대한 평가, 경력만족(Judge, Cable, Boudreau, & 

Bretz, 1995), 직무만족(Judge, Higgins, Thoresen, & Barrick, 1999) 등을 

반 한다는 점에서 팔로워십의 경력성공에 대한 정적인 향이 구성원의 긍

정적인 태도와 동기부여를 통해 조직 차원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경력성공은 개인의 업무경험을 통한 긍정적 업무경험 및 심리적 성과가 

누적된 결과이다(Ng, Eby, Sorensen, & Feldman, 2005). 경력성공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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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경력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경력성공은 

제3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관찰되고, 측정되고, 검증될 수 있는 반면, 주관적 

경력성공은 당사자만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Hughes, 1937, 1958) 

점에서 두 가지 경력성공 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경

력성공에 대한 연구는 승진, 급여 등의 객관적 경력성공에 보다 초점이 맞추

어져 왔다. 일례로 1980년부터 1994년 사이에 주요 저널에 실린 경력성공 

관련 논문 가운데 75% 이상이 객관적 경력성공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었다

(Arthur & Rousseau, 1996). 이러한 연구의 편향이 나타난 것은 승진과 급

여 등의 객관적 경력성공 요인들이 측정의 용이성과 자료의 신뢰성 측면에서 

주관적 경력성공 대비 우수함은 물론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이 조직생활을 통

해 추구하는 핵심적인 경력성공의 지표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조

직환경의 변화로 경력만족, 고용가능성, 경력상의 성취에 대한 주관적 판단, 

자신의 역량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을 반 하는 주관적 경력성공(Stumpf & 

Tymon, 2012)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관적 경력성

공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경력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이러한 차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두 가지 경력

성공 변수 각각에 대한 팔로워십의 향력을 검증하 다.  

먼저 객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객관적 경력성공의 대표적

인 지표로는 승진, 급여 등의 가시성이 높은 변수들이 있다. 이러한 변수들

이 기본적으로 실적과 역량에 대한 평가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성원의 

높은 팔로워십 역량 수준과 객관적 경력성공 간의 접한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연구 2-2의 법칙타당도와 증분타당도 검증을 통해 팔로워십이 직무만

족과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정적인 향이 확인되었는데, 직무만족의 직

무성과에 대한 정적인 향(Judge, Thoresen, Bono, & Patton, 2001)과 정

서적 조직몰입의 주요 조직성과에 대한 정적인 향(Meyer et al., 2002)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팔로워십 역량은 조직의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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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으로서 객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정적인 향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팔로워십이 경력성공과 수행에 미치는 향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 

먼저 팔로워십의 향을 단독으로 검증한 후, 이어서 리더십의 향을 통제

하고도 팔로워십의 유의한 추가적 설명력이 나타나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

다. 이는 본 연구가 조직연구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리더십에 편중되어 온 

관점이 팔로워십도 상호적, 균형적으로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 반 된 것이다. 즉, 팔로워십이 고유의 연구기반을 확

대해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 현상에 대한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균형적, 

통합적 고려를 촉진하기 위한 팔로워십 고유의 기반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

가 반 된 것이다. 그런데 흔히 구성원의 수행, 태도, 정서 등을 예측하는 연

구에 있어서 구성원 당사자의 리더십 보다는 구성원의 상사의 리더십을 고려

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인데,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 자신의 리더십을 고려

하 다. 이는 팔로워십과 리더십이 조직 내의 지위에 따라 절대적으로 부여

되는 개념이 아니고, 대부분의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 상 발생하는 다양한 상

호작용의 상황에 대응해서 선택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역할 기반의 역량이라

는 점에서 준거변인에 대한 구성원 자신의 팔로워십과 리더십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한편, 많은 조직에 있어서 객관적 경력성공을 반 하는 승진, 

임금 등이 인사고과를 기반으로 하는데, 인사고과가 평가대상자의 성과와 함

께 역량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반 한다는 점에서 팔로워십과 리더십이 모

두 평가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구성원의 업무수행이 다양

한 수직적, 수평적 상호작용을 근간으로 하며, 따라서 상호작용의 맥락에 따

라 팔로워십과 리더십 역량을 탄력적으로 구사해야 한다는 점도 구성원 자신

의 리더십을 고려한 배경이 되었다.  

한편, 구성원의 경력성공 예측에 있어서 팔로워십과 함께 리더십을 고려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환경의 변화추세도 고려되었다. 최근 많은 조직이 

환경변화의 신속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위계적, 기능적 구



119 

조에서 구성원 간의 수평적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원활한 조정 

기제를 지닌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Cummings & Worley, 2009). 

이러한 조직구조의 변화는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적으로는 도전적인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매트릭스 구조 하에서 구성원들은 단일의 명확한 명령체

계의 부재에서 오는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을 겪기 쉽다. 또한 최근 조직구

조의 변화방향이 지향하는 유연화와 분산화는 구성원들에게 단기적, 계약적 

관점을 형성시킬 수 있다(Grabowski & Roberts, 1999). 이러한 조직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기능적 구조 대비 조직 간 경계, 역할 및 업무의 배분, 평

가의 기준 등에 있어서 모호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

구조의 변화추세 하에서, 조직의 구성원에게는 전형적으로 기대되는 팔로워

십 역량과 더불어 조직의 목표와 경 진의 관점을 고려하고, 조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 및 주도하고,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고 업무를 주도할 수 있

는 역량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형적으로 업

무와 역할의 수임과 관련된 팔로워십 변인과 함께 최근의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관리자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 전반에 걸쳐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역량으로서 리더십 변인을 고려하 다.  

리더십에는 다양한 개념과 유형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정성 리더십 변인을 선정하 다. 먼저, 진정성 리더십은 2000

년대 초반 이후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따라서 팔로워십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최근의 조직변화 상황을 적절히 반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진정성 리더십은 일방적인 지시나 지원을 기반으

로 한 전통적인 리더십 개념 대비 상호작용에 보다 초점을 맞춤으로써 구성

원들의 관점을 개방적으로 수용한다는 점(Sheldon et al., 2004)과, 낙관적이

고 유연한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Avolio, Gardner, Walumbwa, 

Luthans, & May, 2004)에서 최근 조직구조의 수평화, 팀제 확산,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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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참여 확대 등의 추세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진정성 리더

십이 지니는 수평적, 상호적, 개방적인 특성(Walumbwa et al., 2008)은 팔

로워를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 존재로 간주하며, 따라서 팔로워를 리더

와 함께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는 파트너(Chaleff, 1995; Dixon & 

Westbrook, 2003; Maroosis, 2008)로서 바라보는 팔로워십 연구의 최근 

관점을 지지한다. 세 번째로, 진정성 리더십은 윤리적 관점을 중요시 하는데, 

지시에 의해 구성원의 윤리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리더 자신이 내면화된 도덕

적 관점을 바탕으로 윤리적 역할모델이 됨으로써(Gardner, Avolio, Luthans 

et al., 2005) 구성원들을 이끈다. 즉, 진정성 리더십은 스스로가 솔선수범하

여 역할모델이 됨으로써 구성원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타인은 

물론 스스로를 이끌고 변화시키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진

정성 리더십은 자기검증과 자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욕구를 지님에 따라 구

성원들로부터의 피드백과 관여를 중요하게 여긴다(Luthans, Youssef, & 

Avolio, 2007). 이러한 특성은 구성원 상호 간의 예측가능성과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팔로

워십과 리더십이 상호작용 상의 상대적 역할을 기반으로 한 역량이라는 점에

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의 취지에 적절히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 번째로, 대표적 리더십 이론 가운데 하나인 변혁적 

리더십이 개인적 특성과 성향을 강조하는 반면, 진정성 리더십은 훈련과 학

습을 통한 역량개발을 강조한다(Bryman, 1992; George, Sims, McLean, & 

Mayer, 2007). 이러한 진정성 리더십의 개발적 관점은 본 연구에서 팔로워

십을 지속적,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역량 관점에서 조작적

으로 정의한 것과 보다 적절히 부합된다. 진정성 리더십의 이러한 특성들이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본 연구모형에 예측변인으로 적용된 리더십이 응답자

의 상사가 아닌 응답자 자신의 리더십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

의 특성에 적절히 부합되는 리더십 개념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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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팔로워십과 리더십이 절대적 지위가 아닌 역할을 기반으로 한 역량이라는 

측면과, 따라서 조직구성원의 대부분이 팔로워십과 리더십 역할을 상황에 따

라 탄력적으로 수행한다는 점, 또한 많은 조직에서 승진, 급여 등 경력성공

의 주요 근간을 이루는 요인들과 직결되는 업무평가에 있어서 개인의 팔로워

십과 리더십 역량이 동시에 고려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리더십을 팔로워십과 

함께 경력성공의 예측변인으로서 설정하 고, 진정성 리더십이 지닌 특성들

은 이러한 연구모형에 적절히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졌다. 상기의 이론적 

배경과 논의를 바탕으로 팔로워십이 객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1-1. 팔로워십은 객관적 경력성공에 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팔로워십은 진정성 리더십의 객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향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향력이 있을 것이다. 

 

주관적 경력성공은 경력성공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객관적 측면 대비 상대

적으로 부진한 연구를 보여왔지만 최근의 환경변화는 조직 연구에 있어서 주

관적 경력성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 조직구

조의 수평화, 다운사이징, 아웃소싱 등의 추세로 구성원들의 위계적 출세에 

대한 관심(Evans, Gunz, & Jalland, 1997)과 상대적 매력성(Hall, 2002)이 

과거 대비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객관적 경력성공의 기준들이 해당 

직업 분야의 임금 수준에 대한 규범적 제약, 노동시장의 조건, 경쟁상황 등 

개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요인의 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경력성공의 지표

로서의 한계가 있다는(Heslin, 2005) 측면도 있다. 반면 점차 많은 사람들이 

경력만족(Greenhaus, Parasuraman, & Wormley, 1990), 직무만족(Judge 

et al., 1999), 고용 가능성(Johnson, 2001), 업무와 개인생활의 균형

(Finegold & Mohrman, 2001) 등과 같은 주관적이고, 덜 가시적인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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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경력성공을 판단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살펴본 경력성공의 객관적 측면과 함께 주관적 측면도 검토하 다. 

높은 수준의 팔로워십 수행은 직무만족에 정적인 향을 미친다(김용모, 

2011; 양종호, 2003). 경력만족, 고용 가능성 등과 함께 경력성공의 주관적

인 측면을 반 하는 직무만족은 주관적인 경력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제

기되고 있다(Judge et al., 1999).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직업의 다양한 측면

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구성원들은 객관적인 측면의 성공을 이루어도 그러

한 성과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경력성공은 임금

과 직급수준에 대한 만족도, 현재 업무와 경력목표와의 연계성 등을 반 한

다(Greenhaus et al., 1990). 임금과 직급 자체는 제3자에 의해 관찰 및 측

정될 수 있는 지표이지만, 그러한 상태에 대한 만족수준은 주관적이고 개인

적인 것이다. 따라서 성공을 주관적으로 지각하는데 향을 미치는 정서와 

태도가 중요하다. 높은 수준의 팔로워십은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을 형성

(김은아, 2010)하고, 직무에 대한 긍정적 지각을 촉진(김용모, 2011)하는 등 

긍정적 정서와 태도에 정적인 향을 미친다. 반면, 높은 팔로워십 수행은 

소진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고은미, 2010). 소진을 겪는 구성원은 업무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이로 인한 불만족, 자아개념 저하, 좌절감 등의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Pines, Aronson, & Kafry, 1981). 이러한 논의를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높은 팔로워십 역량 수준은 업무 및 경력 상의 만족도를 제

고하고, 긍정적인 태도와 정서를 강화함으로써 경력성공의 주관적 측면에 대

한 지각에 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리더십을 지닌 구성원은 자신감, 결과수용

에 대한 자발성, 목표추구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활력, 좌절에 대한 강한 내

성(Stogdill, 1974) 등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주관적 경력성공 지각에 

대한 리더십의 정적인 향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구성원의 진정성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관적 경력성공 지각에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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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진정성 리더십은 지시에 의해 타인

을 이끌기 보다는 자신이 먼저 내면화된 도덕적 관점을 바탕으로 역할모델이 

됨으로써(Gardner, Avolio, Luthans et al., 2005) 타인을 이끄는 특징을 지

닌다. 또한 타인을 이끌기 위한 전제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 즉 

자아인식을 강조한다(Walumbwa et al., 2008). 즉, 진정성 리더십은 타인을 

파악하고 변화시키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변화시킴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긍정적인 심리능력을 촉진하고, 타인은 물론 리더 자신의 학

습과 역량개발을 강조한다(Avolio & Luthans, 2006; Walumbwa et al., 

2008). 또한 진정성 리더십은 긍정성을 기반으로 구성원들의 낙관주의, 희

망, 자기효능감, 복원력 등의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한다(Caza, Bagozzi, 

Woolley, Levy, & Caza, 2010; Woolley, Caza, & Levy, 2011). 진정성 리

더십의 이러한 특성들을 감안할 때, 진정성 리더십이 높은 구성원은 지속적

인 자기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의 역량, 고용가능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2-1. 팔로워십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팔로워십은 진정성 리더십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향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향력이 있을 것이다. 

 

한편,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측면의 경력성공이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조직

생활을 통해 추구하는 본원적인 목표라면, 수행은 조직의 성과창출을 위한 

근간으로서 조직 차원에서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대사항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경력성공과 함께 수행을 준거변인으로 

검증함으로써, 팔로워십이 구성원의 본원적 목표로서의 경력성공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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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함께, 조직 차원에서 구성원에 대한 본원적 기대로서의 수행에 미치

는 향을 검증하 다.  

과업수행은 공식적, 명시적으로 부여된 업무에 대한 수행을 의미한다. 예

를들어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 MBO)에 의해 구성원을 평가하

는 조직의 경우 리더가 팔로워들의 참여 하에 리더가 관리하는 조직 단위와 

개별 팔로워의 업무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립된 업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 바로 과업수행이다. 연구 2

를 통해 개발된 팔로워십 척도는 과업수행의 가장 직접적인 기반으로 볼 수 

있는 업무능력을 포함하고 있어 과업수행에 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팔로워십 척도에 포함된 직무에 대한 강한 열의와 적극적

인 주도 등의 특성 역시 과업수행에 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진정성 리더십의 경우 정보에 대한 균형적 처리 특성(Walumbwa et al., 

2008)이 업무추진에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업무의 수행이 기본적으로 구성원 상호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

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진정성 리더십의 상호성과 투명성에 근간을 둔 

원활한 상호작용 조성 능력은 과업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한편, 국내의 대표적 기업이 최근 입사시험 제도를 개편하면서 

창의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 고(이투데이, 2014), 그 외에도 다수의 주요 

기업들이 최근 창의성을 구성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서 간주할(유태용 

등, 2008) 정도로 최근 국내 기업들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과업수행을 강

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진정성 리더십은 이러한 창의성 기반의 과업수행에

도 긍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즉, 진정성 리더십은 보다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Luthans, Youssef, & Avolio, 2007) 다

양하고 독특한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구성원들이 낙관적인 태도와 

실패를 극복하는 긍정적인 심리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창의적인 역

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Av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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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4; Rego, Sousa, & Marques, 2012). 팔로워십과 진정성 리더십

의 과업수행과 관련된 상기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3-1. 팔로워십은 과업수행에 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팔로워십은 진정성 리더십의 과업수행에 대한 향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향력이 있을 것이다. 

 

맥락수행은 조직시민행동, 친사회적 조직행동, 조직 자발성 등과 개념 상 

매우 유사하다(김도 , 유태용, 2002). 따라서 최근에는 맥락수행과 조직시

민행동을 통칭하는 ‘시민수행행동(citizenship performance behavior)’이라

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Coleman & Borman, 2000). 맥락수행은 크게 상

호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측면과 직무에 대한 헌신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는

데(Van Scotter & Motowidlo, 1996), 이러한 구분은 조직시민행동을 이타

성과 성실성의 차원으로 구분한 것(Smith, Organ, & Near, 1983)과 유사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과업수행이 조직의 기술적인 핵심에 직/간접적으로 기

여하는 수행의 효과성을 의미하는 반면, 맥락수행은 과업수행을 지원하는 촉

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적, 사회적, 심리적 맥락을 형성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성에 기여한다는 측면(Borman & Motowidlo, 1993; Borman & 

Motowidlo, 1997)에서 보다 간접적이고 자발적인 수행이라고 볼 수 있다. 

맥락수행과 조직시민행동이 상호관계를 촉진하는 이타성과, 조직에 대한 성

실과 헌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생, 조직목표/리더입장 고려, 성실성 

등의 역량을 포함한 팔로워십이 맥락수행에 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진정성 리더십의 경우 타인에게 향력을 행사하기에 앞서 스스로에 대한 

명확한 자아인식 정립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긍정적인 심리능력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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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lio & Luthans, 2006), 도덕적 관점에 기반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상호

작용(Walumbwa et al., 2008)을 통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와 행동을 촉진한다. 한편, 진정성 리더십은 개념적으로 유사한 리더십 

개념인 윤리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통제하고도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alumbwa et al., 2008). 진정성 리더십

이 자신과 동료들의 긍정적 심리를 촉진하고, 윤리적, 개방적인 조직풍토를 

조성하는 특성은 성과에 대한 고려를 넘어 조직의 목표를 고려하고, 동료를 

배려하는 맥락수행에 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논

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가설 4-1. 팔로워십은 맥락수행에 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팔로워십은 진정성 리더십의 맥락수행에 대한 향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향력이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국내의 IT제조, 통신, 서비스 분야 기업에 정규직으

로 1년 이상 재직중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약 1,000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을 요청하 고, 235

명이 응답하 다. 응답된 설문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2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

다. 성별은 남성 86.0%, 여성 14.0%의 구성을 보 다. 연령은 평균 37.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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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20대 8.7%, 30대 54.1%, 40대 33.6%, 50대 3.5%로 30~40대가 90%

에 가까운 비중을 보 다. 직급은 사원 6.1%, 대리 24.5%, 과장 33.6%, 차

장 27.1%, 부장 5.7%, 임원 3.1%의 분포를 보 다.  

 

측정도구 

 

변수의 측정은 리커트 타입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 상당히 그렇

지 않다 3. 약간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상당히 그렇다 6. 완전히 

그렇다)를 사용하 다. 단, 객관적 경력성공의 측정변수인 업무평가(인사고

과)는 10단계 등간 척도를 사용했다.  

 

분석방법 

 

측정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0.0과 AMOS 20.0 프

로그램을 사용하 다. 먼저,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했다. 이어서 두 가지의 경력성공 개념과 두 가지의 수행 개념을 

각각 준거변인으로 상정한 총 8가지의 회귀분석 모형을 검증했다. 이 가운데 

4가지의 모형은 독립변인으로서 팔로워십만 투입한 단순회귀 모형이고, 나머

지 4개 모형은 앞서 검증한 단순회귀 모형에서 팔로워십의 향력이 유의하

게 나타난 경우, 리더십의 향을 통제하고도 팔로워십의 유의한 추가적 설

명력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중회귀 분석을 위계적으로 시행한 것이

다. 즉,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팔로워십의 경력성공과 수행에 대한 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리더십을 조직의 주요 수행 

및 성과를 설명 및 예측할 수 있는 압도적인 요인으로서 간주해 온 경향

(Gilbert & Hyde, 1988)을 고려하여,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조직연구에 

있어서의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균형적 고려로의 전환 필요성을 지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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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거로서 리더십 변인의 향을 통제하고도 팔로워십의 유의한 추가적인 

설명력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한편, 상기의 가설검증 외에 

팔로워십이 경력성공과 수행에 미치는 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실무 

역 적용에 유용한 시사점의 발굴을 위해 직급과 팔로워십의 하위 역량들을 

고려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했다. 

 

통제변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회귀모형에 있어서 기존의 경력 관련 연구들

(Erdogan, Kraimer, & Liden, 2004; Judge et al., 1995)과 마찬가지로 연

령을 통제변수로 투입하 다. 초기 및 중기 경력단계의 구성원들은 말기 단

계의 구성원에 비해 경력성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Flaherty & 

Pappas, 2002). 또한 주관적 경력성공의 하위 차원으로 흔히 거론되는 경력

만족, 직무만족 등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larke, Gerrity, Laverdiere, & Johns, 1985; Judge et al., 1995). 그 외

에,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본인의 정서를 더 잘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며(Chapman & Hayslip Jr, 2006), 부정적인 정서정보 보다는 긍정

적인 정서정보를 더 심도있게 처리한다는(Thomas & Hasher, 2006) 점에서 

연령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객관적 경력성공은 본인이 아닌 상사(평가자)

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연령에 따른 구성원의 경력성공에 대한 관심도

와 정서변화의 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본 연구에서 객관적 경

력성공의 측정변수로 업무평가(인사고과)를 적용하는 바, 구성원의 평가에 

대한 관심도와 정서가 평가를 수행하는 리더에게 간접적인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관적 경력성공과 함께 연령의 효과를 통제하 다.  

과업수행의 경우, 과업이 신속성, 복잡성, 독특성을 지닌 경우 연령의 증가

에 따른 수행의 저하가 뚜렷한 반면, 숙련된 기술을 활용하는 익숙한 과업의 



129 

경우 나이에 따른 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Salthouse, 1982: Crossley 

& Hiscock, 1992에서 재인용). 따라서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연령이 과업수행

에 미치는 향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 연령의 효과를 통제하 다. 

한편, 직무만족은 이타적 조직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강한 지지를 받아왔는

데(Organ & Konovsky, 1989), 직무만족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날 수 있다(Judge et al., 1995). 따라서, 맥락수행을 예측하는 모형 역시 

연령의 효과를 통제하 다.   

연령과 함께 직급도 통제변수로 투입하 다. 일반적인 기업들의 평가 및 

승진체계를 고려할 때, 직급의 상향에 따라 진급률이 엄격해진다. 따라서 고

직급이 저직급 대비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의 객관적 경력성공을 예상할 수 

있다. 고직급의 경우 저직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권력을 기반으로 

한 자율성과 통제력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업무환경이 주관적 경력성공 지

각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연구 2-2를 통해 고직급이 저직급 대비 

업무능력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바 과업수행에 대한 직급의 향을 

예상할 수 있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조직 차원의 고려를 기반으로 한 수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맥락수행에 대한 직급의 향을 예상할 수 있다.  

 

팔로워십 

연구 2를 통해 개발 및 타당화가 완료된 팔로워십 척도를 사용했다. 본 척

도는 ‘주도적 책임수행’요인 10문항, ‘상생’요인 7문항, ‘진정성’요인 

6문항, ‘직무열의’ 요인 4문항, ‘조직제도 순응’ 요인 4문항, ‘업무능력’ 4문항, 

‘성실성’ 3문항 등의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8개 항목의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는 .964 이었다.  

 

진정성 리더십 

진정성 리더십을 측정하는 문항은 최준원과 이병주(2014)가 Av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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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ner와 Walumbwa(2007)의 척도(Authentic Leadership Questionnaire)를 

번역하여 타인평가 관점에서 적용한 것을 자기평가 관점으로 수정하여 사용

하 다. 진정성 리더십 척도는 국내외의 연구를 통해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최항석, 이지숙, 2010; Walumbwa et al., 2008).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주요 문항으로는 “리더로서, 나는 의도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한다”, “리더로서, 내가 강하게 지지하는 입장에 도전하는 의견이나 관점도 

적극적으로 들으려 한다”, “리더로서, 나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관점

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는다” 등이다. 16개 항목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54 이었다.   

 

객관적 경력성공 

대표적인 객관적 경력성공의 지표는 승진과 급여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표들은 단순히 승진 시기, 급여 수준 등의 형태로는 경력성공 지표로서의 

의미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 즉, 객관적 경력성공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

해서는 승진 시기, 급여 수준 등이 동료 대비, 혹은 조직 내의 평균적인 수

준 대비 어떠한 수준인지가 파악되어야 한다. 그런데 동료와 대비되는 승진, 

급여 등의 수준에 대한 정보는 응답자에게 민감한 내용으로서 피험자의 부정

적 정서 유발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료와의 비교

를 배제한 상태에서 승진 시기와 급여 수준을 파악하고, 동시에 입사 시기를 

파악함으로써 응답자들의 객관적 경력성공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

다. 하지만 그러한 대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을 단일 기업으로 한정

해야 한다. 또한 단일 기업의 표본인 경우도 직군에 따라 승진과 급여체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러한 방법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은 2개 이상의 기업에서 수집되었으며, 따라서 상기의 방법을 적용하기

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 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사고과를 측

정하 다. 인사고과(업무평가)는 많은 기업에서 승진과 급여의 근간을 이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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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객관적 경력성공의 측정변수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의 표본이 수집된 기업들의 경우도 인사고과가 승진과 급여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핵심 기반임을 확인하 다. 인사고과의 세부 등급체계가 기업마

다 상이하므로 동일선상의 비교를 위해 최근 1년간의 인사고과를 10단계 척

도로 자기보고식 방법에 의해 측정하 다.  

 

주관적 경력성공 

주관적 경력성공은 총 11개의 문항으로 측정하 다. 세부적으로는 오은혜

와 탁진국(2012)이 Greenhaus 등(1990)의 경력만족 척도를 번역한 5문항, 

이동하와 탁진국(2008)이 개발한 문항 중 자신의 경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1문항, 외부 고용가능성에 대해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Johnson 

(2001)의 5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문항으로는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원하는 경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현재 원하는 경

력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만족스럽다”, “나는 남들보다 성공적

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이다. 내적 신뢰도를 감안하여 최종 

확정된 9개 항목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3 이었다.  

 

과업수행 

과업수행은 김도 과 유태용(2002)이 기존의 연구들을 참조하여 개발한 

과업수행 척도 6개 문항을 사용하 다. 주요 문항으로는 “나는 동료에 비해 

탁월한 업무 수행을 보인다”, “내가 처리한 업무의 질은 탁월하다”, “내가 맡

은 업무를 잘한다는 소리를 부서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다” 등이 있다. 6개 

항목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6 이었다. 

 

맥락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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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수행은 Goodman과 Svyantek(1999)의 맥락수행 척도 16개 문항 가

운데 이타성 3문항, 성실성 4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적절하도록 보완하여 

사용했다. 주요 문항으로는 “나는 출근시간, 점심시간 등의 규정을 잘 준수

한다”,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출근한다”, “나는 근무시

간에 개인적인 통화나 용무를 위한 시간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한다” 등이 있

다. 7개 항목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6 이었다. 

 

 

결  과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 분석 

 

표 33은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팔로워십은 진정성 리더십(r = .772, p < .01), 주관적 경력성공(r 

= .700, p < .01), 과업수행(r = .702, p < .01), 맥락수행(r = .770, p < .01) 

등과 높은 상관을 보 고, 객관적 경력성공(r = .299, p < .01)과는 낮은 수

준의 유의한 상관을 보 다. 진정성 리더십 역시 객관적 경력성공(r = .255, 

p < .01)과는 낮은 상관을 보 고, 기타 준거변인들과는 .624~.644 수준의 

상관을 보 다. 네 가지 준거 변인 간에는 .209 ~ .570 수준의 상관이 나타

났다. 

 

표 33.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신뢰도계수 

 1 2 3 4 5 6 7 8 

1. 연령         

2. 직급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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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팔로워십 .165* .140* (.964)      

4. 진정성 리더십 .079 .055 .772** (.954)     

5. 객관적 경력성공 .132* .268** .299** .255** (N/A)    

6. 주관적 경력성공 .138* .169* .700** .625** .475** (.897)   

7. 과업수행 .057 .076 .702** .624** .209** .570** (.896)  

8. 맥락수행 .084 .052 .770** .644** .230** .495** .430** (.826) 

평균 37.70 .358 4.95 4.89 7.18 4.56 4.76 5.06 

표준편차  5.94  .480  .52  .60 2.04  .71  .56  .56 
주1. * p < .05, ** p < .01 
주2. 직급: 저직급(사원/대리/과장)=0, 고직급(차장/부장/임원)=1 
주3. (   ) 값은 변인의 내적 신뢰도 계수. ‘객관적 경력성공’은 단일 변수 측정으로 부재.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팔로워십은 진정성 리더십, 주관적 경력성공, 과

업수행, 맥락수행 등과 .70을 상회하는 높은 상관을 보 다. 따라서 가설검

증을 위한 회귀분석에 앞서 팔로워십과 이들 네 변인들과의 변별성을 검증하

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표 34의 5요인 분석에 나타나듯이 

RMSEA가 .079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고, 기타 주요 적합도 지수들도 .90 

이상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변인을 하나의 요인으로 

본 경우 RMSEA가 .137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기타 적합도 지수들

도 .90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이어서 팔로워십과 나머지 네 

가지 변인 각각에 대해 2요인과 1요인을 설정한 모형을 비교한 결과 네 가

지 경우 모두 2요인의 적합도 지수들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1

요인의 경우 RMSEA가 .100을 초과하여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기타 

지수들도 1요인 대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정성 리더십과 이

들 변인들 간의 변별타당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134 

표 34. 주요 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d.f. RMSEA CFI NFI TLI 

팔로워십/진정성리더십/주관적
경력성공/과업수행/맥락수행 

5요인 365.819 152 .079 .943 .907 .929

1요인 857.205 162 .137 .814 .782 .782

팔로워십/ 
진정성리더십 

2요인 92.462 42 .073 .975 .955 .967

1요인 253.358 43 .146 .896 .878 .867

팔로워십/ 
주관적 경력성공 

2요인 72.762 29 .081 .972 .955 .957

1요인 209.527 30 .162 .886 .870 .829

팔로워십/ 
과업수행 

2요인 69.087 28 .080 .974 .958 .959

1요인 144.886 29 .132 .928 .912 .888

팔로워십/ 
맥락수행 

2요인 88.314 31 .090 .964 .945 .947

1요인 107.895 32 .102 .952 .933 .932

 

팔로워십이 객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먼저, 연령과 직급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팔로워십이 객관적 경력성공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표 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형 2에서 팔로

워십이 투입되자 유의한 설명량의 증가(ΔR2 = .073, p < .001)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1이 수용되었다.  

 

표 35. 팔로워십이 객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B 표준오차 β R2 ΔR2 
모형 1    .074  
  연령  -.023 .029 -.068   
  직급 1.325 .355     .312***   
모형 2   .147 .073*** 
  연령  -.035 .028 -.103   
  직급 1.257 .342     .295***   
  팔로워십 1.087 .248     .274***   

주.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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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분석에서는 1단계 연령/직급, 2단계 진정성 리더십, 3단계 팔로워십 

등의 순서로 변수를 투입했다. 진정성 리더십을 먼저 투입한 후 팔로워십을 

투입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조직의 현상과 성과를 설명하는 주요 개념이었던 

리더십을 넘어서는 팔로워십 고유의 설명력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

석 결과는 표 36과 같다. 인사고과가 개념적으로 구성원의 팔로워십과 리더

십 역량이 통합적으로 고려되는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검증결과 리더십의 유

의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팔로워십의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모

형 2에서 유의한 설명력이 나타났던 진정성 리더십은 모형 3에서 팔로워십

이 투입되자 유의한 설명력이 사라졌다. 반면, 팔로워십은 유의한 설명량의 

증가(ΔR2 = .017, 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2가 

수용되었다.  

 

표 36. 진정성 리더십 통제 시에 팔로워십의 객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추가적 향 

 B 표준오차 β R2 ΔR2 
모형 1    .074  
  연령 -.023 .029  -.068   
  직급 1.325 .355      .312***   
모형 2   .134 .059*** 
  연령 -.030 .028  -.086   
  직급 1.318 .344      .310***   
  진정성 리더십 .837 .213      .244***   
모형 3   .150 .017* 
  연령 -.035 .028 -.101   
  직급 1.271 .342     .299***   
  진정성 리더십 .298 .333   .087   
  팔로워십 .817 .390    .206*   

주. * p < .05, *** p < .001 

 

팔로워십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연령과 직급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팔로워십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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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표 3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형 2에서 팔로워십이 

투입되자 유의한 설명량의 증가(ΔR2 = .465, p < .001)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1이 수용되었다.  

 

표 37. 팔로워십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B 표준오차 β R2 ΔR2 
모형 1    .030  
  연령 .006 .010 .050   
  직급 .201 .126 .137   
모형 2   .496 .465*** 
  연령 -.005 .007 -.038   
  직급 .142 .091   .096   
  팔로워십 .949 .066   .692***   

주. *** p < .001 

 
진정성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향을 분석한 위계

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8과 같다. 모형 2에서 진정성 리더십이 투입되자 

유의한 설명력의 증가(ΔR2 = .378, p < .001)가 나타났다. 이어서 모형 3에

서 팔로워십이 투입되자 유의한 설명량의 증가(ΔR2 = .106, p < .001)가 나

타났다. 진정성 리더십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모형 2의 .617(p < .001) 대비 

모형 3에서 .220(p < .01)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난 점은 객관적 경력성공과 다른 부분이다. 다만, 팔로워십의 향이 리

더십의 향 대비 강하게 나타난 점은 객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분석과 동일

한 결과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가설 2-2가 수용되었다.    

 

표 38. 진정성 리더십 통제 시에 팔로워십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추가적 향 

 B 표준오차 β R2 ΔR2 

모형 1    .030  
  연령 .006 .010 .050   
  직급 .201 .126 .137   
모형 2    .409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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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000 .008   .004   
  직급 .195 .098 .133*   

진정성 리더십 .731 .061   .617***   
모형 3    .515 .106*** 
  연령 -.004 .007 -.032   
  직급 .154 .089 .105†   
  진정성 리더십 .260 .087   .220**   
  팔로워십 .714 .102   .521***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팔로워십이 과업수행에 미치는 향 

 

경력성공에 대한 분석에 이어 팔로워십이 과업수행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보았다. 표 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형 2에서 팔로워십이 투입되자 유의한 

설명량의 증가(ΔR2 = .491, p < .001)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이 수

용되었다.  

 

표 39. 팔로워십이 과업수행에 미치는 향 

 B 표준오차 β R2 ΔR2 
모형 1    .006  
  연령  .001 .008  .014   
  직급  .078 .101  .067   
모형 2    .496 .491*** 
  연령 -.007 .006 -.077   
  직급   .029 .072  .025   
  팔로워십   .772 .052    .711***   

주. *** p < .001 

 

진정성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과업수행에 대한 향을 분석한 위계적 회귀

분석의 결과는 표 40과 같다. 모형 2에서 진정성 리더십이 투입되자 유의한 

설명력의 증가(ΔR2 = .386, p < .001)가 나타났다. 이어서 모형 3에서 팔로

워십이 투입되자 유의한 설명량의 증가(ΔR2 = .121, p < .001)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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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리더십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모형 2의 .623(p < .001) 대비 모형 3

에서 .200(p < .01)으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난 

점은 주관적 경력성공과 동일한 부분이다. 과업수행에 대한 팔로워십의 향

이 리더십의 향 대비 강하게 나타난 점은 앞선 두 가지의 경력성공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가설 3-2가 수용되었다. 

 

표 40. 진정성 리더십 통제 시에 팔로워십의 과업수행에 대한 추가적 향 

 B 표준오차 β R2 ΔR2 

모형 1    .006  

  연령   .001 .008    .014*   

  직급   .078 .101   .067   

모형 2    .392 .386*** 

  연령 -.003 .006  -.033   

  직급 .073 .079    .063   

  진정성 리더십   .584 .049      .623***   

모형 3    .512 .121*** 

  연령 -.007 .006 -.072   

  직급 .038 .071   .033   

  진정성 리더십   .187 .069    .200**   

  팔로워십   .602 .081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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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워십이 맥락수행에 미치는 향 

 

팔로워십의 맥락수행에 대한 향을 분석한 결과,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모형 2에서 팔로워십이 투입되자 유의한 설명량의 증가(ΔR2 = .590, p 

< .001)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1이 수용되었다.  

 

표 41. 팔로워십이 맥락수행에 미치는 향 

 B 표준오차 β R2 Δ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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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007  

  연령   .008 .008   .087   

  직급 -.004 .100 -.004   

모형 2    .597 .590*** 

  연령 -.001 .005 -.013   

  직급 -.057 .064 -.049   

  팔로워십   .844 .046     .780***   

주. *** p < .001 

 

진정성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맥락수행에 대한 향을 분석한 위계적 회귀

분석의 결과는 표 42와 같다. 모형 2에서 진정성 리더십이 투입되자 유의한 

설명력의 증가(ΔR2 = .409, p < .001)가 나타났다. 이어서 모형 3에서 팔로

워십이 투입되자 유의한 설명량의 증가(ΔR2 = .186, p < .001)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2가 수용되었다. 모형 3에서 팔로워십의 계수가 리더십 대비 

크게 나타난 점은 앞선 분석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모형 3에서 진정

성 리더십의 회귀계수가 마지널한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점은 과업수행

과 상이한 부분이다. 맥락수행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역할을 넘어서는 조직 

차원의 고려와 동료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수행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리더십의 마지널한 효과는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2. 진정성 리더십 통제 시에 팔로워십의 맥락수행에 대한 추가적 향 

 B 표준오차 β R2 ΔR2 

모형 1    .007  

  연령   .008 .008   .087   

  직급 -.004 .100 -.004   

모형 2    .416 .409*** 

  연령   .004 .006   .038   

  직급 -.009 .077 -.008   

  진정성 리더십   .600 .048     .641***   

모형 3    .602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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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001 .005 -.010   

  직급 -.052 .064 -.045   

  진정성 리더십   .108 .062    .115†   

  팔로워십   .748 .073    .689***   

주. † p < .10, *** p < .001 

 

상기의 분석들을 통해 팔로워십의 네 가지 준거변인에 대한 향은 진정성 

리더십을 통제하고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주요 가설들이 수용되었다. 

그런데 분석 과정에서 통제변수로 고려한 직급이 경력성공 전반에 대해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행에는 유의한 향력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나 준거변인의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양상을 보 다. 또한 연구 2-2

에서는 저직급(과장 이하)과 고직급(차장 이상) 집단을 대상으로 팔로워십의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팔로워십 하위 역량들의 평균 수준이 직급 

간에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따라서 팔로워십이 경

력성공과 수행에 미치는 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했다.  

① 진정성 리더십 통제 시의 팔로워십의 추가적 설명력을 직급별로 검증 

② 팔로워십의 7개 하위 역량 각각에 대해 직급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③ 7개 하위 역량을 예측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한 분석을 직급별로 실시 

- 각 직급 내에서 준거변인에 대한 핵심 하위 역량 확인 

 

① 팔로워십이 경력성공과 수행에 미치는 향 : 직급별 분석 

 

직급별로 진정성 리더십 효과 통제시에 팔로워십의 객관적 경력성공에 대



141 

한 추가적 향력을 검증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3 및 표 44와 같

다. 두 가지 분석 공통적으로 모형 2에서 유의했던 진정성 리더십의 효과가 

모형 3에서 팔로워십이 투입되자 유의성이 사라졌다. 이는 앞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일한 결과이다. 반면,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에서는 

모형 3에서 팔로워십이 투입되자 유의한 설명량의 증가(ΔR2 = .021, p 

< .05)가 나타났으나, 직급별 분석 결과 저직급(ΔR2 = .017, p = .10)은 마

지널한 수준에 근접한 설명량 증가가 나타났고, 고직급(ΔR2 = .016, p 

= .24)은 유의한 수준의 설명량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 전반의 설명

력은 약하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팔로워십이 객관적 경력성공에 미치

는 향은 고직급 대비 저직급이 다소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팔로워십의 객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추가적 향력(저직급) 

 B 표준오차 β R2 ΔR2 
모형 1    .000  
  연령   .045 .023   .132*   
모형 2    .055   .055** 
  연령 -.019 .036 -.043   
  진정성 리더십   .760 .262    .236**   
모형 3    .073 .017 
  연령 -.032 .037 -.071   
  진정성 리더십  .245 .408  .076   
  팔로워십  .798 .487  .212   

주. * p < .05, ** p < .01 

 

표 44. 팔로워십의 객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추가적 향력(고직급) 

 B 표준오차 β R2 ΔR2 
모형 1    .015  
  연령 -.051 .045 -.123*   
모형 2    .095 .079** 
  연령 -.045 .044 -.109   
  진정성 리더십   .986 .375    .282*   
모형 3    .111 .016 
  연령 -.037 .044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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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성 리더십   .432 .594   .124   
  팔로워십   .829 .693   .205   

주. * p < .05, ** p < .01 

 

직급별로 진정성 리더십 효과 통제시에 팔로워십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

한 추가적 향력을 검증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5 및 표 46과 같

다. 두 가지 분석 공통적으로 모형 3에서 팔로워십이 투입되자 유의한 설명

력의 증가(저직급: ΔR2 = .107, p < .001, 고직급: ΔR2 = .093, p < .001)

가 나타났고, 진정성 리더십의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일한 결과이다. 즉, 팔로워십과 리더십의 주관

적 경력성공에 대한 향은 직급과 무관하게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팔로워십의 향이 리더십의 향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팔로워십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추가적 향력(저직급) 

 B 표준오차 β R2 ΔR2 
모형 1    .018  
  연령 .022 .014   .135*   
모형 2    .372 .354*** 
  연령 .011 .011  .067   
  진정성 리더십 .713 .079    .599***   
모형 3    .479 .107*** 
  연령 .000 .010 -.003   
  진정성 리더십 .241 .113   .202*   
  팔로워십 .733 .135    .525***   

주. * p<.05, *** p<.001 

 

표 46. 팔로워십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추가적 향력(고직급) 

 B 표준오차 β R2 ΔR2 
모형 1    .025  
  연령 -.021 .014 -.159*   
모형 2    .469 .444*** 
  연령 -.016 .011 -.125   
  진정성 리더십   .744 .092     .667***   
모형 3    .562 .093*** 
  연령 -.010 .010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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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성 리더십   .322 .133   .288*   
  팔로워십   .633 .155    .490***   

주. * p<.05, *** p<.001 

 

직급별로 진정성 리더십 효과 통제시에 팔로워십의 과업수행에 대한 추가

적 향력을 검증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7 및 표 48과 같다. 모

형 3에서 팔로워십이 투입되자 저직급과 고직급 공히 유의한 설명력의 증가

가 나타났다(저직급: ΔR2 = .112, p < .001, 고직급: ΔR2 = .139, p 

< .001). 모형 2에서 유의했던 진정성 리더십의 효과는 모형 3에서 팔로워

십이 투입되자 저직급(β=.216, p < .05)에서는 유의성이 유지된 반면, 고직

급(β=.156, p = .21)에서는 유의성이 사라졌다. 본 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팔로워십이 진정성 리더십 대비 과업수행에 미치는 향이 큰 가운데, 고직

급의 경우 리더십 대비 팔로워십의 향력은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팔로워십의 과업수행에 대한 추가적 향력(저직급) 

 B 표준오차 β R2 ΔR2 
모형 1    .007  
  연령  .011 .011  .083   
모형 2    .388 .381*** 
  연령  .002 .009  .012   
  진정성 리더십  .594 .063   .621**   
모형 3    .499 .112*** 
  연령 -.008 .008 -.059   
  진정성 리더십   .207 .089   .216*   
  팔로워십  .601 .106    .536***   

주. * p<.05, ** p<.01, *** p<.001 

 
표 48. 팔로워십의 과업수행에 대한 추가적 향력(고직급) 

 B 표준오차 β R2 ΔR2 
모형 1    .020  
  연령 -.015 .012 -.141   
모형 2    .401 .381*** 
  연령 -.011 .009 -.109   
  진정성 리더십  .549 .078    .618**   
모형 3    .540 .139*** 
  연령 -.006 .008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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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성 리더십  .138 .109   .156   
  팔로워십  .616 .127    .599***   

주. ** p<.01, *** p<.001 

 
직급별로 진정성 리더십 효과 통제시에 팔로워십의 맥락수행에 대한 추가

적 향력을 검증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9 및 표 50과 같다. 모

형 3에서 팔로워십이 투입되자 저직급과 고직급 공히 유의한 설명력이 증가

가 나타났다(저직급: ΔR2 = .141, p < .001, 고직급: ΔR2 = .294, p 

< .001). 모형 2에서 유의했던 진정성 리더십의 효과는 모형 3에서 팔로워

십이 투입되자 저직급(β=.190, p < .05)에서는 유의성이 유지된 반면, 고직

급(β=-.052, p = .61)에서는 유의성이 사라졌다. 진정성 리더십의 경우 전

체 표본 대상의 분석에서 마지널한 유의성이 나타났었는데, 본 분석을 통해 

진정성 리더십이 맥락수행에 미치는 향이 저직급과 고직급 간에 차별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49. 팔로워십의 맥락수행에 대한 추가적 향력(저직급) 

 B 표준오차 β R2 ΔR2 
모형 1     .021†  
  연령  .018 .010   .146†   
모형 2    .432 .411*** 
  연령  .009 .008 .072   
  진정성 리더십  .588 .058   .645***   
모형 3    .573 .141*** 
  연령 -.001 .007 -.007   
  진정성 리더십  .174 .079   .190*   
  팔로워십  .642 .094   .602***   

주. † p<.10, * p<.05, *** p<.001 

 
표 50. 팔로워십의 맥락수행에 대한 추가적 향력(고직급) 

 B 표준오차 β R2 ΔR2 
모형 1    .006  
  연령 -.015 .012 -.141   
모형 2    .390 .384*** 
  연령 -.005 .010 -.044   
  진정성 리더십   .612 .087    .620***   
모형 3    .683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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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004 .007  .035   
  진정성 리더십 -.051 .100 -.052   
  팔로워십   .994 .117    .870***   

주. *** p<.001 

 

진정성 리더십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팔로워십이 네 가지 준거변인에 미치

는 추가적인 향력을 직급별로 검증한 상기의 결과(표 43 ~ 표 50)를 요

약하면 표 51과 같다. 특히, 주목되는 결과는 팔로워십이 직급과 무관하게 

수행 전반에 유의한 정적 향을 미치는 반면, 진정성 리더십의 수행에 대한 

향은 저직급과 고직급 간에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난 점이다. 기업의 전형

적인 교육훈련 체계가 직급의 상향과 더불어 리더십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직급에 있어서 리더십의 수행에 대한 유의한 

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점은 직급을 고려한 역량 육성 체계가 수행을 비롯

한 성과 변수에 대한 향력의 고려 하에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결

과로 판단된다.  

 

표 51. 팔로워십의 각 준거변인에 대한 추가적 향력 검증의 직급별 분석 종합 

 객관적 경력성공 주관적 경력성공 과업수행 맥락수행 

저직급     

  진정성 리더십 X O O O 

팔로워십 △ O O O 

고직급     

  진정성 리더십 X O X X 

  팔로워십 X O O O 

주. O: 유의한 정적 효과, △: 마지널한 정적 효과, X: 유의하지 않음 

 

② 팔로워십의 각 하위 역량이 경력성공과 수행에 미치는 향 : 직급

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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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표 52에 각 하위 역량들과 기타 변수들의 평균, 표

준편차, 신뢰도 등을 제시하 다. 

 

표 52. 팔로워십 하위 역량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신뢰도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연령               

2. 직급 .64**              

3. 주도적 책임수행 .18** .17* (.92)            

4. 상생 .08 .09 .76** (.86)           

5. 진정성 .15* .11 .66** .55** (.83)          

6. 직무열의 .20** .17* .71** .59** .47** (.83)         

7. 조직제도 순응 .11 .04 .63** .70** .57** .54** (.90)        

8. 업무능력 .14* .14* .73** .64** .54** .49** .54** (.88)       

9. 성실성 .03 .02 .70** .64** .56** .54** .58** .63** (.86)      

10. 진정성 리더십 .08 .06 .72** .73** .60** .50** .61** .60** .62** (.95)     

11. 객관적 경력성공 .13* .27** .28** .25** .17** .28** .26** .29** .19** .26** (N/A)   

12. 주관적 경력성공 .14* .17* .66** .60** .48** .63** .47** .61** .52** .63** .48** (.90)   

13. 과업수행 .06 .08 .66** .53** .51** .49** .49** .75** .62** .62** .21** .57** (.90)  

14. 맥락수행 .08 .05 .70** .79** .58** .54** .68** .51** .58** .64** .23** .50** .43** (.83) 

평균 37.70 .36 4.90 4.97 4.80 4.97 5.25 4.92 4.99 4.89 7.18 4.56 4.76 5.06 

표준편차  5.94 .48  .61  .53  .64  .73  .60  .62  .68  .60 2.04  .71  .56  .56 

주1. * p < .05, ** p < .01 
주2. 직급: 저직급(사원/대리/과장)=0, 고직급(차장/부장/임원)=1 
주3. (   ) 값은 변인의 내적 신뢰도 계수. ‘객관적 경력성공’은 단일 변수 측정으로 부재. 

 

먼저, 팔로워십의 7개 하위요인 각각이 객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조절변인으로 직급을 투입함으로써 각 하위요인과 직급의 상호

작용항의 조절효과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표 53에 나타난 바와 같이 7개 

하위 요인과 직급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호작용

항의 조절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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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팔로워십 각 하위 역량이 객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직급의 조절효과 

단계  B 표준오차 β R2 ΔR2 

1 연령 .045 .023 .132* .017  

2 주도적 책임수행 .824 .210 .248***

.134   .116***

 직급 1.237 .345 .291***

3 주도적책임수행*직급 .149 .460 .025 .134 .000 

2 상생 .854 .240 .223***

.124   .107***

 직급 1.251 .347 .294***

3 상생*직급 -.137 .498 -.022 .124 .000 

2 진정성 .489 .204 .154* 
.098   .080***

 직급 1.316 .351 .309***

3 진정성*직급 .433 .454 .072 .101 .004 

2 직무열의 .719 .178 .226***

.137   .120***

 직급 1.250 .344 .294***

3 직무열의*직급 -.104 .391 -.020 .137 .000 

2 조직제도 순응 .881 .212 .229***

.141   .123***

 직급 1.383 .343 .325***

3 조직제도에순응*직급 -.043 .454 -.007 .141 .000 

2 업무능력 .865 .206 .262***

.141   .124***

 직급 1.224 .343 .288***

3 업무능력*직급 .260 .450 .046 .143 .001 

2 성실성 .558 .190 .185** 
.109   .091***

 직급 1.326 .349 .312***

3 성실성*직급 .199 .421 .036 .110 .001 

주. * p<.05, ** p <.01, *** p <.001 

 

이어서 팔로워십의 7개 하위요인 각각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 다. 조절변인으로 직급을 투입함으로써 각 하위요인과 직급의 상

호작용항의 조절효과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표 54에 나타난 바와 같이 7

개 팔로워십 하위 요인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의 주

효과는 ‘조직제도 순응’ 함께 투입된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진정성’, 

‘성실성’과 함께 투입된 모형에서는 마지널한 수준의 유의성이 나타났다. 이

들 세 가지 모형 공히 높은 직급 수준은 주관적 경력성공에 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모형에 있어서 유의한 수준의 조절효과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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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지 않았다.  

 

표 54. 팔로워십 각 하위 역량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직급의 조절효과 

단계  B 표준오차 β R2 ΔR2 

1 연령 .016 .008 .138* .019  
2 주도적 책임수행 .747 .059 .649***

.436   .417***

 직급 .122 .096 .083 
3 주도적책임수행*직급 -.015 .128 -.007 .436 .000 

2 상생 .448 .070 .588***

.373   .354***

 직급 .134 .101 .091 
3 상생*직급 .055 .146 -.026 .373 .000 

2 진정성 .519 .064 .473***

.248   .229***

 직급 .192 .111 .131† 
3 진정성*직급 .051 .143 .025 .249 .000 

2 직무열의 .609 .051 .626***

.406   .387***

 직급 .138 .099 .094 
3 직무열의*직급 -.169 .112 -.094 .412 .006 

2 조직제도 순응 .548 .069 .166***

.244   .225***

 직급 .237 .111 .161* 
3 조직제도에순응*직급 .005 .147 .003 .244 .000 

2 업무능력 .686 .060 .602***

.383   .364***

 직급 .122 .101 .083 
3 업무능력*직급 -.107 .132 -.055 .385 .002 

2 성실성 .539 .058 .518***

.298   .279***

 직급 .202 .107 .138† 
3 성실성*직급 .029 .129 .015 .299 .000 

주. † p<.10, * p<.05, *** p <.001 

 

이어서, 팔로워십의 7개 하위요인 각각이 과업수행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 다. 조절변인으로 직급을 투입함으로써 각 하위요인과 직급의 상호작용

항의 조절효과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표 55에 나타난 바와 같이 7개 팔

로워십 하위 요인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급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객관적 경

력성공 예측모형에서 직급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고, 주관적 경력

성공 예측모형의 경우도 직급의 주효과가 일부 유의하게 나타난 것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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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적인 결과이다. 모든 모형에 있어서 유의한 수준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5. 팔로워십 각 하위 역량이 과업수행에 미치는 향: 직급의 조절효과 

단계  B 표준오차 β R2 ΔR2 

1 연령 .005 .006 .057 .003  
2 주도적 책임수행 .606 .047 .666***

.433  .429*** 
 직급 .014 .076 .012 
3 주도적책임수행*직급 -.057 .102 -.035 .434 .001 

2 상생 .556 .059 .531***

.316  .312*** 
 직급 .030 .086 .025 
3 상생*직급 -.081 .123 -.048 .320 .004 

2 진정성 .448 .050 .516***

.265  .262*** 
 직급 .070 .087 .060 
3 진정성*직급 .085 .112 .051 .267 .002 

2 직무열의 .386 .046 .501***

.246  .243*** 
 직급 .038 .088 .032 
3 직무열의*직급 -.132 .100 -.093 .252 .006 

2 조직제도 순응 .463 .054 .497***

.249  .246*** 
 직급 .108 .088 .093 
3 조직제도에순응*직급 .010 .116 .006 .249 .000 

2 업무능력 .684 .040 .757***

.565  .562*** 
 직급 -.002 .067 -.001 
3 업무능력*직급 -.054 .088 -.035 .566 .001 

2 성실성 .510 .043 .619***

.389  .385*** 
 직급 .079 .079 .068 
3 성실성*직급 -.091 .095 -.059 .391 .002 

주. *** p <.001 

 

마지막으로, 팔로워십의 7개 하위요인 각각이 맥락수행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조절변인으로 직급을 투입함으로써 각 하위요인과 직급의 상호

작용항의 조절효과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표 56에 나타난 바와 같이 7개 

팔로워십 하위 요인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급의 

주효과는 과업수행에 대한 분석과 동일하게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일부 모형에서 마지널한 수준의 직급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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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조절효과를 Aiken과 West(1991)가 제시한 방식을 참조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3과 그림 4이다. 즉, 직급 수준이 높을 때 주도적 책임수

행과 맥락수행 간의 정적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고, 직무열의와 맥락수행

의 정적 관계도 직급 수준이 높을 때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팔로워십 각 하위 역량이 맥락수행에 미치는 향: 직급의 조절효과 

단계  B 표준오차 β R2 ΔR2 

1 연령 .008 .006 .084 .007  
2 주도적 책임수행 .640 .044 .706***

.487 .480*** 
 직급 -.072 .072 -.062 
3 주도적책임수행*직급 .185 .096 .114† .495 .008† 

2 상생 .824 .043 .790***

.625 .618*** 
 직급 -.076 .062 -.065 
3 상생*직급 -.060 .089 -.036 .626 .001 

2 진정성 .499 .048 .575***

.330 .323*** 
 직급 -.013 .083 -.011 
3 진정성*직급 .107 .107 .065 .333 .003 

2 직무열의 .421 .044 .548***

.295 .288*** 
 직급 -.048 .085 -.041 
3 직무열의*직급 .171 .096 .121† .305 .010† 

2 조직제도 순응 .633 .046 .682***

.465 .458*** 
 직급 .037 .074 .032 
3 조직제도에순응*직급 -.042 .098 -.026 .466 .000 

2 업무능력 .457 .052 .507***

.258 .251*** 
 직급 -.057 .087 -.050 
3 업무능력*직급 -.055 .114 -.035 .259 .001 

2 성실성 .476 .044 .579***

.342 .335*** 
 직급 -.004 .082 -.003 
3 성실성*직급 .126 .099 .083 .346 .005 

주. † p<.10,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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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저직급(사원/대리/과장), 고직급(차장/부장/임원) 

그림 3. 주도적 책임수행과 맥락수행의 관계에 대한 직급의 조절효과 

 

 
주. 저직급(사원/대리/과장), 고직급(차장/부장/임원) 

그림 4. 직무열의와 맥락수행의 관계에 대한 직급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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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십의 각 하위 역량이 네 가지 준거변인에 미치는 향을 직급을 조

절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상기의 결과(표 53 ~ 표 56)를 요약하면 표 

57과 같다. 팔로워십의 모든 하위 역량들이 네 가지 준거변인에 대해 유의한 

정적 효과가 나타난 상황에서, 주목되는 결과는 직급의 주효과이다. 고직급

이 저직급 대비 전반적인 경력성공에 있어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수

행 역에서는 직급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기업의 급여 체계 변화 추세 등과 관련하여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

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표 57. 팔로워십의 각 하위 역량별 분석의 주효과 종합 

 객관적 경력성공 주관적 경력성공 과업수행 맥락수행 

주도적 책임수행 / 직급 O / O O / X O / X O / X 

상생 / 직급 O / O O / X O / X O / X 

진정성 / 직급 O / O  O / △ O / X O / X 

직무열의 / 직급 O / O O / X O / X O / X 

조직제도 순응 / 직급 O / O O / O O / X O / X 

업무능력 / 직급 O / O O / X O / X O / X 

성실성 / 직급 O / O  O / △ O / X O / X 

주 1. O: 유의한 정적 효과, △: 마지널한 정적 효과, X: 유의하지 않음 
주 2. 조절효과는 “주도적책임수행*직급”, “직무열의*직급” 만 마지널한 정적 효과 나타남 

 

③ 각 직급 내에서 준거변인에 대한 팔로워십 핵심 하위 역량 확인 

 

앞선 분석에서 팔로워십의 7개 하위 역량이 공통적으로 네 가지 준거변인 

모두에 대해서 유의한 정적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상기의 분

석으로는 각 직급 내에서 준거변인에 대한 팔로워십 하위 역량들 간의 상대

적인 향력을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직급별로 팔로워십의 7개 하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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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동시에 투입한 회귀모형을 검증해 보았다. 먼저 객관적 경력성공에 대

한 분석결과는 표 58과 같다. 저직급에서는 직무열의가 마지널한 유의성(β 

= .209, p < .1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직급에서는 유의한 항목이 나

타나지 않은 가운데 업무능력(β = .248, p = .136)이 가장 큰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팔로워십 하위 역량이 객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저직급 고직급 
 β R2 ΔR2 β R2 ΔR2 
모형 1  .000   .015  

연령 -.016   -.123   
모형 2  .111 .111*  .137 .122 

연령 -.093   -.067   
주도적 책임수행 -.018   .085   
상생 .000   -.142   
진정성 -.078   -.020   
직무열의 .209†   .102   
조직제도 순응 .186   .124   
업무능력 .150   .248   
성실성 -.096   .025   
주. † p<.10, * p<.05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9와 같다. 저직급에서는 직무열의

(β = .463, p < .001), 업무능력(β = .322, p < .01), 상생(β = .175, p 

< .10) 등의 순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직급에서는 

업무능력(β = .221, p < .10)만이 마지널한 수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팔로워십 하위 역량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향 

 저직급 고직급 

 β R2 ΔR2 β R2 Δ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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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018   .025  

연령 .135   -.159   

모형 2  .554 .535***  .549 .523*** 

연령 -.049   -.027   

주도적 책임수행 .019   .228   

상생 .175†   .190   

진정성 .105   -.047   

직무열의 .463***   .128   

조직제도 순응 .126   .068   

업무능력 .322**   .221†   

성실성 -.088   .097   

주. † p<.10, ** p<.01, *** p<.001 

 

이어서 과업수행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60과 같다. 저직급에서는 업무능력

(β = .549, p < .001), 성실성(β = .196, p < .05)의 순으로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직급에서는 업무능력(β = .618, p < .001)만

이 유의한 수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높은 수

준의 과업수행을 위해서는 저직급과 고직급 공히 업무능력이 가장 중요한 역

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팔로워십 하위 역량이 과업수행에 미치는 향 

 저직급 고직급 

 β R2 ΔR2 β R2 ΔR2 

모형 1  .007   .020  

연령 .083   -.141   

모형 2  .602 .595***  .691 .671*** 

연령 -.110†   .035   

주도적 책임수행 .078   .173   

상생 -.115   -.088   

진정성 .071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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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열의 .120   .002   

조직제도 순응 -.010   .151   

업무능력 .549***   .618***   

성실성 .196*   .081   

주. † p<.10, * p<.05, *** p<.001 

 

마지막으로, 맥락수행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61과 같다. 저직급에서는 상

생(β = .566, p < .001), 조직제도 순응(β = .228, p < .01), 진정성(β 

= .174, p < .01) 등의 순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직

급에서는 주도적 책임수행(β = .488, p < .001), 상생(β = .264, p < .01), 

업무능력(β = -.255, p < .05), 조직제도 순응(β = .158, p < .10) 등의 

순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팔로워십 하위 역량이 맥락수행에 미치는 향 

 저직급 고직급 
 β R2 ΔR2 β R2 ΔR2 
모형 1  .021   .006  

연령 .146†   .084   
모형 2  .679 .558***  .765 .759*** 

연령 .027   -.015   
주도적 책임수행 .036   .488***   
상생 .566***   .264**   
진정성 .174**   .046   
직무열의 -.035   .123   
조직제도 순응 .228**   .158†   
업무능력 -.091   -.255*   
성실성 .024   .120   
주. † p<.10, * p<.05, ** p<.01, *** p<.001 

 

준거변인에 대한 팔로워십 하위 역량들 간의 상대적인 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팔로워십의 하위 역량들을 동시에 투입한 분석을 직급별로 실시한 상기

의 결과(표 58 ~ 표 61)를 요약하면 표 62와 같다. 경력성공의 경우 객관

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 공히 저직급은 직무열의, 고직급은 업무능력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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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량으로 나타났다. 과업수행의 경우는 모든 직급에서 업무능력이 핵

심 역량으로 나타났다. 맥락수행의 경우는 직급 간의 핵심 역량이 다소 상이

하게 나타나, 구성원의 맥락수행 촉진을 위해서는 직급을 고려한 차별적 역

량 육성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고직급의 경우 업무능력은 맥락수

행에 부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의 의미와 조직관리 차

원의 시사점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62. 준거변인에 대한 팔로워십 하위 역량 중요도 분석 종합 

 객관적 경력성공 주관적 경력성공 과업수행 맥락수행 

저직급 

직무열의† 직무열의*** 업무능력*** 상생*** 

 업무능력** 성실성* 조직제도 순응** 

 상생†  진정성** 

고직급 

업무능력(p=.14) 업무능력† 업무능력*** 주도적 책임수행*** 

   상생** 

   업무능력*(-) 

   조직제도 순응† 

주 1. 유의성이 나타난 역량을 표준화 회귀계수의 크기에 의해 내림차순으로 정리 
주 2. † p<.10, * p<.05, ** p<.01, *** p<.001, (-) 부적 상관 

 

 

논  의 

 

본 연구를 통해 팔로워십이 조직 구성원의 핵심 기대사항인 경력성공에 유

의한 정적 향을 미치고, 조직 입장에서 구성원에 대한 핵심 기대사항인 수

행에도 유의한 정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팔로워십을 리더

십 효과성을 위한 부수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조직현상의 설명 및 예측을 

위한 핵심요인으로서 리더십에 집중하여 온 관점에 대응하여 리더십의 향

을 넘어서는 팔로워십 고유의 설명력을 확인하고자 리더십 효과를 통제하고 

실시한 분석에서도 팔로워십은 네 가지 준거변인 모두에 대해 유의한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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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설명량이 나타났다. 반면, 리더십 변인으로 투입된 진정성 리더십

의 경우 주관적 경력성공과 과업수행에 대한 향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맥락수행과 객관적 경력성공의 경우 팔로워십이 투입되자 당초 유의했던 효

과가 각각 마지널한 수준과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변화되었다. 본 연구에

서 고려된 네 가지의 준거변인은 조직과 관련된 많은 중요 변인 가운데 일부

일 뿐이지만, 구성원과 조직 관점의 본원적인 기대 혹은 목표를 반 하는 개

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신규 팔로워십 척도의 개발을 통해 

팔로워십 고유의 연구 및 논의 기반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조직연구에 대

한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균형적 관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취지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객관적 경력성공의 측정지표인 업무평가가 상사에 의한 하위 구성원의 평

가라는 점에서 가설 1-2의 검증모형에 있어서 리더십 보다 팔로워십의 

향력이 더 강할 것으로 예상하 고, 분석 결과 이러한 예상이 지지되었다. 

다만, 업무평가에 있어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성과창출에 대한 잠재력 차원

에서의 역량도 고려된다는 점에서 팔로워십과 함께 리더십 역량도 유의한 

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검증 결과 리더십의 유의한 향력은 나타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업 구성원으로서 추구하는 객관적, 외현적 

성과의 기반이 되는 업무평가의 향상을 위해서는 리더십 보다 팔로워십 역량

에 대한 집중이 더욱 중요한 관건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최근 국내기업에도 

다면적 인사평가 제도가 검토 및 도입되고 있지만(서도원, 2008) 아직까지

는 상사에 의해 주도되는 상의하달(top-down)식 업무평가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평가자의 상사(평가자)에 대한 팔로워십 역량 표출이 보

다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러

한 검증결과의 해석에는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종모형의 설명력

(R2)이 .098의 낮은 수준이었고, 팔로워십이 업무평가에 미치는 향도 비교

적 낮은 수준의 유의성(β = .230, p < .05)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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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십과 리더십의 업무평가에 대한 전반적 설명력 자체가 낮은 수준이라는 점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업무평가가 역량 외에 해당 기간의 실적이 고

려된다는 합리적인 이유 외에도 진급대상자 고려, 상대평가 제도 하의 가이

드라인 준수,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관계의 질 등의 향을 받았을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가설 2-2의 검증을 위해 진정성 리더십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팔로워십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력이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가설이 수용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때, 팔로워십은 중간 수준의 유

의성(β = .515, p < .001)이 나타났고, 진정성 리더십은 이보다 낮은 수준

의 유의성(β = .218, p < . 10)이 나타났다. 경 환경 악화 국면에 흔히 시

행되는 임금동결 및 삭감 등의 시행이 최근의 조직구조 수평화 추세와 맞물

리면서 조직이 급여인상 혹은 승진 등을 통해 구성원의 객관적 경력성공 달

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점차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Erdogan et al., 

2004)5. 한편, 전문직 구성원의 경우 실무의 축소와 관리적 책임의 증가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승진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Wallace, 1995). 따라서 조

직이 승진, 급여인상 등의 객관적 경력성공 지원을 통해 구성원을 동기부여 

하는 방법은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자연스럽게 조직구

조의 수평화와 자원의 제약 등에 따른 조직 지원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운 주

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는 가운데, 팔로워십 변수가 주

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향력이 리더십 대비 더 높게 나타난 점은 조직관리 

                                           
5 Erdogan 등(2004)은 외현적(extrinsic), 내재적(intrinsic) 경력성공이라는 표현을 썼다. 

외현적 경력성공은 객관적이고 외적인 가시성이 있는 임금(pay), 직위(ascendancy) 

등을 반영하고(Jaskolka, Beyer, & Trice, 1985), 내재적 경력성공은 개인에 의해서 주관

적으로 정의되는 경력만족, 직무만족 등을 반영한다(Gattiker & Larwood, 1988). 이러

한 개념은 각각 객관적, 주관적 경력성공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객관적’, ‘주관적’ 경력성공으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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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구성원들은 조직이 자신의 긍정적인 경력 

경험, 혹은 주관적 경력성공 달성을 위해 조력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조직에 

더욱 강하게 몰입한다(Gaertner & Nollen, 1989). 또한 주관적 경력성공을 

구축하는 경력만족과 직무만족은 직무수행의 과업 측면 및 관계 측면과 공히 

정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Igbaria, 1991). 본 연구를 통해 팔로워십이 주

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정적인 향이 확인된 것은, 주관적 경력성공과 주

요 조직 유효성 변인들 간의 이러한 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팔로워십이 

조직구조의 변화와 자원의 제약 하에서 조직의 객관적 경력성공 활용의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인 주관적 경력성공의 향상에 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의를 뛰어넘어 조직 차원의 수행과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가설 3-2와 4-2의 검증을 위해 두 가지 수행 변인에 대해 시행한 분석

에서는 공히 진정성 리더십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팔로워십이 투입되자 유의

한 수준의 설명량의 증가가 나타났다. 반면, 진정성 리더십은 과업수행에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나, 맥락수행에는 마지널한 수준의 효과만이 나타났

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팔로워십이 전반적인 수행의 예측에 있어서 리더십 

보다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업수행이 조직의 기술적인 핵심에 

기여하는 공식적인 업무수행인 반면, 맥락수행은 공식적으로 부여된 업무는 

아니지만 조직 차원의 고려에 의해 조직적, 사회적, 심리적 맥락의 조성에 

기여하는 자발적 수행(Borman & Motowidlo, 1993; Borman & Motowidlo, 

1997)이라는 점에서 암묵적으로 과업수행에서는 팔로워십의 향력이 더 크

고, 맥락수행에서는 리더십의 향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으나, 두 가지 

수행에서 공히 팔로워십의 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업수행

이 더 역할규정적이고 맥락수행은 조직차원의 고려가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진정성 리더십의 맥락수행에 대한 향이 과업수행에 대한 향 대비 더 클 

것으로 예상했으나, 분석 결과 과업수행에 미치는 향은 유의하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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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맥락수행에 대한 향은 마지널한 수준에 그쳤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

의 변화가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로 

인해 전통적인 산업 내 경쟁 역 개념이 점차 산업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명시적으로 부여된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 

조직과 동료에 대한 고려 하에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맥락수행은 조직의 경쟁

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팔로워십에 대한 보다 많

은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반면, 이러한 환경변화의 신속성과 불

확실성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한 장기적 성과창출의 가시성을 떨어뜨림으로

써 장기적, 전략적 의사결정을 주도해야 하는 리더십 역할에 큰 위협으로 작

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리더십이 조직 차원의 고려와 장기적 관점의 

의사결정에 집중하기 보다는, 단기적 성과창출과 직결된 가시적 과업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킴으로써 맥락수행에 대한 관심과 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다만, 진정성 리더십의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역량개발을 강조하고

(George, Sims, McLean, & Mayer, 2007), 높은 수준의 조직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Avolio & Luthans, 2006)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마

지널한 향은 환경변화에 따른 리더십의 단기적, 가시적 성과에 대한 관심 

증가에 기인한 것 보다는, 팔로워십과 진정성 리더십이 공히 맥락수행에 정

적인 향을 미치는 유사한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 팔로워십과 맥

락수행 간의 보다 접한 관계로 인해 진정성 리더십의 향이 마지널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가설검증과는 별도로 팔로워십이 각 준거변인에 미치는 향에 대

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와 실무적 활용성의 제고를 위해 시행한 분석결과 가

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진정성 리더십의 향을 통제하고도 팔로워십이 각 준거변인에 미치는 추

가적인 향력이 있는지를 저직급과 고직급으로 구분하여 검증한 결과, 과업

수행과 맥락수행에 대한 검증에서 저직급은 팔로워십과 리더십의 효과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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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고직급에서는 팔로워십의 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들이 높은 직급일수록 리

더십 역량의 강화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분석에서 고

직급의 경우 수행의 유형과 무관하게 팔로워십이 높은 수준의 향력이 나타

난 반면, 리더십에서 유의한 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

다. 즉, 실제로 고직급의 수행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는 역량과 조직 현장에

서 고직급을 대상으로 중점을 두고 육성하고 있는 역량 간에 괴리가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본 분석에서 고려된 진정성 리더십 외에도 다양한 

관점의 리더십 개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의 성급한 

일반화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연구 2-2의 잠재평균분석을 통해 일부 팔로워십 하위 역량들이 직급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하위 역량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향을 직급이 유의하게 조절하는지를 검증하 다. 7개 하위 역량의 

주효과는 네 가지 준거 변인 모두에 대해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급

의 주효과는 두 가지 수행 변인에서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급이 대체로 경력기간과 일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력이 오래 되

었다고 수행이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최근 기업들

이 전통적인 연공급 체계를 성과급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력성공에서는 다수의 모형에서 직급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객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7개 예측모형 모두에서 

직급의 정적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객관적 경력성공을 업무평가로 

측정했음을 감안할 때, 고직급의 업무평가가 저직급 대비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난 것이다. 모형의 전반적인 설명력(R2)이 .101~.143 수준으로 낮

다는 점에서 결과의 해석에는 한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진급률이 강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연공을 지닌 구성원의 경우 상

대적으로 고직급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구성원들이 더 집중되면서 나타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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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직급의 조절효과의 경우 맥락수행에서만 일부 마지

널한 효과가 나타났다. 즉, 주도적 책임수행과 맥락수행 간의 정적인 관계가 

고직급에서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열의와 맥락수행 간의 정적인 

관계 역시 고직급에서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분석에서 고직급

의 경우 리더십의 맥락수행에 대한 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

과와 본 분석의 결과를 함께 고려해볼 때, 고직급 구성원들의 맥락수행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리더십 보다는 팔로워십 역량의 강화가 효과적이며, 

특히 저직급 대비 조직목표를 본인의 책임으로 인식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관

심 업무 역을 확대하는 가운데 주변의 구성원들을 공동의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열정, 즉 주도적 책임수행과 직무열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직급별로 팔로워십 하위 역량을 동시에 투입함으로써 역량 간

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직급의 경우 객관적 경력

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에서는 직무열의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사에 의한 평가에서 직무열의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고, 구성원 

자신의 경력성공에 대한 주관적 지각에도 직무열의가 가중 중요하게 고려되

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직급일수록 본인 고유의 성과나 실적 

보다는 상사 혹은 팀의 성과를 위해 보조적인 역할과 간접적인 기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에 임하는 열정적인 태도가 경력성공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고직급의 경우 객관적 경력성공에는 

유의한 수준의 향을 미치는 하위 역량이 나타나지 않았고, 주관적 경력성

공에는 업무능력이 마지널한 수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경력성공의 경우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업무능력이 가장 큰 향(β = .248, 

p < .136)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업무능력은 고직급의 경력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인 고유의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

운 저직급 대비 고직급은 가시적인 성과가 경력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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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과창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업무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저직급의 성공은 열정적인 태도가, 고직급의 성공은 구체적인 성과를 창

출할 수 있는 업무 전문성이 핵심 근간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직급 내에서 경력성공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에 가장 중요한 

향을 미치는 역량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과 대조적으로 수행에 미치는 중요 

역량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과업수행에는 저직급과 고직급 공히 업무

능력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급과 무관하게 주어

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숙련도가 성공적인 과업수행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맥락수행의 경우, 저직급에서는 상생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

고, 조직제도 순응과 진정성이 뒤를 이었다. 즉, 저직급에 있어서는 동료와 

협력하고 동료를 배려하는 여유와 더불어 조직을 고려하는 진실한 태도가  

맥락수행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고직급에서도 상생과 조직제

도 순응이 맥락수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도적 책임수행으로 나타났다. 즉, 고직급의 경우는 조

직의 목표를 고려한 책임감과 주도성이 맥락수행을 유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것이다. 산업 간의 전통적인 고유 역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많은 

분야에서 글로벌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맥락수행이 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면서(Borman & Motowidlo, 

1997), 많은 조직들의 구성원의 맥락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맥락수행의 효과적인 촉진을 위해서는 직급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중요 하위 역량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하여 직급별로 차

별화된 팔로워십 육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고직급에서 과업수행

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업무능력이 맥락수행에는 부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직급의 업무능력은 경력성공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맥락수행에 대한 부적인 향은 

주목되는 결과이다. 고직급의 경우 공식적 업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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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실무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직급이 올라갈수록 조직과 집단의 목표

를 고려할 수 있는 폭넓은 시야와 안목을 기반으로 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직급의 맥락수행에 정적인 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주도적 책임수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직급의 구성

원이 조직목표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확장된 책임감을 가질 때 공식적으로 

부여된 과업범위를 벗어나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조직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고직급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차원의 폭넓은 고려보다는 

명시적으로 부여된 업무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식, 기술 등의 가시

성이 높은 역량(Spencer & Spencer, 1993)에 지나치게 치중한다면 조직 

차원의 경쟁력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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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논의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팔로워십 연구의 일환으로서 신규 팔로워십 척도를 개발하고 타

당화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격적인 척도개발에 앞서 표적집단면접과 델파

이법을 활용한 사전 연구를 통해 척도개발에 투입될 주요 역량을 확정하 다. 

이어진 연구에서는 주요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한 후,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회수된 설문을 대상으로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를 확정하 고, 측정동일성 검증을 통해 척도의 안

정성을 검증하 다. 이어진 구성타당도 검증을 통해 개발된 척도가 팔로워십

을 측정하는 타당한 척도인지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 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팔로워십 척도와 주요 조직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

다. 이 때, 두 가지 유형의 경력성공(객관적/주관적)과 두 가지 유형의 수행

(과업/맥락)을 준거변인으로서 검증하 다. 경력성공은 구성원이 조직생활을 

통해 추구하는 본원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구성원의 수행은 

조직이 운 되는 근간으로서, 조직 차원에서 구성원에게 부여하고 기대하는 

본원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력성공과 수행에 대한 검증을 통해 

조직과 구성원의 상호적 기대 사항에 대한 팔로워십의 향력을 통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하 다. 

표적집단면접은 본격적인 척도개발 연구에 앞서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되거나 소홀하게 다루어진 팔로워십 역량에 

대한 탐색적 도출을 위해 시행되었다. 팔로워십 연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

여 발달되어 온 점과, 국내에서 시행된 팔로워십 연구가 주로 미국 기업을 

기반으로 개발 및 타당화된 Kelley(1992)의 척도를 응용하는 연구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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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 구성원을 기반으로 한 팔로워십 척도개발

을 위해서는 문헌연구 외에 국내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실무자들과의 인터뷰

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거나, 주목받지 못했던 팔로워십 역량에 대한 

탐색이 필요했다. 인터뷰 결과 책임감, 의사소통 능력, 적극성, 독립적/비판적 

사고 등 미국 중심의 주요 선행연구에서 주요 팔로워십 역량으로 제시되어 

온 역량들이 높은 횟수의 언급을 보 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들은 기업의 지

리적 기반 혹은 조직문화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 보편적 팔로워십 역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예의/품행, 양보/희생/온정 등 선행연구에

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역량들도 도출되었다. 특이한 점은 인터뷰 과정에

서 이러한 역량과 관련하여 언급된 에피소드 내용들이 대부분 집단에 대한 

정서적 향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역량의 높고 낮음이 동

일한 조직 혹은 집단 내의 동료들에게 정서적으로 향을 미침으로써 직접적

으로는 업무분위기와 집단결속력에 향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집단적 업무

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참여자들이 동의했다. 정서가 개인 

내적으로는 물론, 타인 혹은 집단 전체에도 향을 미칠 수 있는 강한 사회

적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Kelly & Barsade, 2001)에서 이러한 역

량들은 구성원 개개인은 물론 조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요인으로 판단되

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조직문화가 독특성 보다는 하모니를 중시하고, 조직 

내의 자아관이 독립성 보다는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등 집단주의

적 특성(Goncalo & Staw, 2006)이 보다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러한 역량들이 비록 서구 중심의 선행 연구에서는 부각되지 않았지만 국내 

기업을 기반으로 고유의 팔로워십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서는 간

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역량들을 대상으

로, 주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역량들과 더불어, 팔로워십 역량으로서의 중

요성을 검토하 다. 

문헌연구와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추출한 팔로워십 역량들 가운데 정량적 



167 

척도개발 연구에 투입될 핵심 역량을 선정하기 위해 10명으로 구성된 패널

을 대상으로 델파이법을 통한 연구를 진행했다. 총 3회에 걸친 의견수렴 과

정 가운데 1차 조사에서는 문헌연구와 면접을 통해 도출된 팔로워십 역량들

을 이론적, 기능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분류한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참여자

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당초 23개의 역량이 제시되었으나, 1개 역량의 삭제, 

1개 역량의 분리, 1개 역량의 신설 등을 통해 24개의 역량으로 조정되었다. 

이어진 2차 조사와 3차 조사에서는 24개의 항목에 대해 팔로워십을 구성하

는 역량으로서의 중요성을 평가하 다. 특히 3차 조사 시에는 2차 조사의 평

가결과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평가를 참조하되, 본인 의견의 수정은 

익명성의 보장 하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높은 중요성이 나타난 9개의 팔로워십 핵심 역량이 도출되었다. 9개 역량은

`‘책임감/주인의식’, ‘의사소통 능력’, ‘진정성’, ‘협력’, ‘적극적 주도’, ‘직무열의’, 

‘조직목표/리더입장 고려’, ‘성실성’, ‘조직제도 순응’ 등이다. 이들 역량들은 

팔로워십 척도개발을 위한 후속연구에 투입되었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도

출되었던 예의/품행, 온정/희생 등은 델파이법을 통한 평가 과정에서 낮은 중

요성을 보여 팔로워십 척도개발에 투입될 중요 역량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러한 역량에 대한 낮은 평가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먼저, 역량평가에 참여한 10명의 패널 가운데 6명

이 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기업의 관리자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공익성, 비 리성 등이 상대적으로 강한 조직에서는 이러한 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점은 이러한 역량들이 수행 및 성과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역량으로서

의 측면보다는 팔로워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으로 간주됨으로써 상

대적으로 낮은 중요성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관리자 패널의 경우 대부

분 15년 이상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중간 및 고위관리자라는 점에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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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및 평가와 직결된 역량들에 대해 더 높은 가중치를 두어 평가했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본 연구에서의 팔로워십이 광의의 역량 개념으로 

정의됨에 따라 업무수행의 직접적인 근간이 되는 기술, 지식 등은 물론 태도, 

동기, 가치관 등의 가시성이 낮은 역량들도 포함된 상황에서, 관리자 패널들

은 가시성이 높고 성과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역량들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품행, 온정, 희생 등에 대한 관리자들의 중요도 평

가가 반복적인 평가과정을 통해 연구원들 대비 일관되게 낮았다는 점도 이러

한 추정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성과 관점의 평가 가능성과 더불어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품행, 온정, 희생 등의 수준이 높을 때 성과에 대한 

기여는 기술, 지식 등과 관련된 역량 대비 낮을 수 있지만, 이러한 역량들이 

결핍되었을 때 성과를 포함한 조직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향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조직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이러한 역량들이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조직의 유형과 부정적 향 측면에서의 중요성 등의 다양한 맥락적 고려가 

반 된 연구를 통해 팔로워십 역량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한 탐구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 2에서는 델파이법을 통해 선정된 9개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 다. 문항의 개발을 위해 해당 역량을 제안한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

고, 일부 문항들은 각 역량과 연관된 기존의 척도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 사용하 다. 개발된 문항들은 조직심리학 박사 1명과 

박사과정 2명의 외관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44개의 문항을 확정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 다. 회수된 표본을 대상으로 탐색적,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도적 책임수행’, ‘상생’, ‘진정성’, ‘직무열의’, ‘조직제

도 순응’, ‘업무능력’, ‘성실성’ 등의 7요인을 측정하는 38문항의 팔로워십 척

도가 확정되었다. 주도적 책임수행은 적극적 주도, 조직목표/리더입장 고려, 

책임감/주인의식 등을 측정하는 문항이 결합된 요인이고, 상생은 협력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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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를 측정하는 문항이 결합된 요인이다. 이들 7개 요인에 대한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상위 요인과의 강한 관계가 나타났고, 모형적합도 측면에서도 

RMSEA, TLI, CFI 등의 주요 지수가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 역

량이 상위의 팔로워십을 구축하는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이 실시된 두 표본을 대상으로 

측정동일성을 검증함으로써 개발된 팔로워십 척도가 집단간에 동등하게 인식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다. 먼저 모든 모수에 대해 자유로운 추정을 허용한 

기초모형의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configural 

invariance가 수용되었다. 두 번째 검증에서는 두 집단의 요인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기초모형의 χ2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weak factorial 

invariance가 수용되었다. 세 번째 검증에서는 두 집단의 요인계수와 절편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요인계수에만 제약을 가한 모형 간의 χ2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strong factorial invariance가 수용되었다. 네 번째 검증에서

는 두 집단의 요인계수, 절편, 그리고 요인분산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이 요인계수와 절편에만 제약을 가한 모형 대비 χ2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strict factorial invariance가 수용되었다. 이상의 검증을 바탕으로 두 집단 

간 잠재변수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7개 역량 공히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측정동일성 및 잠재평균 분석을 통해 본 척도가 표본이 팔

로워십 측정에 활용될 수 있는 안정적인 척도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일반적

으로 직위의 상승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의 유형과 수준이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본을 과장 이하의 저직급 집단과 차장 이상의 고직급 집단으로 

분류한 후 두 집단간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하 다. 검증 결과 configural 

invariance, weak factorial invariance, strong factorial invariance, 그리고 

strict factorial invariance가 모두 수용되었다. 따라 본 척도가 저직급과 고

직급 대상 팔로워십 측정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안정적 척도임이 확

인되었다. 척도동일성을 근거로 저직급 집단과 고직급 집단 간의 잠재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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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상생, 조직제도 순응, 성실성 등의 역량은 직급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주도적 책임수행, 진정성, 직무열의, 

업무능력 등은 고직급이 저직급 대비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척도가 조직 구성원들의 직급 수준에 따른 역량 수

준을 파악하고, 조직이 직급별로 기대하는 역량과 실제 역량과의 갭 분석에 

근거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운  등 인력개발 관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어진 일련의 구성타당도 검증 결과, 먼저 개발된 척도가 팔로워십을 측

정하는 기존 척도들과 .80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수렴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변별타당도 검증에서는 과업 및 맥락수행과의 변별타당도가 수

용됨으로써 높은 수준의 팔로워십 역량이 단순히 부여된 업무에 대한 탁월한 

수행, 또는 성실하게 조직을 고려하고 동료를 배려함으로써 조직성과에 기여

하는 수행과 구분되는 개념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과의 변별

타당도가 수용됨으로써 본 척도가 리더십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량 기반을 지

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어서 다수의 팔로워십 연구가 준거변인으로서 검

증해온 정서적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을 대상으로 법칙타당도와 증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증분타당도 검증에 있어

서 기존의 팔로워십 연구들이 대표적으로 활용해 온 Kelley(1992)의 척도

를 통제하고도 유의한 추가적 설명력이 나타남에 따라, 본 척도가 Kelley의 

척도와 수렴타당성을 지니면서도 고유의 측면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팔로워십 연구의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리더십 개념 가운데 하나인 변혁적 리

더십 변인을 통제하고도 유의한 증분 설명력이 나타난 점은, 조직연구에 있

어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균형적 접근을 촉구한 본 연구의 제안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구성타당도 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발된 척도의 관측변수들이 팔로워십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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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있었다. 

연구 3은 개발된 팔로워십 척도가 예측변인으로서 구성원과 조직 관점에

서 중요하게 추진하고 기대하는 주요 준거변인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먼저 구성원 관점에서 조직생활을 통해 추구하는 본

원적인 목표는 경력성공의 달성으로 볼 수 있다. 경력성공은 승진, 급여 등

과 같이 타인에 의해 관찰, 측정 및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 측면과, 경력만

족, 직무만족 등과 같이 당사자 고유의 경험과 판단을 근거로 하는 주관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Hughes, 1937, 1958). 이들 두 가지 경력성공의 

차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을 준거변인으로 한 검증을 실시했다. 한편, 조

직의 현상을 리더십 위주의 관점에서 설명해 온 전통적 방식이 최근의 환경 

및 조직구조의 변화추세, 조직 구성원의 태도 및 동기부여의 기반 등을 고려

할 때 앞으로는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한 보다 균형적인 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본 연구의 취지를 반 하여 리더십의 효과를 퉁제하고도 팔로워십이 

추가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는지를 검증하 다. 분석 결과 팔로워십은 

객관적 경력성공과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해 공히 리더십 효과를 통제하고도 

유의한 추가적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변인으로 투입된 진

정성 리더십의 경우 주관적 경력성공에 대해서는 팔로워십과 함께 유의한 

향력이 나타났으나, 객관적 경력성공에는 유의한 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관적 경력성공의 경우도 진정성 리더십보다 팔로워십의 향이 더 크게 나

타났다. 두 가지 경력성공의 차별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검증결과 팔로워십이 

리더십 대비 경력성공 전반에 걸쳐 더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구성원의 경력성공 추구에 있어서 팔로

워십 역량과 리더십 역량에 대한 통합적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전통적인 상

의하달(top-down)식 평가가 이루어지는 조직에서 우수한 업무평가를 기반

으로 한 객관적 경력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팔로워십 역량의 구축이 보다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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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두 가지 유형의 수행에 대해 동일한 절차의 검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팔로워십은 과업수행과 맥락수행에 대해 공히 리더십 효과를 통제하고

도 유의한 추가적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성 리더십은 과업수

행에는 유의한 향력이 나타났지만, 맥락수행에는 마지널한 수준의 향력

이 나타났다. 즉, 팔로워십이 진정성 리더십 대비 수행 전반에 걸쳐 더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과업수행과 맥락수행은 수행의 특성에 

따른 구분일 뿐이지만, 과업수행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역할행동과 관련된 과

업의 숙련성과 관련된 수행(Campbell, 1990)인 반면, 맥락수행은 조직의 목

적을 지지하고 공식적 업무가 아닌 업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동료의 업무

를 지원 하는 등의 보다 포괄적이고 자발적인 수행(Borman & Motowidlo, 

1993)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직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팔로워십은 과업수행

에, 리더십은 맥락수행에 더 강한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결

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팔로워는 타인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존재이고, 팔로워십은 수동적, 보조적으로 리더를 따르는 역량이라

는 전통적 관점의 사전적 정의와도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팔로워십이 리더십의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 조직 차원의 성과에 고유의 기여

도가 있음이 나타났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본 연구가 팔로워십

을 하급자에게 특정된 역량이 아닌, 지위와 무관하게 상호작용 상의 상대적 

역할에 기반한 역량으로서, 리더십에 종속된 개념이 아닌 리더십에 대응하는 

상호적 개념으로 정의한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

구의 표본구성을 보면, 차장 이상의 고직급이 3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고직급 응답자들도 사원, 대리 등의 저직급 응답자와 동일하게 역할 관점에

서 본인의 팔로워십 역량을 평가하 다. 본 연구의 설문측정이 자기보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고직급의 응답자들이 전통적으

로 경시되어 온 팔로워십에 대해 자기고양 편파(Brown, 1986; Taylor, 

1989)에 의해 리더십보다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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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팔로워십은 직급의 고저와 무관하게 조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육성해

야 할 중요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경력성공과 수행에 대한 상기의 검증을 통해 팔로워십이 네 가지 준거변인

에 미치는 향과 관련된 모든 가설이 수용되었다. 한편, 연구 2-2를 통해 

팔로워십의 일부 하위 역량들이 저직급과 고직급 간에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던 점을 고려하여 팔로워십이 경력성공과 수행에 미치는 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조직 현장에 대한 보다 실용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진정성 리더십을 통제한 후 팔로워십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직급별로 실시한 결과, 과업수행과 맥락수행의 

경우 저직급은 팔로워십과 리더십의 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저

직급 구성원의 전반적인 수행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팔로워십과 리더십 역량

에 대한 균형적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직급에서는 두 가

지 유형의 수행 모두 팔로워십의 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리더십 역량 육성에 중점을 

두는 상황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분석에 투입된 진정성 

리더십이 광범위하게 제시되어 온 리더십 역량 가운데 하나로서 리더십의 특

정 역량을 강조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의 성급한 일반화는 경계해

야 할 것이다. 

이어서 팔로워십의 하위 역량 각각에 대해 준거변인의 예측에 있어서 직급

에 따른 조절효과 여부를 살펴보았다. 7개 하위 역량의 주효과는 네 가지 준

거 변인 모두에 대해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직급의 주효과는 객관적 

경력성공에는 모두 유의, 주관적 경력성공에는 일부 유의, 과업수행과 맥락

수행에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 역 전반에 걸쳐 팔로

워십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직급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

나지 않은 것은 최근 기업들의 임금체계가 전통적인 연공급(호봉제)에 대한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실적을 반 한 성과급과 역량을 반 한 직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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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즉, 직급

에 의한 수행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직급과 무관하게 지속

적으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수행과 성과창출을 위한 관건이라

고 할 수 있다. 2013년에 정년 60세가 법제화됨에 따라, 2016년부터 상시근

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 등의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고, 2017년

부터는 적용대상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고령자(고

직급자)의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과 신규 채용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

에 대한 대안으로서 임금피크제, 연공제 축소 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과, 

소위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성과급에 대한 강조가 산업계 전반에 걸

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팔로워십 역량의 개발을 통한 수행 수

준의 향상이 저직급은 물론, 고직급 구성원들에게도 중요한 환경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절효과의 경우 맥락수행에 대한 분석에서 일

부 마지널한 효과가 나타났다. 즉, 주도적 책임수행과 직무열의의 경우 고직

급일 때 맥락수행에 대한 정적인 향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

로워십의 하위 역량 모두가 맥락수행의 향상에 유의한 수준의 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직급의 경우 저직급 대비 특히 주도적 책임수행

과 직무열의 역량의 육성에 중점을 기울이는 것이 맥락수행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팔로워십 하위 역량들을 예측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한 모형을 

직급별로 분석함으로써, 각 직급 내에서 준거변인에 대한 하위 역량 간의 상

대적 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객관적 경력성

공, 주관적 경력성공, 과업수행 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업무능력

과 직무열의로 나타났다. 고직급의 경우, 이들 세 가지 준거변인에 대해 공

통적으로 업무역량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직급은 경

력성공에는 직무열의가, 과업수행에는 업무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경력성공의 경우 역량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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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저직급에서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능력 보다는 열정적인 태

도와 직무에 대한 강한 몰입이 중요한 반면, 고직급의 경우 실질적으로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업수행의 경우에는 저직급과 고직급 공히 업무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업수행이 조직의 기술적 핵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Motowidlo & Scotter, 1994)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역량보다도 성

과창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능력 역량이 중요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맥락수행의 경우 저직급에서는 상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

났고, 조직제도 순응과 진정성이 그 뒤를 이었다. 고직급에서는 주도적 책임

수행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상생과 업무능력이 그 뒤를 이었다. 

직급 간에 공유하는 역량도 있지만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차

이가 나타난 것은 위계적 조직구조 하에서 직급에 따른 권한의 차이에서 비

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위계적 조직구조 하에서 권한이 많지 않은 저직

급이 주로 상사 및 동료에 대한 협력과 배려를 통해 맥락수행에 기여하는 반

면,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을 보유한 고직급의 경우 조직목표에 대한 고려하

에 본인의 책임 역을 명시적으로 부여된 범위보다 광범위하게 인식함으로

써 주도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이 보다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의 분석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직현상을 보다 타당하게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조직 연구를 주도해 온 리더십 위주

의 관점이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한 통합적 관점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본 연구의 제안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팔로워십이 모든 준거

변인에 대해 진정성 리더십 대비 강한 향이 나타난 가운데, 진정성 리더십

의 경우 객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유의한 수준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맥락수행에는 마지널한 수준의 향만이 나타난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최

근 경력 유형의 다양화, 조직구조의 수평화, 구성원의 가치관 다양화 등의 

추세 하에서 경력성공의 주관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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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직구조가 점

차 분산화, 수평화됨에 따라 구성원들이 조직차원의 고려 하에 규정된 역할

을 넘어서는 수행을 자발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환

경과 조직구조의 변화로 인해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주관적 경력성공과 맥

락수행에 대해 팔로워십이 리더십 대비 강한 향력이 나타난 점은 팔로워십 

연구의 활성화와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한 통합적 관점 기반의 조직연구를 

지지하는 본 연구의 취지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일련의 추가적인 분석

을 통해 팔로워십 역량이 구성원의 경력성공과 수행에 미치는 향은 경력성

공과 수행의 세부 역, 직급, 하위 역량간의 상대적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차별적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팔로워십의 효과적인 육성과 

이를 통한 조직성과의 창출을 위해서는 팔로워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다양한 맥락적 요인에 대한 사려깊은 고려가 동반되어야 함이 명확히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이론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먼저, 팔로워십 연구에 있어

서 미국 기업의 구성원을 기반으로 개발된 Kelley(1992)의 척도가 주로 활

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구성원을 기반으로 한 고유의 척도를 개

발했다는 점이다. 수렴타당도 검증에서 나타났듯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팔로워십 척도는 Kelley의 척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 두 척도가 팔로

워십의 유사한 측면을 반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

하고 신규 척도는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준거변인으로서 검증해온 정서적 조

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대해 Kelley의 척도를 통제하고도 유의한 설명량의 증

가가 나타남으로써 증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즉, 신규 척도는 기존 척도와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면서도 고유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어 향후 국내의 팔로

워십 연구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는, 신규 척도가 기존 척도에 비해서 보다 포괄적인 역량을 근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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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Kelley(1992)의 척도가 두 가지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반면, 신규 척도는 일곱 가지 하위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히 

척도를 구성하는 역량의 다양성에 의해 척도의 유용성을 논할 수는 없을 것

이다. 다만, 기존의 많은 팔로워십 연구들이 Kelley의 모형을 적용하는 과정

에서 팔로워십의 한정된 측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 역시 한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본 척도는 팔로워십 연구

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는, 척도의 개발에 있어서 리더십 역량과의 중복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고려가 반 된 점이다. 연구 1-2에서 패널이 역량 별 중요도를 평가하

는 과정에 리더십 역량과의 차별화가 고려되도록 하 다. 즉, 중요도 평가의 

요청에 있어서 ‘절대적 관점에서 유사한 중요성을 지닌 역량의 경우, 상대적 

관점에서 리더보다는 팔로워 역량으로서의 성격이 강할수록 더 중요하게 평

가’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역량에 대한 평가가 리더와 팔로워를 포괄하는 조직 

구성원의 보편타당한 역량평가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 다. 그러한 평가를 기

반으로 개발된 팔로워십 척도는 리더십 연구에서 제안되어 온 역량들과 일부 

중복되는 구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활발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는 변혁적 리

더십, 진정성 리더십 등과의 변별력이 검증됨으로써 조직연구에 있어서 리더

십과의 통합적 연구추세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과제로 볼 수 있는 팔로워십 

고유의 연구기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네 번째는, 척도 개발 과정의 엄격성이다. 고유의 팔로워십 역량 체계 혹

은 척도를 제안한 연구가 드문 가운데 김희봉(2013), 박민생과 장 철

(2010) 등이 고유의 팔로워십 체계를 제안하거나 고유의 척도를 제안하 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유 관점 연구의 맥을 잇는 동시에, 팔로워십 요인구조 

검증, 척도의 측정동일성 검증, 척도의 구성타당도 검증 등의 엄격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척도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국내 팔로워십 연

구의 정량적 기반을 보다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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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는, 팔로워십이 조직 관련 주요 변인에 미치는 향의 검증에 있

어서 준거변인의 범위를 확장한 점이다. 국내의 팔로워십 연구가 전형적으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대한 향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는 점에서 연구 저변

의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조직연구에 있어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통합적 

고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폭넓은 조직 관련 변인에 대한 

검증 결과들을 축적해 온 리더십 연구에 대응할 수 있는 팔로워십 연구의 기

반 확대가 절실하다. 또한 실무 역에서는 기업의 경 자 및 중간관리자, 

인적자원개발 부문 책임자 등이 팔로워십의 효용을 인식함으로써 팔로워십 

역량의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3의 준거변인들은 이러

한 학문적, 실무적 고려 하에 선정 및 검증되었다. 경력성공은 구성원에게 

있어서 조직생활을 통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수행은 조직성과 창출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조직운 의 근간이자 조직 차원

에서 구성원들에게 기대하는 기본적인 기대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경력성공과 수행에 대한 검증은 팔로워십 연구의 기반 확대라는 이론적 기여

와 더불어, 실무 역 구성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변수로 판

단되었다. 또한, 최근 구성원들의 가치관 변화가 반 된 프로틴 경력

(protean career), 무경계 경력(boundaryless career) 등이 대두되면서 경

력성공의 주관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

하는 중요 요인으로서 맥락수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Vigoda-Gadot, 2007)도 변수의 선정에 고려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조

직구조 변화추세와 관련된 시사점이다. 최근 조직구조의 수평화, 유연화, 분

산화 추세로 인해 전통적인 통제적 리더십은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즉, 

최근의 조직구조 변화로 인해 리더의 일방적인 지시와 팔로워의 수동적인 수

행이 아닌 리더와 팔로워 간의 파트너 관계(Chaleff, 1995; Maroosis, 2008)

를 기반으로 한 상호적, 호혜적 관계의 구축이 조직 경쟁력의 주요 원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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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활발한 리더십 연구와 대비되는 팔로워십 연구의 

부진은 이러한 조직구조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호적, 통합

적 관점의 조직연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본 연구의 팔로워십 

척도 개발은 특정 팔로워십 척도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팔로워

십 연구의 관점을 다양화하고, 궁극적으로 팔로워십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팔로워십과 리더십의 통합적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변화하는 조직환경 하의 

조직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과 시사점의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본 척도를 역량 기반 팔로워십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 의 근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성원들에 대한 역량 측정을 통

해 조직 차원에서 강화해야 할 역량, 유지해야 할 역량 등을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개별 구성원의 역량 별 개발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시행의 근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기업 

대비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투자가 미비한 반면, 중소기업 구성

원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가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지

지(이덕로, 박재석, 2010) 가 있는 바, 중소기업들은 인적 자원의 경쟁력 강

화를 통한 성과창출 차원에서 팔로워십 역량개발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구성원과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한 중요 변수로서 팔로워십의 

활용이다. 연구 2-2의 증분타당도 검증을 통해, 개발된 팔로워십 척도가 

Kelley(1992)의 척도를 통제하고도 정서적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등의 조직

유효성 변수에 유의한 추가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3에서는 

경력성공과 수행 전반에 대한 팔로워십의 향이 진정성 리더십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직무수행과 조직시민행동 등에 정

적인 향을 미치고(Judge et al., 2001; Meyer et al., 2002; 인묘환 & 윤

병섭, 2014), 경력성공은 개인과 조직 모두의 성공에 기여하는 중요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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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Judge, Higgins, Thoresen, & Barrick, 1999; Ng et al., 2005).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의 일환으로 구성원들의 팔로워십 역량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구

성원과 조직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의 달성은 물론,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상

호작용을 근간으로 한 조직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연구의 한계 및 미래 연구 제안 

 

본 연구의 한계로는 먼저 연구 2와 연구 3에서 이메일을 활용한 편의표집

법(convenience sampling)을 통해 설문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구통

계적 특성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 한 점이 있다. 연구 2의 경우 성별에 있어

서 여성의 비중이 16.1%, 학력에 있어서 고졸의 비중이 각각 10.5% 로 낮

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2에서 이러한 표본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가 

이루어진 팔로워십 척도는 대졸 이상 남성 직원의 팔로워십을 가장 잘 대변

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성별과 학력 등에 있어서 본 연구와 상이한 구성을 

지닌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본 척도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검증 및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 2와 연구 3에서 온라인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20% 내외

의 낮은 회수율이 나타난 점도 본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조직연구에 있

어서 무응답자는 응답자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직무만족, 낮은 조직몰입, 높

은 이직의도 등의 경향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Rogelberg, Luong, 

Sederburg, & Cristol, 2000). 한편, 성격특질에 있어서 응답자가 무응답자 

대비 우호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등의 수준이 높을 수 있는데(Dollinger 

& Leong , 1993), 연구 3에서 준거변인으로 고려된 과업수행과 맥락수행의 

경우 성격특질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다(김도 , 유태용, 2002).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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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응답자 간의 이러한 특성 차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낮은 회수율은 

분석결과에 편향적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 2와 연구 3의 모든 변수들이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

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가능성이 있다. 팔로워십이 리

더십을 비롯한 주요 변인들과 높은 상관이 나타났는데, 모든 변수들이 동일

한 방법에 의해 측정되는 과정에서 실제의 상관보다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

(박원우, 김미숙, 정상명, & 허규만, 2007)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팔로워십

과 리더십 간의 높은 상관은 타인에 의한 자기평가보다 자신에 의한 자기평

가가 높게 나타나는 자기통찰(self-insight) 상의 자기고양 편파(Kwan, 

John, Kenny, Bond, & Robins, 2004)가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향

후에는 리더십과 팔로워십 혹은 역량과 성과의 평가자를 분리하는 방법을 통

해 이러한 편의를 통제한 보다 엄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연구 3의 경우 횡단적으로 설계되어 모든 변수가 동시에 측정되었다는 점

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인과적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기술, 지식, 특질, 동기, 

태도 등을 기반으로 한 팔로워십 역량과 개방성, 윤리성, 긍정성, 상호성 등

을 기반으로 한 진정성 리더십 역량을 근간으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고, 팔

로워십과 리더십 역량이 경력성공의 근간이 되는 연구모형의 설정은 업무상 

흐름이나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나,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제

안을 위해서는 수행과 경력성공이 팔로워십과 리더십 역량에 미치는 향까

지 고려한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 3에서 객관적 경력성공에 대한 전반적 설명력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실적을 통제하지 않은 원인 외에도 객관적 경력성공의 측정지표로 활용

된 인사고과(업무평가)가 명시적으로는 역량과 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기반으로 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구성원들의 진급시기 고려, 

상대평가에 따른 가이드라인 준수, 리더와 팔로워 간의 관계의 질 등이 향

을 미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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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절한 통제 하에 예측변인의 설명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추진되

어야 하겠다. 

조직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도 본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국

내 기업들은 개별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Kelley(1992) 척도 개발의 기반

이 된 미국 기업에 비해 집단주의적 문화가 전반적으로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이 추출된 기업의 문화적 특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연구의 타당성 확대와 실

무적 활용성의 제고를 위해 향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Kelley(1992) 척도를 구성하는 2가지 핵심 차원 가운데 하나인 독립적/

비판적 사고가 연구 1-2에서 내용타당도(CVR)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해 척

도개발에 포함되지 못 했다. 다수의 팔로워십 연구들(Carsten et. al., 2010; 

Gilbert & Hyde, 1988; Schwind, 2009; Thody, 2000)이 독립적/비판적 사

고를 중요 역량으로 제안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팔로워십 역량으로서의 독립

적, 비판적 사고에 대한 고려가 타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조직 구조

의 수평화와 권한이양의 확대 추세 하에서 팔로워의 독립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중시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조직 내의 전략적 사고와 

주요 의사결정 과정은 리더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량은 리더에게 요

구되는 핵심 역량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립적/비판적 사고의 제외는 팔로워

십 역량으로서의 절대적 관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패널의 중요도 평가에 

있어서 리더십 역량과의 차별성을 고려하도록 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추정

할 수 있다. 또한 전형적인 한국 기업의 조직문화가 미국 기업 대비 비판적 

의견개진 보다는 순응을 중시하고, 조직내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중시한다는 

점도 이러한 평가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구성원 고유

의 독립적 의견과 독특성이 더 존중받는 미국 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

구(Milliken, Morrison, & Hewlin, 2003)에서도 상향 의견개진을 억제하는 

주요 원인이 자칫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됨으써 조직내의 인간관계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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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에 대한 우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정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팔로워십 척도의 실무적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척도를 활용한 

팔로워십 유형화 연구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역량구

조를 활용하는 방법과 더불어, 7개의 하위 역량을 아우를 수 있는 보다 상위

의 간결하고 정제된 차원들을 탐색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Kelley(1992)의 경우도 많은 실증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팔로워십 

역량들을 발굴했지만,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2가지 차원을 추출한 후, 이를 

통해 5가지의 팔로워십 유형을 제안함으로써, 이후 다양한 분야의 조직에 적

용되어 왔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척도 역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핵심적인 상위 차원을 모색함으로써 실무 역에서 구성원의 팔로워십 유형

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 및 육성하고, 더 나아가 각 유형별 특성 이해를 통한 

동기부여 전략과 성과 향상을 위한 팔로워십 육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형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 3에서 리더십 변인으로서 고려한 진정성 리더십 외에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Bass, 1985), 최근에 서서히 연구가 증가하

고 있는 서번트 리더십(Greenleaf, 1977) 등 다양한 리더십 개념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리더십을 공동목표의 달성을 위해 리더가 구성원

들에게 향을 미치는 과정(Northouse, 2013)으로 통칭하여 정의할 수 있

지만, 개별 리더십 개념 고유의 특성과 구성 역량을 고려할 때 모든 리더십 

개념이 동일한 결과를 유도할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리더십 개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팔로워십, 리더십, 조직 관련 변

인 간의 다양한 잠재적 관계를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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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2-1 의 팔로워십 문항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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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326

**
.372

**
.204

**
.390

**
.395

**
.349

**
.318

**
.338

**
.312

**
.321

**
.289

**
.204

**
.291

**
.292

**
.374

**
.148

*

39 .217
**
.275

**
.187

**
.215

**
.263

**
.257

**
.290

** .090 .196
**
.205

**
.217

**
.175

*
.206

**
.240

**
.284

**
.296

**
.172

* .072 .200
**
.174

*
.180

* .108

40 .237
**
.286

**
.224

**
.233

**
.308

**
.317

**
.351

** .097 .162
*
.169

*
.171

*
.205

**
.163

*
.192

**
.289

**
.307

** .113 .060 .148
*
.210

**
.210

**
.182

*

41 .285
**
.326

**
.220

**
.245

**
.236

**
.280

**
.381

**
.160

*
.228

**
.192

**
.170

*
.234

**
.240

**
.274

**
.344

**
.339

**
.206

** .103 .173
*
.202

** .081 .150
*

42 .395
**
.393

**
.336

**
.299

**
.390

**
.398

**
.383

**
.365

**
.301

**
.371

**
.335

**
.250

**
.341

**
.354

**
.330

**
.401

**
.326

** .128 .272
**
.253

**
.190

**
.193

**

43 .421
**
.431

**
.455

**
.367

**
.410

**
.401

**
.388

**
.383

**
.375

**
.436

**
.378

**
.271

**
.167

*
.198

**
.269

**
.259

**
.206

** .126 .320
**
.287

**
.322

**
.269

**

44 .581
**
.415

**
.505

**
.426

**
.482

**
.566

**
.624

**
.448

**
.417

**
.433

**
.369

**
.401

**
.266

**
.322

**
.413

**
.538

**
.360

** .138 .342
**
.378

**
.282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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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주. 1~4: 적극적 주도, 5~7: 조직목표/리더입장 고려, 8~10: 책임감/주인의식, 11~14: 협력, 

15~17: 배려, 18~23: 진정성(윤리/정직), 24~27: 직무열의, 28~31: 조직제도 순응, 
32~35: 업무능력, 36~38: 성실성, 39~44: 의사소통 능력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23 1

24 .273
** 1

25 .252
**
.574

** 1

26 .370
**
.603

**
.495

** 1

27 .278
**
.596

**
.537

**
.643

** 1

28 .353
**
.237

**
.348

**
.444

**
.409

** 1

29 .582
**
.230

**
.252

**
.434

**
.398

**
.648

** 1

30 .473
**
.278

**
.260

**
.413

**
.369

**
.535

**
.819

** 1

31 .490
**
.262

**
.219

**
.396

**
.318

**
.467

**
.755

**
.785

** 1

32 .341
**
.353

**
.285

**
.365

**
.280

**
.237

**
.342

**
.353

**
.352

** 1

33 .397
**
.439

**
.344

**
.488

**
.356

**
.306

**
.439

**
.440

**
.418

**
.675

** 1

34 .379
**
.411

**
.404

**
.455

**
.360

**
.386

**
.374

**
.370

**
.334

**
.675

**
.702

** 1

35 .419
**
.425

**
.461

**
.520

**
.447

**
.376

**
.413

**
.403

**
.400

**
.628

**
.702

**
.714

** 1

36 .483
**
.372

**
.408

**
.516

**
.368

**
.308

**
.392

**
.391

**
.376

**
.322

**
.471

**
.410

**
.518

** 1

37 .412
**
.219

**
.276

**
.458

**
.316

**
.286

**
.421

**
.405

**
.340

**
.406

**
.411

**
.397

**
.461

**
.482

** 1

38 .511
**
.150

*
.296

**
.376

**
.286

**
.322

**
.429

**
.383

**
.304

**
.351

**
.417

**
.362

**
.475

**
.452

**
.662

** 1

39 .165
*
.165

*
.243

**
.238

** .119 .178
*
.223

**
.230

**
.204

** .107 .297
**
.248

**
.253

**
.159

*
.146

* .134 1

40 .201
**
.201

**
.211

**
.315

**
.174

*
.195

**
.209

**
.199

**
.195

**
.192

**
.343

**
.341

**
.315

**
.143

*
.193

**
.180

*
.780

** 1

41 .151
*
.205

**
.198

**
.314

**
.174

*
.172

*
.173

*
.274

**
.184

*
.167

*
.303

**
.240

**
.252

**
.240

**
.193

**
.172

*
.751

**
.742

** 1

42 .293
**
.261

**
.300

**
.285

**
.201

**
.324

**
.327

**
.301

**
.282

**
.261

**
.304

**
.307

**
.412

**
.374

**
.224

**
.260

**
.311

**
.282

**
.303

** 1

43 .275
**
.338

**
.363

**
.404

**
.237

**
.154

*
.215

**
.194

**
.202

**
.331

**
.464

**
.400

**
.439

**
.386

**
.275

**
.313

**
.322

**
.347

**
.271

**
.445

** 1

44 .330
**
.437

**
.369

**
.483

**
.425

**
.293

**
.357

**
.427

**
.381

**
.498

**
.569

**
.440

**
.451

**
.345

**
.390

**
.346

**
.278

**
.324

**
.367

**
.340

**
.43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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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업무능력, 배려, 정직 대상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34(업무능력) .783   

33(업무능력) .767   

35(업무능력) .739   

32(업무능력) .736   

11(배려)  .736  

17(배려)  .668  

15(배려)  .629  

21(정직)   .758 

23(정직)   .557 

22(정직)   .495 

신뢰도계수(α) .894 .762 .669 
 
  



216 

부록 3. 업무능력, 배려, 정직 대상 2차 요인 모형 

 

 

주 1.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주 2. 모든 계수는 p<.001 수준에서 유의 

 

 

부록 4. 업무능력, 배려, 정직 대상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χ  d.f RMSEA NFI CFI TLI 

1차 모형 45.402 32 .048 .935 .979 .971 

2차 모형 45.402 32 .048 .935 .979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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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연구 2에 사용된 척도 

 

[팔로워십] 다음은 귀하께서 팔로워로서 업무를 수행하실 때의 다양한 역량과 관련

된 문항입니다. 귀하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귀하

께서 임원이나 간부이신 경우에도 리더로서가 아닌 귀하보다 상위의 리더를 지원하

는 팔로워로서의 입장에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1) 나는 지시받은 내용 이상의 성과를 위해 최선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발휘하여 업

무를 수행한다. 

2) 나는 동료들이 꺼리는 까다로운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에도 위축되지 않고 적극

적인 자세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 

3) 나는 지시받아서 하는 업무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업무를 발굴해 주도적으로 추

진한다. 

4) 나는 문제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5) 나는 회사의 전반적인 목표와 전략적 지향점과 같은 조직 차원의 큰 목표를 생

각하며 일한다. 

6) 나는 개인적 업무목표를 넘어 상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지원하고자 

노력한다. 

7) 나는 리더의 목표, 리더가 느끼는 압력, 리더의 장단점 등을 고려하며 업무를 수

행한다. 

8) 나는 나의 고유 업무는 물론 상사 혹은 조직의 수행과 성과에 대해서도 책임감

을 느낀다. 

9) 나는 회사의 주인이라는 자세로 회사생활에 임한다.  

10) 나는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닌 주인이라

는 생각으로 임한다. 

11) 나는 팀프로젝트, 태스크포스 등을 위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업무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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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없다.  

12) 나는 동료들과 힘을 합쳐 공동의 성과를 창출할 때 보람을 느낀다.  

13) 나는 고유의 업무스타일이 있지만 동료들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때로는 양보

하며 조화를 추구한다.  

14) 나는 동료들과의 업무 상 관계가 원만하다. 

15) 나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내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가 업무를 익히도록 자상히 

도와준다. 

16) 나는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는 동료를 도와준다.   

17) 나의 평가와 직접 연관된 업무가 아니어도 동료와 부서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

꺼이 도와준다.  

18) 나는 성과를 위해 윤리적 신념을 양보하지는 않는다.  

19) 나는 성과를 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못지 않게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

각하려고 노력한다.  

20) 나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높은 윤리적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21) 나는 조직의 화합을 바라지만 조직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는 

않는다.  

22) 나는 조직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 누군가 비난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23) 나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려고 노력한다. 

24) 나는 현재의 업무에 강한 애착을 느끼고 있다.  

25) 나는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업무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다.  

26) 나의 업무는 조직성과에 기여하는 가치있는 일이다.  

27) 나는 현재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싶다.  

28) 나는 직장생활에서 요구되는 예의를 지킨다.  

29) 나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한다.  

30) 나는 누가 보지 않더라도 회사의 규정과 절차를 따른다.  

31) 나는 회사의 규정과 공지사항 등을 잘 숙지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32) 나는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33) 나는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일에 자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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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나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절차, 기술, 도구 등의 사용에 능숙하다.  

35) 나는 현재 맡고 있는 업무 역과 관련된 일이라면 다소 새로운 부분이 있어도 

원활하게 해낼 수 있다.   

36) 나는 한 번 업무계획을 세우면 중간에 예상치 못 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계획

대로 완수하려고 노력한다.  

37) 나는 일단 시작한 일은 미루지않고 빨리 마치기 위해 노력한다. 

38) 나는 계획대로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 시간관리에 신경을 쓴다.  

39) 나는 논의를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해 종종 유머를 사용한다.  

40) 나는 업무협의나 회의 도중에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지면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다.  

41) 나는 불편한 동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유머를 사용한다.  

42) 나는 상사가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구두/문서/이메일/전화)을 세심히 고

려해서 의사소통한다. 

43) 나는 동료들이 상사에게 보고하기 불편해 하는 사항도 큰 어려움 없이 전달할 

수 있다. 

44) 나는 상사가 기획안, 아이디어 등을 검토할 때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다

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팔로워십(Kelley, 1992)] 다음은 귀하께서 팔로워 역할을 수행할 때의 행동 및 사

고 성향을 묻는 문항입니다. 귀하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 주

십시오. 귀하께서 임원이나 간부이신 경우에도 리더로서가 아닌 귀하보다 상위의 리

더를 지원하는 팔로워로서의 입장에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1) 나는 나의 사회적 목표나 개인적인 꿈을 위해 일하고 있다. 

2) 내가 추구하는 목표는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잘 조화된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최선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발휘하여 업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한다. 

4) 나의 일에 대한 열의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도 활기차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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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는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고 판단한다. 

6) 나는 조직과 리더에게 보다 가치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역량개발에 적극적으로 

힘쓴다. 

7) 나는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을 때 상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성과를 

빠르게 보여준다. 

8) 나의 상사는 나의 능력을 믿고 어려운 업무를 자주 맡긴다. 

9) 나는 주어진 업무 이외의 일도 자발적으로 찾아서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노

력한다. 

10) 나는 동료들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집단과제의 책임자가 아니어도 주어진 일보

다 더 많은 일을 하여 공헌하고자 한다. 

11) 나는 상사 혹은 조직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생각해서 제안하는 편이다. 

12) 나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상사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13) 나는 나의 성과나 평가와 연결되지 않더라도 동료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도와준다. 

14) 나는 상사가 기획안, 아이디어 등을 검토할 때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다

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15) 나는 상사의 요구, 목표, 제약 등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한다. 

16) 나는 나에 대한 평가를 회피하기 보다는 장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17) 나는 지시받은 일을 단순히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지시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

해 스스로 생각해본다. 

18) 나는 상사가 나의 업무분야나 개인적인 선호에 어긋나는 업무를 시키면 거부의 

뜻을 보일 때가 있다. 

19) 나는 상사나 집단이 제시하는 기준 보다는 나 자신의 윤리적 기준에 의해 의사

결정을 하고 행동한다. 

20) 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에 확신이 있다면 동료나 상사와 갈등을 일

으킬 수 있더라도 나의 의견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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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십(박민생　장 철, 2010)] 다음은 귀하께서 팔로워로서 업무를 수행하실 

때의 역량 및 의욕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귀하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

에 체크해 주십시오. 귀하께서 임원이나 간부이신 경우에도 리더로서가 아닌 귀하보

다 상위의 리더를 지원하는 팔로워로서의 입장에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1) 나는 나만의 직무지식을 적극적으로 발휘한다. 

2)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제기한다. 

3) 나는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과정 및 절차를 알고 있다. 

4) 나는 리더의 요구나 목표, 제약을 이해하고 일한다. 

5) 나는 어떤 직무가 주어지면 개념을 파악하고 일을 한다. 

6) 나는 종종 어려운 업무를 맡기도 하지만 맡은 일은 기한 안에 완수한다. 

7) 나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관련 부문, 장비 이용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8) 나는 나의 손을 거치면 해결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재주가 있는 편이다. 

9) 나는 직무관련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10) 나는 나의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차원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11) 나는 일을 단순히 떠맡는 것이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 

12) 나는 리더에게 의존해서 일을 해결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 

13) 나는 주어진 일보다 더 하고 싶고, 잘하고 싶다. 

14) 내가 하는 일은 나의 꿈을 성취하는데 직결된다고 여긴다. 

15) 나는 조직에서의 일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 

16) 나는 조직의 방침 및 기준을 믿고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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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다음은 귀하께서 과업을 수행하는 행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귀하의 모

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1) 나는 내가 맡은 업무를 항상 정확하고 깔끔하게 처리한다. 

2) 나는 업무에서의 목표를 항상 달성한다. 

3) 나는 업무에서 타인과 구별되는 전문성을 발휘한다. 

4) 나는 동료에 비해 탁월한 업무 수행을 보인다. 

5) 내가 처리한 업무의 질은 탁월하다. 

6) 내가 맡은 업무를 잘한다는 소리를 부서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다. 

 

[맥락수행] 다음은 직장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의 귀하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입

니다. 귀하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1) 나는 동료가 결근, 휴가, 교육 등으로 부재중일 경우 부서와 그 동료를 위해 기

꺼이 도움을 준다. 

2) 나는 출근시간, 점심시간 등의 규정을 잘 준수한다. 

3) 나는 직무 상 공식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어도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자발적

으로 한다. 

4) 나는 업무능률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과도하지 않은 휴식시간을 갖는다. 

5) 나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내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가 업무를 익히도록 자상히 

도와준다. 

6)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출근한다.. 

7) 나는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는 동료를 도와준다. 

8) 나는 사정이 있어서 결근을 해야 할 경우 미리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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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는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통화나 용무를 위한 시간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한다. 

10) 나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연/월차 휴가를 쓰지 않는다. 

11) 나의 평가와 직접 연관된 업무가 아니어도 동료와 부서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

꺼이 도와준다. 

 

[변혁적리더십] 다음은 귀하가 리더로서 부하를 대하는 관점 및 태도와 관련된 내용

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귀하에게 부하가 없는 경

우에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체크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1) 나는 부하(다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을 기분 좋게 느끼도록 한다. 

2) 리더로서,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표현한다. 

3) 나는 부하(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도록 한다. 

4) 나는 부하(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개발해 가도록 돕는다. 

5) 부하(다른 사람)들은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 

6) 부하(다른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표

현한다. 

7) 나는 부하(다른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방

법을 제공한다. 

8) 나는 부하(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도록 한다. 

9) 부하(다른 사람)들은 나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0) 나는 부하(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도록 돕는다. 

11) 나는 부하(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전에 전혀 의문을 갖지 않았던 일

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금 생각하도록 한다. 

12) 나는 소외당하고 있는 듯한 부하(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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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조직몰입] 다음에 나오는 설명들은 귀하께서 조직에 대해 느끼는 정서에 관

한 것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1) 나는 현재 직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면 매우 행복할 것이다. 

2) 나는 우리 조직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한다. 

3) 나는 조직에서 가족과 같은 친 함을 느낀다. 

4) 나는 조직에 대해 감정적인 애착심을 느낀다. 

5) 이 조직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의미를 갖는다. 

6) 나는 우리 조직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직무만족] 다음에 나오는 설명들은 직무와 관련된 만족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1) 나의 일은 지루하지 않고 대체로 재미있다. 

2) 나는 현재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3) 나는 현재의 나의 일에 매우 만족한다. 

4) 나는 대부분의 경우 일에 대해 열정적이다. 

5) 나는 다른 보통 직원들보다 더욱 내 직업을 좋아한다. 

6) 나는 나의 일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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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연구 3에 사용된 척도 

 

[팔로워십] “연구 2의 팔로워십 척도 가운데 1번~38번 문항” 

  

[객관적 경력성공] 귀하의 최근 1년간의 인사고과 평점은 상위 몇 퍼센트 정도에 

속하는지요?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주관적 경력성공] 다음은 본인의 현재 경력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

해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1)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원하는 경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 현재의 업무에서 내가 원하는 경력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

다. 

3) 나는 현재 원하는 경력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만족스럽다. 

4) 나는 직장에서 내 경력을 고려할 때, 현 임금 수준에 만족하는 편이다. 

5) 나는 직장에서 내 경력을 고려할 때, 현 직급 수준에 만족하는 편이다. 

6) 나는 남들보다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7) 나는 내 분야에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8) 내가 이제까지 획득한 기술과 능력을 고려해 볼 때,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많은 

구직 기회가 있을 것 같다. 

9) 나는 원할 경우 내 분야에서 새로운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으로 볼 때, 다른 회사도 나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간주할 것 같다. 

11)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정도면, 다른 회사에서도 지금과 동등한 자리를 쉽

게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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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다음은 귀하께서 과업을 수행하는 행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귀하의 모

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1) 나는 내가 맡은 업무를 항상 정확하고 깔끔하게 처리한다. 

2) 나는 업무에서의 목표를 항상 달성한다. 

3) 나는 업무에서 타인과 구별되는 전문성을 발휘한다. 

4) 나는 동료에 비해 탁월한 업무 수행을 보인다. 

5) 내가 처리한 업무의 질은 탁월하다. 

6) 내가 맡은 업무를 잘한다는 소리를 부서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다. 

 

[맥락수행] 다음은 직장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의 귀하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입

니다. 귀하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완전히 
그렇다 

 

1) 나는 동료가 결근, 휴가, 교육 등으로 부재중일 경우 부서와 그 동료를 위해 기

꺼이 도움을 준다. 

2) 나는 출근시간, 점심시간 등의 규정을 잘 준수한다. 

3) 나는 직무 상 공식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어도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자발적

으로 한다. 

4) 나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내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가 업무를 익히도록 자상히 

도와준다. 

5)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출근한다.. 

6) 나는 사정이 있어서 결근을 해야 할 경우 미리 통보한다. 

7) 나는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통화나 용무를 위한 시간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한다. 

 



227 

※ 진정성 리더십은 척도(Authentic Leadership Questionnaire: ALQ)에 대한

Avolio, Gardner와 Walumbwa( 2007)의 지적재산권을 대행하는 Mind Garden, 

Inc과 연구목적에 한정하고, 논문에 전체 척도를 명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수하

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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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Followership Scale :  

Focused on Competencies of Employees in 

Commercial Enterprises  

 

Joonwon Choi 

Dep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oth leadership and followership are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the 

enterprises. However followership studies have been relatively weak 

compared to leadership studies. Furthermore, many followership studies 

in Korea have been dependent on Kelley’s followership scale which was 

developed and validated in the United Sta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acilitate diverse viewpoints and research discussions for 

followership studies in Korea by developing new followership scale 

based on Korean employees. The study is composed of literature 

review and several empirical analyses based o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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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terature reviews cover followership definition, proposed 

followership competencies and core concepts of major followership 

studies. In many organizational studies, follower has been granted as the 

same concept of subordinate and followership as the concept which is 

related to the specific position under hierarchical organizational 

structure. Recently, however, follower and followership are granted as 

concepts which are based on relative role in the each interpersonal 

interaction. According to this viewpoint, leadership and followership are 

flexible and reciprocal role-based concepts which are both important to 

create organizational performance. Considering both leadership and 

followership are important for organizational performance, current 

sluggish study of followership is not desirable. By followership scale 

development, this study intends to facilitate more active research about 

followership and contribute more balanced approaches to organizational 

studies considering both leadership and followership.  

Empirical studies are composed of two qualitative studies and another 

two quantitative studies.  

Qualitative studies were carried out by focus group interview and then 

by Delphi method. Focus group interview was carried out as the first 

step of the whole study. The purpose of the study by focus group 

interview was to collect overall opinions and experiences about 

followership from Korean employees who had been with Korean 

companies over 10 years. Even though many followership competencies 

were already discovered by reviewing previous followership studies, 

this exploratory study was necessary because followership studies have 

been lead by western scholars, especially American scholars foc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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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merican companies and employees. So, through this interview, it 

was necessary to explore any unique followership competencies which 

had been rarely commented or suggested by the previous studies. As 

expected, followership competencies like sacrifice, concession, 

benignancy and well-conducted was suggested as important which had 

rarely been suggested as important in the previous studies. In the next 

study by Delphi method, these were evaluated with several 

competencies extracted from previous studies as candidates for major 

followership competencies which would be included in the quantitative 

scale development study. Through repeated assessment, 9 major 

competencies were selected from 24 candidates for scale development.  

For quantitative study, scale development and basic validation were 

carried out first and then study to examine the usefulness of the new 

scale for several organizational variables was carried out next.  For the 

first quantitative study, 44 items for 9 competencies were developed 

and measured by web-based surve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389 

employees in several companies based in Korea. Furthermore, 373 

responses were put into analysis after filtering out inappropriate 

responses. Through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38 

items for 7 core followership competencies were identified. The new 

followership scale was found to be stable by verification of 

measurement equivalence including configural invariance, weak factorial 

invariance, strong factorial invariance and strict factorial invariance. 

Construct validity was also supported by verification of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nomological validity and incremental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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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success can be regarded as basic and fundamental 

expectations of the employees while employees’ performance is to the 

organization. So, in study 3, several regression models were analyzed to 

find out whether followership has any significant effects on objective 

career success, subjective career success, task performance and 

contextual performance. Result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f 

followership on each criterion variable. Meanwhile, authentic leadership, 

which was considered as control variable, showed weaker effect than 

followership as a whole. Considering verified importance of followership 

as a major predictor for some organizational variables in this study, 

integrated approach between leadership and followership should be 

more invigorated rather than traditional leadership-centered approach. 

Based on the findings of these analys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inally,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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