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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에서 공유된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여,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

는 공공부문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얻는 것

이다.

본 연구는 한국서부발전의 241개 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유된 리

더십은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의 평균치로 정의하고 측정

하였으며 조직성과는 팀 내부평가점수로 구성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성과를 종속변수로, 공유리더십을 독립변수로 하고, 팀원

수, 연령, 교육수준, 평균근속연수를 통제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

였다. 설문조사에 따른 주관성이라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사시스템의 개인별 근무평정결과와 내부평가시스템의 팀 평가점수 등

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된 공유리더십과 조직성과 자료를 활용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은 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유리더십과 팀 성과의 측정방법에 있어서 기

존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는데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공유리더십이 발휘되는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팀내에서 상위

직급의 리더십이 하위직급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

고 직급별 리더십이 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그 결과, 팀장리더십이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에 그리고 차장리더십이

직원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급별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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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과 팀성과와의 관계에서는 팀장리더십만이 팀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차

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은 팀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를 통해 실무적으로는 한국서부발전의 조직성과 향상을 위해서

팀장뿐 아니라 팀 구성원 즉 차장과 직원들의 리더십발휘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팀장은 하급자가 자기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권력과

자원에 대해 구성원과 공유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구성원은 리

더의 지시로 인한 복종이 아닌 구성원이 스스로 자기 동기 부여를 통하

여 주인의식이 뿌리 내리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회사는 하

위조직에 인사, 예산, 평가 등 권한과 자원에 대한 실질적 권한위임으로

자율적 조직운영을 강화함으로써 공유리더십이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조직의 기본단위인 팀조직에서

팀장 뿐 아니라 팀 구성원의 리더십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팀

성과가 향상되어 조직 전체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공유리더십, 팀장리더십, 구성원리더십, 조직성과, 팀내부평가점수

학 번 : 2014-2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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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공기업 내 팀조직에서 리더와 구성원들의 리더십이 공

동으로 발휘되는 상황 즉 팀 내 공유리더십의 발휘정도가 팀 성과에 어

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의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우선적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공기업 팀에서 상위리더(팀장)의 리더십이 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팀 구성원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어떤 연결고리

를 거치는지를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을 각각의 변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공기업 팀 내 계층별

리더십의 바람직한 상호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공기업은 위계질서가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권한

이 집중된 최고리더(기관장 혹은 부서장)의 영향력에 의존하는 보수적인

조직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기업은 감축관리와 민

영화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조석준·임도빈, 2010). 즉 설

립목적을 다하였거나 환경이 변화하여 존재이유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공

기업은 퇴출을 감수해야만 한다. 현실적으로는 소비자인 국민으로부터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불만요인에 대한 신속

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를 감안한 정부의 정책

은 각종 평가와 감사 등 외부 통제활동을 강화하며 끊임없는 업무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우수인재들이 대거 공기업으로 몰리면서

업무 자율성을 원하는 추세가 확대되는 등 공기업은 안팎으로 수많은 도

전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대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인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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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업무는 대부분 팀 단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

경에 직면하고 있는 공기업의 팀조직 내에서 팀장과 구성원들의 리더십

역량이 어떤 경로로 발휘되어 성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는 일은 조직의

성과관리 혹은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 팀조직은 일반적으로 리더인 팀장, 초급간부인 차장 그리

고 직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특정팀

이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팀장의 리더십도 중요

하지만 차장과 직원이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공기업에서 공유 리더십의 발휘가 중요한 이유는 정권교체 등 경영 환경

의 변화를 겪으면서 창의성, 변혁, 창조, 창발적 사고 등 혁신 성과의 중

요성이 커지고 이는 공기업에 대한 평가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공유리더십은 일방향적으로 영향력이

행사되는 전통적인 리더십에 비해 역동적인 리더십의 공유, 상호 작용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 기존과는 다른 문제해결 방식의 도출 등

을 바탕으로 혁신관련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Pearce & Sims, 2002; 정예지 등, 2014 재인용). 따라서 더 나은 성과를

내는 팀조직에서 그 구성원의 리더십 역량이 실질적으로 발휘되는지, 특

히 각 구성원들(차장 및 직원)의 리더십 역량수준을 구분하여 측정한 후

이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발휘되는가에 관한 실증연구는 공기업의 팀관리

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 이는 공기업 조직 전체의 성과관리를 개선

하는 데에 기여하는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조직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

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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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내 공유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서 조직성과를

어떤 지표로 측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분분하다. 다수의 연구

자들은 팀 유효성, 팀 효능감 및 팀 몰입의 정도를 설문을 통해 측정하

고 있으며 응답자가 자신의 성과를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응답자의

의지가 반영되는 주관적 평가에는 팀성과의 자의적 측정으로 신뢰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자는 동일한 응답자에 의해 독립변

수인 공유리더십 수준과 종속변수인 팀성과를 측정하게 된다는 방법론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팀성과를 주관적 지표로 측정한 대다수의 기존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독

립변수인 공유리더십과 종속변수인 팀성과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하여 측

정해보고자 한다.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는 이러한 시도는 공유리더십 수

준과 팀성과의 완벽한 측정이 불가능 하다는 근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이라는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팀내 공유리더십과 팀성과의 관계에 대한 주제에 대해 공

기업인 한국 서부발전의 개인역량평가와 팀내부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팀

수준의 객관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팀내 공유리더십과 팀성과의 관계

를 개인수준에서 주관적 지표를 적용하여 분석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보

완하기 위해 팀수준에서 객관적 지표를 적용하였다. 또한, 직급별 리더십

수준을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 그리고 직원리더십으로 상위직급의 리더

십이 하위직급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과 각 지급별 리더십이 성과로 이

어지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공유리더십이 팀성과에 미치는 영

향력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경로 분석을 통해 공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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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현재 공기업분류상 시장형 공기업으로 되어 있는 한국

서부발전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동안 241개 팀조직을 대상으

로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 직원리더십 및 팀 성과자료를 토대로 팀의

공유리더십과 팀 성과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팀의 구성원인 팀장,

차장, 직원의 리더십 수준에 대하여 매년 시행하는 개인별 역량평가 자

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평균을 공유리더십으로 정의하고 팀성과는 매년

시행하는 내부평가결과에 따른 팀 점수를 활용하여 두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공유리더십이 발휘되는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팀장

리더십, 차장리더십, 직원리더십과 팀성과간의 경로를 분석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리더의 리더십에

대한 기존 이론 및 연구들을 검토하고 둘째 구성원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리더십 대체이론과 공유리더십 관련 이론 및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 그리고 공유리더십과 팀 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

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맞게 설계된 모형 검

증을 통해 연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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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리더십 연구동향

    리더의 역할은 어느 조직을 불문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리

더는 내외부의 환경적 역경을 헤치고 조직의 성과를 위해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리더십에 관한 개념과 관련해서는 학자

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논의되어 왔으며 일반화된 정의는 없는

것이 특징을 이룬다(Howell et al, 1990 ; 강정애 등, 2010 재인용). 전통

적 관점의 리더십 연구들은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가 구성

원을 동기부여시키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리더십을

정의했다(강정애 등, 2010). 이는 리더가 리더십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

는 관점에 따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리더뿐 아니라 부하, 상

황변수를 반영한 통합적 개념의 리더십 정의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

된다. 특히, 최근 들어서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적인 영향력 행사라는 측

면이 리더십 이론에서 강조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Northouse

는 ‘리더십이란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

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강정애 등, 2010). 이는

공식적 리더 즉 조직내 최고직위자의 리더십 역량발휘 뿐 아니라 하위직

위자 즉 조직 구성원의 리더십 역할도 중요하다는 의미로서 리더십 발휘

주체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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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통적 리더십 연구

   리더십 연구의 접근방법은 학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의 접근방식이 특성이론(Trait Theories)에서 시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행동이론(Behavior Theories), 상황이론(Situational Theories) 및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등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행동

이론이 정립되면서부터 리더십의 유형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학자

들마다 리더십유형을 특정요소에 따라 구분해왔다(김형남, 2012).

<표2-1> 리더십 이론의 발전과정

구 분 주요연구자 주요내용

특성이론
(1930~1950)

Tead, 
Stogdill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리더의 개인적 특징이나 자질이 존재

행동이론
(1950~1960)

Blake 
Mouton
Halpin

리더십의 중요한 측면은 리더가 여러 상황에
서 실재하는 행위. 성공적 리더와 비 성공적인 
리더는 그들의 리더십 스타일에 의해 구별

상황이론
(1970~1980)

Fiedler
House

리더십 스타일 뿐만 아니라 리더십 환경을 이
루는 상황에 의해서도 결정. 상황에는 리더나 
하급자들의 특성, 과업의 성격, 집단의 구조, 
강화의 유형 등이 있음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

(1980~)
Burns
Bass

리더, 추종자의 관계 강조, 비전·변혁마인드 
강조, 기존의 이론에 현대시대적 상황을 반영

자료 : 이효영(2014)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함

    리더십 연구의 대상으로서 리더의 유형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 완력가형 리더십은 가장 초기 형태의 리더십이며 명령과 지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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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할당, 위협과 징계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추종자들을 고분고분하게 만

들어 자신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특징을 가진다(김경수 등, 2011).

둘째,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추종자들의 교환 관계에 바탕을 두고 구

성원들의 임무수행을 위해 리더가 제공하는 보상에 초점을 둔다. 추종자

들은 보상이 유지되는 한 거래적 리더와의 관계를 유지한다. 셋째, 공상

적 영웅리더로서, 리더의 능력은 구성원들을 높게 동기부여 시키고 비전

을 고취시키며 추종자들은 리더와 그의 비전에 몰입한다(Manz & Sims,

1991).

첫 번째 유형은 권위적 리더십으로서 계층제 구조에서 흔히 나타

난다. 리더에게 대부분의 권한이 쏠려있고 중요한 결정을 최고경영자가

내리는 상황에 잘 부합된다. 두 번째 거래적 리더십 유형에서 나타나는

보상은 승진이나 금전적 인센티브 등 외재적 보상뿐만 아니라 칭찬, 인

정 등 내재적 보상의 수단도 유용할 수 있으며 리더가 구성원에게 영향

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세 번째 유형이 변혁적 리더십에 해당

하며 비젼을 공유하고 주위사람을 선동하는 경향이 강하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첫 번째 리더와 비슷한 면이 있다.

이상 세 가지 유형의 리더십은 공통적으로 리더의 부하에 대한

일반적인 영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조직성과와 관련하여 리더 역

할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그렇지만 이것이 리더십과

조직성과를 충분히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특히, 공기업 팀조

직에서는 팀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원인 차장리더십 그리고 직

원리더십이 발휘되는지 여부도 팀성과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기 때

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전통적 리더십과 대비되는 리더십 유형으

로서 구성원의 리더십 역량발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들이 등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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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더십 대체이론

   공식 리더의 리더십이 부하의 만족, 동기유발 및 성과에 전혀 실

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데 착안하여 리더십 대

체이론이 제시되었다(Kerr and Jermier, 1978). 기존의 리더십 연구들이

대부분 부하의 동기와 만족의 일차적 결정요인으로 공식리더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면 리더십 대체이론은 공식리더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 즉 구성원 특성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법을 취한 이

론이다.

리더십 대체 이론에서는 리더십 대체 요인들이 많이 존재하면

할수록 하급자의 태도나 성과에 대한 리더 행위의 영향은 그만큼 줄어들

게 된다. 결국 좋은 리더십이란 리더의 특성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

급자가 필요로 하는 기존의 조직구조나 보상체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리더십이란 논리이다(정대용 & 김민석, 2009). 예를 들어 경험이 많고

잘 훈련된 구성원, 전문가적 성향이 높은 구성원은 굳이 지원적 리더십

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탁월한 업무수행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가능성이

많다(이광희 등, 2013).

리더의 리더십 뿐 아니라 리더십 측면에서 구성원 행태의 중요성

을 강조한 리더십 대체이론으로부터 새로운 리더십 이론들이 발전하였

다. 대표적으로 셀프리더십 이론, 슈퍼리더십 이론 및 공유리더십 이론

등이 있다. 이들은 다른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구성원 리더십의 중요

성을 강조한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그 이론적 토대를 리더십 대체이

론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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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셀프 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에 의해 1986년에 슈퍼리더십에 앞서 하나의

독립적인 리더십의 틀로 제시 되었다. 셀프리더십은 구성원 스스로가 자

기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위해 사용하는 사고 및 행동 전략이다

(Manz & Sims, 1990).

셀프 리더십은 많은 연구와 실제 조직 상황에서 도출되었으며 세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첫째, 누구나 발휘하나 누구나 효과적인 셀

프리더는 아니며 둘째, 특정 소수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며 학습될 수 있

고 셋째, 리더와 구성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강정애 등, 2010)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끌어주는 자율적인

힘이며 셀프리더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하는 목표로써 성공하는데 필

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엔진이다(Manz & Sims, 1991 ; 정대용

등, 2009 재인용).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기 지시와 자기 동기 부여

를 고양시키며 스스로 자신을 리드하기위해 취하는 자율과 책임 있는 행

동이다(Neck, Stewart & Manz, 1995 ; 정대용 등, 2009 재인용). 또한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행동과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 외부적인 조건인 사

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적 인지이론과 일 자체가 내재적으로

동기부여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심리학적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

다(백기복, 2003). 셀프리더십은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정하거

나 성취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자아비판이나 처벌을 하는 등의 자율

성을 일컫는 것이며 타인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른다고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역할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표현이다(Manz & Neck,1999 ; 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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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등, 2009 재인용).

결국 셀프리더십을 리더십의 개념 중 자기관리와 비교하면서 자기

관리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자기규제로써 자기관리가 일을 어떻

게 수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면 셀프리더십은 무슨 일을 왜 수행하는

가에 초점을 둔다(정대용 등, 2009). 이와 같은 셀프리더십을 공기업의

팀에 적용해본다면 팀장 뿐 아니라 팀구성원 즉 차장 및 직원수준에서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팀내에서

누구나 셀프리더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셀프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셀프리더십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특성이

아니라 학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김경수 등, 2011). 따라서 먼저 셀

프리더가 된 상사가 모범을 보이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부하가 셀프리

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자료 : Manz&Sims(1990), Super-Leadership :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강정애 
등(2010) 재인용

<표2-2> 전통적 관리 기능과 셀프 리더십의 비교

전통적 관리 기능 셀프리더십

외부관찰
주어진목표

직무수행에 대한 외적강화
외적 보상에 의한 열의

외부비판
외부에 의한 문제해결
외부에 의한 직무할당
외부에 의한 직무계획

부정적 관점
조직의 비전에 의존

자기관찰
자기목표설정

셀프 리더십 행동에 대한 자기강화
자연적인 보상에 근거한 열의

자기비판
자신이 문제해결
자신이 직무할당
자신이 직무계획

긍정적 관점
구성원이 함께 창조한 비전에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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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슈퍼 리더십 

   슈퍼 리더십은 셀프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리더십으로서

구성원 스스로 자신을 리드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리더십의 개념

이다(Manz & Sims, 1989 ; 강정애 등, 2010 재인용). 여기에서 슈퍼란

리더 자신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잠재능력과 최선의 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하고, 슈퍼리더란 구성원의 능력을 이끌어 내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강정애 등, 2010).

슈퍼리더는 구성원을 셀프리더로 만드는 사람이다. 슈퍼리더십의

본질적 목표는 조직 내의 구성원 모두가 셀프리더가 되도록 하는 것이며

셀프리더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성을 부여함으로 셀프리더 내면

에 있는 잠재력을 자극하여 실무를 촉진하는 것이다(박성완, 2006 ; 정대

용 등, 2009 재인용). 또한 슈퍼리더십은 위대하게 타고난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슈퍼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 셀프리더십에 정통해야 하고 구

성원들에게 셀프리더십을 고무하고 모범을 보여야하는데 하급자에게 자

기 목표설정을 독려해야 하고 다음으로 철저한 계획에 의해 하급자에게

긍정적 사고방식을 전수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하급자로부터 리더십 대

체요인이 발생하면 슈퍼리더는 구성원들이 셀프리더로 성장하도록 보상

과 질책으로 육성해야하며 결국엔 조직 전체적으로 셀프리더십이 뿌리

내릴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야 한다(정대용 등, 2009).

이와 같이 리더의 리더십이 구성원의 리더십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리더십 조합을 슈퍼리더십과 셀프리더십이라고 할 때 이 둘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개념이며 모두 리더십 대체이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슈퍼리더십은 조직을 운영하는 지혜와 방향제시의 원천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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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가 아닌 구성원들에게 있다는 관점을 가지는데 리더의 행동으로 인한

복종이나 몰입이 아닌, 자신 스스로의 주인의식에 근거하여 몰입하는 특

징을 지닌다(Manz & Sims, 1991 ; 김경수 외, 2011 재인용). 슈퍼리더는

단지 그를 둘러싼 구성원들(셀프리더들)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권력 및 자원 역시 리더와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된다.

그럼으로써 구성원들은 스스로 그들의 일에 대해 몰입과 주인의식을 경

험하게 되는 것이다(김경수 외, 2011). 따라서 실제로 팀장의 리더십에서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 ‘부하육성’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

러한 슈퍼리더십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슈퍼리더십과 셀프리더십을 포괄하는 팀 수준의 리더십 개념으로

서 공유리더십은 팀원들의 종합적인 리더십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데 수

직적 리더에 의해서가 아닌 팀원 간 상호작용에 내재된 역동적인 영향력

과정을 뜻한다(Pearce & conger, 2003). 따라서 공유 리더십은 전통적인

관점과는 달리 리더십의 원천이 다수의 팀원이다(이광희 외, 2013). 공기

업 팀에서 공유 리더십이 발휘되고 확대되는 것은 팀장이 먼저 셀프리더

가 되고 슈퍼리더로서 차장과 직원을 셀프리더가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칠 때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슈퍼리더십, 셀프리더십과 공유리더십의 공통점은 구성원

의 리더십 역량 발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 슈퍼리더십은 리

더가 구성원 개인(셀프리더)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공유리더십

은 구성원 리더십 발휘의 다양한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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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팀의 공유 리더십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기관장, 중간관

리자 등 주로 리더 개인의 수직적인 영향력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업무 복잡성의 증가, 서비스의 질과 속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증가 그

리고 업무 자율성을 원하는 근로자의 증가 등 변화된 환경에서는 최고리

더의 리더십뿐 아니라 하위구성원들의 자발적 협력과 적극적 역할수행

즉 구성원리더십(혹은 셀프리더십)이 조직성과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김진욱, 2013).

이와 같이 지정된 한 명의 리더에서 만이 아닌 조직이나 팀을

구성하고 있는 멤버에 의해서도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개념의 리더십 연

구가 시작되었고 Yukl(1998)은 이러한 분산되고 그룹 프로세스 형태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공유리더십(Shared leadership)이라 이름하였다(양

종호, 2006).

공유 리더십은 팀원들의 능동적인 리더십 참여를 특징으로 하며

팀원 간 상호작용에 내재된 역동적인 영향력 행사과정을 뜻한다(Pearce

& Coger, 2003). 즉 팀원들의 종합적인 리더십 참여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공유리더십에서는 지명된 리더 한 사람이 아닌 구성원 모두를 영

향력의 행사자로 보고 있으며, 영향력의 대상 또한 구성원이 된다(이광

희 외, 2013). 즉, 공유리더십은 기본적으로 팀 수준에서 발현되는 리더

십 특성이며 분산된 영향력(distributed influenc)과 집합적 리더십

(Collective leadership)이 핵심 개념이다(방호진, 2014). 공유 리더십에 대

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그 개념

또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그 내용은 <표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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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공유 리더십의 다양한 정의 

구 분 정  의

Fletcher and
Kaufer

집단 수준 현상으로서 리더십 실행의 개념. 공유리더십이란
(1) 분산되고 상호의존적 (2) 사회적 관계속에 내재 (3) 학습
화 관점으로서 리더십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Cox, Pearce,
Perry 팀 내에서 팀원들 간의 집단적 리더십 영향

Seers, Keller,
Wilkinson

동일한 상호작용 역할 시스템 내에서의 리더십 구성체계, 한
명의 개인 보다는 많은 구성원들이 리더십 역할을 수행함

Houghton,
Neck and 

Manz
기존의 전통적인 위계상의 리더에 의해 수행돼 오던 리더십 
행위나 역할들이 개개의 팀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과정

Avolio, 
Garger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팀의 모든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상
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

Siebert, 
Sparrowe, 

Leden

특권이 부여된 공식적 리더에서가 아닌 집단이나 팀의 맴버
들에 의한 리더십 영향. 그러므로 공유리더십은 집단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리더에 관한 전통적 리더십 이론과 
self-managing 팀과 관련된 수평적 리더십 이론들과의 가교
(bridge)역할을 담당

Mayo, 
Meindel,
Pastor

팀 구성원들 간의 리더십 상호작용의 역할을 고려하는 접근 
방식으로 집단 내에서 존재할 수 있는 또다른 리더십 원천의 
하나

Hooker and 
Csikszenmihal

yi
집단상황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더십의 사회적 원천의 대
체물, 개개인들 간의 공유된 리더십 영향의 과정

Sharmir and 
Lapidot 시스템 상황에서의 다수 당사자들간의 상호작용 효과

Locke Cox, 
Pearce, Perry

지정된 팀 리더에 의한 수직 하향적 리더십 영향과 같은 팀 
동료들 간의 역동적 리더십 교환관계

Conger & 
Pearce

집단이나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를 이끌어나가는, 역
동적이며 상호작용하는 집단 내 구성원 개개인들 간의 리더
십 프로세스. 이러한 영향은 동료 또는 인접 구성원들 간의 
리더십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향 또는 하향적인 
위계적 리더십 영향도 포함

자료 : Lowe, 2005; 양종호(200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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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련의 학자들은 리더십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특정 조

건들에 주목하여 왔다. 이를 리더십 대체이론이라 하는데(Kerr &

Jermier, 1978), 공유리더십 또한 공식적 리더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리더십 대체이론의 지지를 받는다. 임파워링 리더십은 권력

의 공유 및 구성원들에 의한 리더십 기능 수행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

서 공유리더십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은 구

성원이 스스로 자신을 이끄는 셀프 리더십인데 셀프 리더십과 슈퍼리더

십 또한 구성원의 리더십 발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측면에서 공유리더

십과 연결고리를 갖는다.

이런 관점들을 이론적 뿌리로 하는 공유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특

징을 지닌다. 첫째, 전통적으로 위계상 상위자에게 집중됐던 리더십의 원

천을 영향력의 수동적인 수용자로만 여겨왔던 구성원으로까지 확장하였

다는 것이다(손승연 외, 2010). 즉 공유 리더십은 특정인이 아닌 팀 전체

에 의해 수행되는 리더십 관점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 리더십 주창

자들이 전통적 및 수직적 리더십의 무용론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이 두 가지 리더십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강조한다(Pearce &

Coger, 2003).

둘째, 공유 리더십은 관계 중심 및 과정 중심이론으로, 팀 내에서 이

루어지는 상호작용 및 역동적인 영향력 과정에 주목한다. 즉 특정 리더

십 행동보다는 관계적 속성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공유리더

십은 인물, 특성, 행동 중심의 고전적 리더십 관점에 고착된 우리의 이해

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이런 함의에도 불구하

고 리더십의 대안적 원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

적이다(이광희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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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공유리더십은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전통적 리더

십이론을 인정하면서도 구성원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며 구성원 간 상호영향력의 방향성 측면에서 리더가 슈퍼

리더십을 발휘할 때 구성원이 셀프리더십을 키우면서 전체적으로 조직내

리더십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3절 공유 리더십과 팀 성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유리더십은 팀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리더십이 수행된다는 점, 관계적 측면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리더십

현상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손송연 등, 2010). 즉 공유리

더십은 영향력 원천의 집단성, 영향력 방향의 수평성 및 역동성을 특징

으로 한다는 점에서 리더십을 개인에 의한 일방향적이며 수직적인 영향

력으로 묘사해 온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양동민

등, 2012).

한편, 팀 공유리더십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팀 공

유리더십이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의 효과성의 개념은 연구관점에 따라 달리 정의되고 있는데 크게 정량적

이며 객관적인 지표와 정성적이며 주관적인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객

관적 측정변수로는 매출액, 순이익, 시장점유율, 생산성, 주가 등이 해당

되며 주관적 측정변수로는 구성원의 직무, 조직, 리더에 대한 태도인데

예를 들면 직무몰입도, 조직시민행동, 리더에 대한 만족도가 활용된다(강

정애 등, 2010). 이로 인해 팀 성과는 학자마다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하

였고 다면적인 특성을 지닌다. 예컨데 팀 유효성(Bergman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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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효능감 및 팀 몰입(양동민 등, 2012), 팀 효과성(Pearce & Sims,

2002) 등의 연구가 있다. 이렇듯 선행연구들은 공유 리더십이 다양한 결

과물에 유의하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였지만 주관적 측정변수 중심의 경향

성을 보인다(이광희 등, 2013).

그러나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Northouse의 ‘리더십이란 공동목표

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구성원이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미

치는 과정’이라는 정의에 따르자면 팀의 공유리더십을 잘 발휘했는지 못

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팀의 공동목표 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

실적으로 공기업 팀조직의 공동목표 달성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 중의 하나는 해당 팀의 내부평가결과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는 팀의 공유리더십의 결과변수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선행연구들의 일관된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공유 리

더십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일반 조직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에 따라 다양한 팀 맥락에서

공유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이광희

등,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런 공유 리더십의 유용성이 공기업 조직에서

도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특히 시장성과 기업성을 동시

에 추구해야 하는 다양한 목적함수를 가지는 공기업의 경우 팀내 리더십

기능이 공유 리더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팀에 의한 업무수행 결

과가 공유 리더십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공기업 팀을 대상으로 한 공유 리더십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공유 리더십의 영향력 과정에 대한 연구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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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행연구 검토

구성원 리더십과 조직성과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사례로서 상사의

리더십이 부하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부하의 리더십의 매개효과를 연

구한 사례가 있다(김경수 외, 2011). 구체적으로 상사의 슈퍼리더십이 부

하의 셀프리더십과 성과에 미치는 효과와 셀프리더십이 슈퍼리더십과 성

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에 대해 10개 기업 235명의 종업원을 대상

으로 수집한 설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사의 슈퍼리더십이 부하의

셀프리더십과 부하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셀프리더십이 슈퍼

리더십과 성과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리더의 리더십이 부하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과정은 부하의 셀프리더십

메카니즘을 거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만 성과지표로서 주관적

인식에 해당하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활용한 점 그리고 변수의 Data

가 동일인에 의해 수집되었다는 점은 객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될 수 있

다.

이광희 등(2013)이 특전사의 50개 팀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공유

리더십은 팀 성과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리더

십을 특정리더십 유형이 아닌 특전사 팀 내에서 행해지는 전반적인 리더

십 유형이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지시적, 거래

적, 변혁적, 임파워링 리더십의 4가지 리더십 행동을 통합한 전반적인 공

유 리더십을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 팀원들은 내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등 13개 항목이었다. 종속변

수인 팀 성과는 “부여된 임무 또는 목표의 달성 정도”로 정의하고 팀원

들의 주관적 평가를 측정하는 설문도구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

팀은 다른 팀에 비해 성과가 높은 편이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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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리더십과 팀성과에 미치는 다른 연구에서도 공유리더십의 정도를 설

문으로 묻고 팀성과 또한 주관적 인식도를 설문으로 묻는 분석방법을 채택

하였으며 공유리더십이 팀성과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공유리더십(구성원리더십)과 팀 성과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결과 분석수준

김경수․김광숙
노현재․김인숙

양동 민
(2011)

•상사의 수퍼리더십이 부하의 셀프리더십  
 과 부하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셀프리더십이 수퍼리더십과 성과 간의 관계  
 를 부분매개함

개인수준
설문조사

이광희․김진호
노명화․손승연

(2013)

•공유리더십이 팀학습과 팀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팀학습이 공유리더십과 팀성과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함

팀수준
설문조사

양동민․노현재
심덕섭
(2012)

•공유리더십이 과업조정 및 업무분담, 
 팀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과업조정 및 업무분담이 공유리더십과 
 팀유효성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함

팀수준
설문조사

정예지․김문주
(2014)

•공유리더십이 팀 효능감과 팀 혁신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팀 효능감이 공유리더십과 팀 혁신성향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함

팀수준
설문조사

김진욱
(2013)

•공유리더십이 종업원 직무태도(인게이지먼트
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공유리더십이 직무태도(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침

개인수준
설문조사

   공유리더십의 측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수직적 리더십들을 대표할

수 있는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지시적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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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문항을 팀구성원을 대상으로 변환하여 설문하여 이러한 리더십들이

팀 수준에서 수평적으로 발휘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Avolio,

Jung, Murry and Sivasubramaniam, 1996). 두 번째는 공유리더십은 모

든 구성원들이 리더십 행위를 보이는 정도라는 전제하에 팀 전체에 분산

된 리더십을 측정하고자 팀 구성원들 사이의 네트워크 밀도와 집중도를

바탕으로 공유리더십 정도를 예측하는 형태이다(Carson, Telsluk,

&Marrone, 2007; 정문주 등 2014 재인용).

자료 : 방호진(2012)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함    

<표 2-5> 공유리더십의 측정방법
연구자 측정방법

Avolio, Jung, Murry & 
Sivasubramaniam(1996)

팀원 설문 후 합산 : TMLQ기준, 팀 전체
의 발현수준에 대한 개인응답

Pearce and Sims(2002)
팀원 설문 후 합산 : 5개 리더십 유형(회
피적, 지시적, 변혁적, 거래적, 임파워링)에 
대한 동료들의 영향력 수준

Pearce, Yoo and 
Alavi(2004)

팀원 설문 후 합산 : 4개 리더십 유형(지
시적, 변혁적, 거래적, 임파워링)에 대한 
팀원들의 영향력 수준

Ensley, Hmieleski, and 
Pearce(2006)

팀원 설문 후 합산: 4개 리더십 유형(지시
적, 변혁적, 거래적, 임파워링)에 대한 팀원
들의 영향력 수준

Hiller, Day, and 
Vance(2006)

팀원 설문 후 합산 : 4개 유형에 대한 동
료들의 영향력 수준에 대한 개인 응답

Carson, Telsluk, and 
Marrone(2007)

팀 구성원 서로의 리더십 영향력 수준(5점 
척도) 설문 → 2분화:1(4,5) or 0(1~3)

이광희, 김진호, 노명화, 
․손승연(2013)

팀원 설문 후 합산: 4개 리더십 유형(지시
적, 변혁적, 거래적, 임파워링)에 대한 팀원
들의 영향력 수준

정예지, 김문주(2014) 팀원 설문 후 합산 : TMLQ기준, 팀 전체
의 발현수준에 대한 개인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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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공유리더십 측정방법의 공통점은 설문을 통해 팀원 전체

의 리더십 수준을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공유리더십을 측정함에 있

어서 설문이라는 주관적 자료에 의존하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에 비해

회사 인사평가자료로서 개인별 리더십 자료를 활용하여 공유리더십을 측

정할 수 있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팀의 공유리더십을 팀내의 3개 계층의 리더십인 팀장리

더십,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의 평균으로 측정하여 팀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대적으로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유리더십과 팀성과와의 관계의 경로를 확인

하기 위하여 리더십 수준을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 그리고 직원리더십

으로 구분하여 각 직위별 리더십이 종속변수인 팀성과에 미치는 영향정

도를 측정하고 그것이 작동되는 경로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

이다. 왜냐하면 팀내에서 팀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수준과 차장 및 직원

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수준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이 얼마나

발휘되는지를 구분하여 파악하고 나아가 각각의 변인들의 영향관계를 해

석해보는 것은 기존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공유리더십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팀의 공유리더십이 높을수

록 팀성과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검증방법이 설문조

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동일인에 의해 측정된다

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공유리더십을 구성원의 직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팀 전체의 리더십 수준으로 종합하여 측정한 방법만을 취한점도 한계점

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두어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를 설문조사가 아닌 객관점인 관점에서 측정(평정)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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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팀단위로 공유리더십과 팀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팀

장리더십,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을 구분하여 각각 리더십수준이 어떠

한 경로를 통해 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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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한국서부발전의 직원 리더십역량 평정 및 
      팀 성과평가 제도 

  1. 직원 리더십역량 평정 제도

한국서부발전은 발전(發電)공기업으로서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리더십역량이 개발되고 발휘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매

년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하는 근무성적 평정시 2011년부터 리더십 역

량 평정을 시행하고 있다. 직원의 보직이동, 승진, 상벌, 임금, 교육훈련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근무평정제도는 업적

평정과 역량평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업적평정은 조직구성원별 업적목

표에 대하여 평정기간동안 달성한 업무실적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역량평

정은 공통역량, 리더십역량 및 직무역량의 평정요소별 기준으로 직제 상

1차 상급자가 중간평정을, 직제 상 2차 상급자가 확인평정을 시행한다.

 

[그림 2-1] 서부발전 리더십 역량평정 절차
평정관련자

확인

⇨

중간평정

⇨

확인평정

⇨

인사시스템 반영

▪평정제외자
  확인
▪별도평정자
  확인

▪총 5개 항목
▪각 직급별 항목
  내용 상이 
▪각 항목별 
  절대평정

▪통합 평정

▪평정비율에 맞게 
  상대평가방식

▪(중간평정+확인평정)
     ------------
          2
▪기본연봉 차등인상
  등에 영향

인사담당자 직상위자 차상위자 인사담당자

 
중간평정은 절대평가로 시행하고 확인평정은 상대평가로 시행한다. 리

더십역량평정은 한국서부발전의 직급별 수준에서 요구되는 5가지 리더십



- 24 -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상급자는 5가지 각각의 항목에 대해 평정

하고 2차상급자는 5가지 요소를 통합하여 평정한다. 최종점수는 평정항

목 또는 평정역량별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표 2-6> 리더십역량 평정 점수계산(확인평정자용)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10% 20% 40% 20% 10%

이와 관련한 직위별 리더십역량 평정요소는 직급마다 상이하다.   

① 팀장 리더십역량평정

    
 팀장의 리더십역량 평정요소는 한국서부발전의 사업, 조직특성 및 인

적구성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 평정요소가

특정한 리더십 이론에 기초하여 도입되었다기보다는 실무적으로 발전(發

電)공기업에 요구되는 항목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기부여와 부하육성 항목은 본인의 리더십 발휘를 넘어서서

팀 구성원들의 리더십 역량이 개발되고 발휘되도록 하는 측면을 포함하

고 있다는 점에서 슈퍼리더십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Manz & Sims에 의한 슈퍼 리더십 모형에 의하면 구성원의 효율적인

셀프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격려와 지도가 필요하며 이것은 구성원의

독창성과 자율적인 지시를 격려하고 증진시키는 중요한 측면이다(강정애

등, 2010). 이런 의미에서 1직급 팀장의 리더십역량 평정의 동기부여 항

목에서 조직 내에서 칭찬과 격려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부분은 슈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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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또한 2직급 팀장의 부하육성항목 중 부하직

원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제공한다는 부분은 Manz

& Sims에 의한 슈퍼 리더십 모형의 목표설정 부분과 접목된다고 생각

되는데 구체적으로 슈퍼 리더는 구성원이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

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강정애 등, 2010). 따라서 팀장의 리더십수

준이 높을수록 슈퍼리더십이 발휘되어 구성원의 리더십이 높아져서 셀프

리더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팀장은 1직급과 2직급으로 구성된다. 직급별 팀장의 리더십역량 평정

요소는 총 5개 항목으로 각각 다음과 같다.  

<표 2-7> 팀장(1직급) 리더십역량 평정요소

평정항목 평 정 내 용  설 명

① 동기부여

일을 잘 하려는 열성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타인의 목표성취에 도움을 주고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

으며, 조직 내에서 칭찬과 격려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② 비전제시

조직과 구성원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모습과 목표를 제시하고 비전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강력

한 추진력을 발휘한다.

③ 협상력

합리적인 기준과 사실 근거를 제시하여 이해당사자를 이

해시키고 설득함으로써 상호 이익이 되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

④ 조직관리

조직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지

도하며, 구성원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통해 성과향상을 

유도하고 조직의 융화를 이끌어 낸다.

⑤ 원칙준수

자신의 업무편의를 위해 원칙을 무시하지 않고, 정해진 정

책과 지침,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적이고 보

편타당한 윤리기준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일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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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팀장(2직급) 리더십역량 평정요소

평 정 항 목 평 정 내 용  설 명

 ① 부하육성
부하직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능력이 향상되도록 
육성하며, 조직내에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제공한다. 

 ② 기획력
비전과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 자원을 파악하고, 
대안을 구상하며, 대안의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최
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③ 결과지향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
과 방법을 강구하여 결과물의 마감시한과 질적수준을 책임
지려 한다. 

 ④ 갈등관리
무관심, 의도적 저항, 타성, 방관, 불신, 비협조, 방해 등 
조직내, 조직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파악하고 상반된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중재하여 조정한다.

 ⑤ 의사결정
여러 정보와 견해를 참고하여 시의 적절하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으며,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사안을 처리한다.

   

   ② 차장 리더십역량평정

차장은 팀내에서 팀장에 대해서는 부하의 관계를 가지며 직원에

대해서는 공식적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팀 조직상 중간적 위치에

처해있다. 한국서부발전의 차장 리더십 평정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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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차장 리더십역량 평정요소

평 정 항 목 평 정 내 용  설 명

 ① 의사소통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수단을 선택하여 
적절히 활용하고, 상대방과 원활하게 의사를 주고 받으면
서 공감대를 형성한다.

 ② 업무혁신
업무에 새로운 방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비용절감 및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꾸준히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한다.

 ③ 문제해결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문제의 핵심
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이를 처리한다.

 ④ 위기관리
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가올 위험을 미리 
파악하여 자신과 조직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
며, 위기상황 발생시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
간다.

 ⑤ 균형감각
사물, 상황,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이나 대인관계 형성시 편향되게 치우치지 않으며, 주
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한다.

    
   차장의 리더십역량 평정요소 또한 특정한 리더십 이론에 기초하여

도입되었다기보다는 실무적으로 발전공기업 차장수준에 요구되는 항목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차장의 조직내 중간적 위치는 팀장과의 리더십

관계측면에서 보면 팀장의 슈퍼 리더십에 영향을 받아 셀프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직원에 대해서는 슈퍼 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 이중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즉 Manz & Sims의 슈퍼리더십 모

형 중 구성원의 효과에서 우수한 셀프 리더십이 잠재적 슈퍼 리더십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강정애 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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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항목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과

균형감각 항목에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부분은

슈퍼 리더가 구성원에게 셀프 리더십을 가르치는 7단계 중 4단계에 해당

하는 긍정적 사고 유형 창조와 연결된다고 생각된다. 4단계는 구성원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줌으로써 긍정적 사고 유형을 만들

어 셀프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강정애 등, 2010). 차장이

직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직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은 이와 연결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차장 리더십역량 평

정요소는 본인의 리더십 발휘를 넘어서서 팀 구성원들의 리더십 역량이

개발되고 발휘되도록 하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슈퍼리더십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차장의 리더십 항목이 잘 발휘되는 경우는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셀프 리더십 개념과 연결

된다고 생각되며 리더십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내포하고 있다(Manz, 1986).

   ③ 직원 리더십역량평정 

    마지막으로, 직원은 팀내에서 팀장과 차장의 지시와 영향력을 받

는 부하의 위치에 있다. 직원의 리더십역량 평정요소 또한 특정한 리더

십 이론에 기초하여 도입되었다기보다는 실무적으로 발전공기업 직원수

준에서 요구되는 항목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직원의 리더십 항목이

잘 발휘되는 경우에도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셀프 리더십 개념과 연결된다고 생각되며 리더십 점수가 높

을수록 셀프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Manz, 1986).

한국서부발전의 직원 리더십평정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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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직원 리더십역량 평정요소

평 정 항 목 평 정 내 용  설 명

 ① 참여유도
팀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소속부서 
또는 타부서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함께 일한다.

 ② 혁신
    마인드

기존의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결책을 찾아 나간다.

 ③ 고객중심
업무와 관련된 내부수혜자나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며, 업무결과가 고객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배려하
는 태도를 보이고, 평소 친절이 몸에 배어 있다.

 ④ 조직가치
    수용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역할을 인식하고 업무에서 실천하고 있으며, 회사의 
가치와 비전을 내․외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회사 이미
지 제고에 기여한다.

 ⑤ 대인이해
조직 내․외부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상대방의 언
어나 행동 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
이며 이를 평소에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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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 성과평가 제도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 조직의

설립 목적과 중장기 비젼을 달성하기 위해 BSC관점의 년간 목표를 수

립하고 전조직이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

국서부발전은 업무의 고유성격에 따라 조직 유형을 본사군, 발전사업소

군, 건설사업소군 등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별

도의 내부평가 군을 구성한다. 이들 평가단위내에는 기능별 처실이 존재

하며 각 처실은 여러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회사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대내외적 환경을 반영하여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달성정도를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대외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매년 초에 조직전체에 대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를 토대로 전 조직이 참가하는 내

부평가 공청회 등을 통하여 평가단위를 확정짓고 당해 연도 목표를 설정

한 후 1년 동안 전사적인 목표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익년도 초에 KPI에

대한 목표달성도 등이 확정되면 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정해진 절

차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행하고 있다.

팀의 성과지표는 기본적으로 상위조직의 KPI와 연동되며(공통지표) 팀

의 고유 업무 중에서 핵심 업무(고유지표)로 구성되어 팀의 고유기능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실적치의 계량화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계량

지표와 비계량 지표로 나눌 수 있다.

팀 내부평가는 팀의 상위부서인 처실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연말실적을 기준으로 계량지표는 성과관리 시스템에서 확정되

며 비계량지표는 처실장의 평가와 사내평가위원의 평가를 합산하는 식으

로 산정하며 그 비중은 처실마다 달리할 수 있다. 예컨대 본사 경영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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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2013년 팀평가 시행(안)에 따르면 사내평가위원 60%와 처장평가

40%의 비중으로 비계량보고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팀 평가 결과를 직원 급여의 인센티브 지급률 확

정에 반영하는 등 성과보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전체 차등 지

급률(100%기준)에서 팀평가 결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조직마다 상이한데,

직원의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30%의 비율로, 차장이상 간부는 최소

10%에서 20%의 비율을 차지한다.

[그림 2-2] 서부발전 팀 내부평가 절차

팀 KPI 확정

⇨

성과 모니터링

⇨

확정평가

⇨

성과시스템반영
▪전사 KPI 및 
  처실 KPI반
영
  (공통지표)
▪팀고유지표
  확정 및 공개

▪성과 관리시 스
템
  월별실적입력 
▪부진항목 수시
  점검 및 개선

▪계량지표 : 성과
  관리시스템 점수
  산출
▪비계량지표 : 
  처실장 및 사내
  평가위원 평가

▪평가결과 전직원
  에게 피드백
▪성과연봉 차등지급
  (비중 :10~30%)

성과관리 
담당자 성과관리 담당자 처실장+사내평가위

원 성과관리 담당자

팀 평가는 처실내 조직수에 따라 상대평가 하도록 되어있으며 조직수

별 배분 기준 및 환산 점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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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조직수별 환산 점수표
조
직
수

순
위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80.00 86.67 90.00 92.00 93.33 94.29 95.00 95.56 96.00 96.36 96.67 96.92 97.14

3 60 73.33 80.00 84.00 86.67 88.57 90.00 91.11 92.00 92.73 93.33 93.85 94.29

4 60 70.00 76.00 80.00 82.86 85.00 86.67 88.00 89.09 90.00 90.77 91.43

5 60 68.00 73.33 77.14 80.00 82.22 84.00 85.45 86.67 87.69 88.57

6 60 66.67 71.43 75.00 77.78 80.00 81.82 83.33 84.62 85.71

7 60 65.71 70.00 73.33 76.00 78.18 80.00 81.54 82.86

8 60 65.00 68.89 72.00 74.55 76.67 78.46 80.00

9 60 64.44 68.00 70.91 73.33 75.38 77.14

10 60 64.00 67.27 70.00 72.31 74.29

11 60 63.64 66.67 69.23 71.43

12 60 63.33 66.15 68.57

13 60 63.08 65.71

14 60 62.86

15 60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최상위(1등)은 100점, 최하위는 60점으로 하

고 중간순위는 100점과 60점 사이를 균등 배분한다. 다만, 대상이 2개인

경우 90, 70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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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연구방법론

   제1절 분석틀 및 가설의 설정

   1. 공유리더십과 팀 성과와의 관계

  본 연구를 통해 일차적으로 한국서부발전 팀 구성원의 공유된 리더십

과 해당 팀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은 한국서부발전에서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별 근무평정을 통해 측정된 인사관리시스템내의 개인별 리

더십 역량평정 결과값을 활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팀내 팀장리더십, 차

장리더십, 직원리더십 점수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종속변수인 팀성과는 한국서부발전의 내부평가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평가군별 개별 팀의 내부평가점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제3의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는데 규모요인으로 팀원수를, 구성

원 특성요인으로 연령, 학력, 근속연수를 포함하였다. 이와 관련된 본 연

구의 분석틀은 그림 3-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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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공유리더십과 팀성과와의 관계 분석틀

공유리더십 팀성과

<독립변수>

공유리더십=

(팀장리더십+차장리

더십+직원리더십)/3

<통제변수>

팀원수
연령
학력

평균근속연수

<종속변수>

팀 내부평가점수

공유리더십과 팀성과 관련 기존 연구를 보면 공유리더십이 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에

서 변수의 측정과 관련하여 팀 구성원의 설문에 의해 공유리더십과 팀성

과를 측정하고 있었다. 또한 동일인에 의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한꺼

번에 측정하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인사자료

를 토대로 한 객관적 자료를, 종속변수로는 독립변수와는 별도의 자료인

내부평가 결과를 사용하여 공유리더십과 팀성과의 관계를 측정함으로써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가설1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1 : 팀의 공유리더십은 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팀장, 차장, 직원리더십 및 팀 성과의 경로분석

공유리더십이 발휘될 때 상이한 직위의 리더십이 팀성과에 어떤 경

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해 탐구해 보는 것이 두 번째 연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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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팀 전체의 공유리더십을 측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직급별 리더십을 구분해서 어떠한 경로로 각각의

리더십이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시도해 보는 것

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3-2]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3-2]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 직원리더십과 팀성과와의 경로 분석틀

직원리더십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 팀성과

H2

H3 H4

H5
H6

H7

통제변수 : 팀원수, 연령, 학력, 근속년수

공유리더십의 선행연구에서 전통적, 수직적 리더십이 여전히 중요하

다는 관점(Pearce & Conger, 2003)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리더인 팀장의 리더십수준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검증

하고자 한다. 전통적(수직적) 리더십 연구에 따르면 유형별 차이는 있지

만 전반적으로 리더의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국내 35개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직원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공공기관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에 대한 만족감, 조직시

민행동,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있어서 정(+)의 영향을,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에 대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있어서 정(+)의 영향을 미쳤다(임효

영, 2014). 즉 팀장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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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팀장리더십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K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한결과 팀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팀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도 있다(김장원,

2006).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 2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2 : 팀장의 리더십은 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팀장리더십과 같이 구성원의 리더십수준이 높은 경우 그것이 조직의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정대용 등(2009)은 구

성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리드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면에서

자진해서 따르려는 자세를 셀프리더십이라 정의하고 비영리조직 사회단

체를 중심으로 설문조사하여 구성원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 등 조직성과에 정(+)의 작용을 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

구를 토대로 가설 H4과 H7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4 : 차장의 리더십은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 직원의 리더십은 팀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팀장의 리더십발휘만으로 조직의 성과를 설명하는 것은 팀장역할

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구성원들의 리더십 발휘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팀장 혼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더라도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팀의 성과가 좋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조직에서 진정 유능한 리더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

할 뿐 아니라 구성원의 능력을 이끌어 내도록 도움을 주는 리더 즉 슈퍼

리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훌륭한 리더라면 구성원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관련이론에

따르면 슈퍼 리더는 부하가 셀프리더 즉 리더십이 높은 사람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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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특정한 상황 하에서 상사가 부

하의 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이론이 슈러리더십-셀프리더

십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김경수 등(2011)은 상사의 수퍼리더십이 부하의 셀프리더십에 정의 효

과가 있는지에 대해 10개 기업 235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사의 수퍼리더십이 부하의 셀프리더십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민간기업에서 상사가

셀프리더로서 모범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 부하직원이 영향을 받아서

리더십 수준이 올라가서 셀프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

힌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 H3, H5, H6를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3 : 팀장의 리더십은 차장의 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 팀장의 리더십은 직원의 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 차장의 리더십은 직원의 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 여섯 개 가설 검증과정에서 각 리더십이 팀성과에 미치는 경로

와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등의 영향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팀

장리더십이 어떠한 경로로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논문의 흥미로운 연구문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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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공유리더십(독립변수)

공유리더십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가는 공유리더십의 개념정의

와 함께 공유리더십에 관한 연구에서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전통

적으로 팀구성원의 공유리더십에 대한 전반적 평가(overall assessment)

에 의해 공유리더십을 측정하는 방법과 팀 구성원의 네트워크 밀도와 집

중도를 바탕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정문주, 2014). 그러나 두가지 방법 모

두 설문에 의존하는 주관적 자료이며 동일인으로부터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를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는 공통된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서부발전 인사관리시

스템에서 수집한 자료로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평정결과 중

리더십 역량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즉 팀내 공유리더십은 팀내 직급별

리더십 수준의 산술평균으로서 직급별 리더십 수준은 팀장리더십 점수,

차장리더십 점수 및 직원리더십 점수로 구성되어 있다.

 
2. 직급별 리더십 수준(독립변수) 

 직급별 리더십 수준은 한국서부발전의 근무평정규정에 의거 시행하

는 개인별 리더십역량 평정자료를 활용한다. 리더십역량 평정은 전 직원

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며 절차는 직제상 1차 상급자가 중간평정을, 그

리고 직제상 2차 상급자가 확인평정을 시행한다. 중간평정은 절대평가로

시행하고 확인평정은 상대평가로 시행하여 두 점수의 평균점수를 최종점

수로 한다. 리더십역량평정은 한국서부발전(주)의 직급별 수준에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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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5가지 리더십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상급자는 5가지 각각의

항목에 대해 평정하고 2차상급자는 5가지 요소를 통합하여 평정한다. 다

만, 본 연구에서는 중간평정이 절대평가에 의하고 대부분 만점(S등급)을

보이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확인평정 결과만을 활용하여 개인별 리더

십역량 점수를 측정하도록 한다.

개인별 리더십역량 점수는 3년간(2011~2013) 팀장급 이하 1,400여명

직원의 근무평정 자료인 인사전산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팀장리더십

은 개인점수를, 차장리더십은 팀별 차장리더십 점수의 평균값을, 그리고

직원리더십은 팀별 직원리더십 점수의 평균값으로 한다.

  3. 팀 성과(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팀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이때의 팀 성

과는 조사 대상 표본이 되는 팀 조직에 대한 한국서부발전 내부평가 결

과를 활용한다. 이는 기존연구와 차별화되는 객관적인 팀 성과 변수이다.

또한 독립변수 측정자와 다른 주체에 의해 별도의 방식으로 평가되는 자

료라는 점에서도 기존연구와는 차별화된다. 내부평가 결과는 매년 한국

서부발전의 내부조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성과급 지급등에 활용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팀성과 점수는 한국서부발전 성과관리시스템상의 3년간(2011~2013)

각 팀별 내부평가점수를 활용하도록 한다.

4. 통제변수

 한국서부발전 팀 성과 변수인 팀 내부평가 점수에는 여러가지 요인

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의 선정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



- 40 -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

된 조직규모요인과 인적특성요인을 통제변수로 채택하였다. 조직규모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조직규모가 클수록 행정인력

비율이 감소하는 등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직성과에 긍정적

이라는 주장(Daft, 2003)과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조직내 거래비용이 증

가하기 때문에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Williamson,

1975)이 있다(전영한․금현섭, 2009 ; 서성택, 2013 재인용).

팀 관련 규모요인은 팀인원, 예산규모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팀인원을 규모요인 관련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력, 연령, 근속년수 등 인적요인 변수도

통제하기로 한다.

독립변수(매개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에 대한 측정방법은 [표 3-1]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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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변수의 측정방법

구  분 변수명 측정방법

독립
변수

리더십
수준

공유
리더십

(팀장리더십+차장리더십+직원리더십)/3

팀장
리더십

인사노무시스템에서 연말을 기준으로 실시
한 개인별 근무평정의 리더십역량평정 항목
의 확인평정 점수

차장
리더십

팀내 차장리더십 점수(인사노무시스템에서 
근무평정의 리더십역량평정 항목의 확인평
정 점수)의 합 / 팀내 차장 인원수

직원
리더십

팀내 직원리더십 점수(인사노무시스템에서 
근무평정의 리더십역량평정 항목의 확인평
정 점수)의 합 / 팀내 직원 인원수

종속
변수

팀성과
팀 내부
평가점수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연말을 기준으로 평가
한 팀별 내부평가점수

통제
변수

규모
요인

팀원수 연말기준 팀인원

인적
요인

연령 연말기준 팀원의 연령의 합 / 팀원수 

학력
연말기준 팀원의 학력(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을 수치화(1~4)한 값의 합 / 
팀원수

근속년수 연말기준 팀원의 근속년수의 합 / 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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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서부발전의 팀 단위에서 공유리더십과 팀성과

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팀성과 지표로 서부발전의 팀 내부평가점수

를 선정하였으며 공유리더십은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의

산술평균값으로 설정하였다. 각 직위별 리더십 점수는 인사평가시 시행

하는 리더십 역량평가 점수를 활용하였다.

우선, 공유리더십과 팀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후에 직급별 리더십 즉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이 각각 팀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팀장리더십이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에 그리고 차장리더십이 직원리더

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직급별 리더십이 팀성과로 이어지는

경로를 탐색하도록 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조직의 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규모요인과 인적요인을 통제변수 적용하여

분석틀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였다.

개인별 리더십역량점수와 팀 내부평가점수는 한국서부발전의 인사시

스템과 내부평가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최근 3년간 241개 팀의 실적치를

적용하였다. 규모요인과 인적요인은 인사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서부발전 팀의 공유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직급별

리더십이 조직성과로 연결되는 경로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회귀

모형은 [그림 3-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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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회귀모형

Y = α + β1X1 + β2X2 + β3Z1 + β4Z2 + ε

 <종속변수>

   조직성과 : Y = 팀 내부평가점수  

 <독립변수>

    X1 = 공유리더십 
    X2 =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 직원리더십

 <통제변수>

   규모요인 : Z1 = 팀원수
   인적요인 : Z2 = 팀연령, 학력, 평균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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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팀성과는 한국서부발전의 내부경영평가제도

에 의한 팀 내부평가 점수로 한다. 내부평가제도는 직원의 성과급 차등

지급의 근거가 되는 등 내부직원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팀평가결과는 내

부고객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 평가를 유지하도록 노

력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의 109개팀에 대한 3년간 내부평가점수의 유

효 표본수는 241개이다.

종속변수로 설정된 팀 내부평가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4-1]

과 같다.

[표 4-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팀 내부평가
점수 241 60.00 100.00 81.60 13.70

[표 4-1]을 보면 한국서부발전의 팀 내부평가점수는 평균이 81.60점

이며, 최소값과 최대값의 편차가 40%에 이르는 만큼 변별력이 충분하다

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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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공유리더십은 팀의 계층별 직원의 리더십 결과의 평균값이다. 즉 팀

장리더십, 차장리더십, 직원리더십 점수의 산술평균 값이다. 공유리더십

은 팀내의 각 직위별 리더십이 발휘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팀장리더십은 팀장 개인에 대한 인사평정 중 리더십 항목에 대한 평

정결과이며 차장리더십은 팀내 차장들의 리더십 평정결과의 평균값이다.

마지막으로 직원리더십은 팀내 직원들의 리더십 평정결과의 평균값이다.

독립변수로 설정된 공유리더십,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 직원리더십

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4-2]과 같다.

[표 4-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독립변수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공유리더십 241 69.87 96.67 82.54 5.68

팀장리더십 241 60.00 100.00 82.35 12.37

차장리더십 241 65.00 100.00 82.04 7.16

직원리더십 241 70.00 100.00 83.24 5.92

3. 통제변수

1) 규모요인

조직규모관련 통제변수로 설정된 팀원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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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와 같다.

[표 4-3] 규모요인 변수의 기술통계량

통제변수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팀원수 241 2.00 99.00 15.23 15.44

한국서부발전의 팀의 규모를 나타내는 팀원수의 팀별 평균은 15.23

명으로서 가장 큰 팀의 규모는 가장 작은 팀의 약 50배에 달한다. 이와

같이 규모요인 변수인 팀원수의 팀간 편차가 크므로 공유리더십이 팀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규모요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인적요인

인적사항 관련 통제변수로 설정된 팀별 평균나이, 평균학력, 평균근

속연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4-4]과 같다. 단 학력은 고졸이하 1, 전

문대졸 2, 대졸 3, 대학원졸 4로 수치화 한 값이다.

[표 4-4] 인적요인 변수의 기술통계량

통제변수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나이(세) 241 34.08 49.80 40.98 15.44

평균학력 241 2.00 3.63 2.91 0.31
평균근속연수

(년) 241  6.52 27.40 15.34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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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에 근무하는 직원의 팀별 평균나이의 평균값은 40.98세

로서 가장 높은 팀과 가장 낮은 팀의 차이는 15.72세이다. 한국서부발전

에 근무하는 직원의 팀별 평균학력은 평균적으로는 대졸에 가까웠으며

(전문대졸 2, 대졸 3으로 하였을 때 2.91), 최소학력의 팀은 전문대졸수준

(2.00)이고, 가장 높은 팀의 평균학력은 대학원졸에 가까웠다(대졸 3, 대

학원졸 3으로 하였을 때 3.63). 한국서부발전의 직원들이 한전과 한국서

부발전에 근무한 기간의 평균을 의미하는 평균근속연수의 평균은 15.34

년으로 가장 큰 팀과 가장 적은 팀의 차이는 21.88년이다. 이와 같이 인

적요인 변수인 평균나이, 평균학력, 평균근속연수의 팀간 편차가 크므로

공유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적요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 2 절 회귀분석

1. 공유리더십 모형

본 연구에서는 한국서부발전의 팀별 공유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성과변수로 팀의 내부평가 점수를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5]와 같다.



- 48 -

[표 4-5] 공유리더십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R R2 수정된 R2 추정값의 오차한계
.258 .067 .047 13.373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3007.698 5 601.540 3.364 .006  

변   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회귀계수 t값 유의확률

상수항 40.229 32.611 　 1.234 .219

공유리더십(X1) .569 .165 .236 3.452 .001

팀원수(Z1-1) .053 .063 .060 .835 .404

평균나이(Z2-1) .570 1.020 .117 .558 .577

평균학력(Z2-2) -3.420 3.592 -.077 -.952 .342

평균근속연수(Z2-3) -1.290 .856 -.334 -1.508 .133

회귀모형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볼 수 있다. R2는 모형의 적합도를 의미하는

결정계수로서 독립변수가 1개인 단순회귀분석에서는 R2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지만 설명변수가 많아지면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과 관

계없이 R2의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다

중회귀분석에서는 수정된 R2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한다(서성택,

2013). 팀의 내부평가점수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본 모형에서는 수정된 R2값이 0.047로 나타나 약 4.7%의 설명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팀성과를 추정하는 리더십이론 모형이 가지는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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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와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귀모형의 전반적 신뢰도는 F값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데 본 모형

에서는 F값이 3.364로 충분히 큰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유의확률이

0.6%로 나타나 모형의 전반적 신뢰도는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

다.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회귀계수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종

속변수가 몇 단위 변하는지를 의미하며 표준화 회귀계수는 여러 설명변

수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어 도출

된다. 공유리더십 모형에서 독립변수인 공유리더십(X1)의 회귀계수는 유

의확률 1% 이내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회귀계수 값인 .569는 팀내

공유리더십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팀 내부평가점수는 .569단위 증가함

을 의미한다.

공유리더십 모형의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서부발전의 팀내 공유리더

십 수준이 높을수록 팀의 내부평가점수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

해 개인별 설문조사 방법이 아닌 회사의 개인별 인사자료와 팀의 성과평

가자료라는 별개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도 공유리더십이 높을수록 팀성

과가 높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직급별 리더십의 경로모형

팀의 공유리더십이 높을수록 팀의 내부평가점수가 높다는 사실을 토

대로 팀내 직급별 리더십이 팀 내부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

석하고자 한다. 경로분석(path analysis)는 각각의 내부변인을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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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한 다음 회귀분석을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표준회귀계수인 경로계

수(β), 통계적유의성, 설명력(R2) 등을 추정하는 방법론이다. 경로분석에

서 외부변인은 내부변인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내부변인은 선행하는 변

인에 대한 종속변수의 역할을 하면서 다음 단계의 내부변인에 대해서는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는 변인을 의미한다(박정훈 등, 2010). 팀의 공유리

더십 경로분석을 위해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 및 직원리더십이 팀 내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과 팀장리더십이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에 그

리고 차장리더십이 직원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6]과 [그림 4-1]과 같다.

[표 4-6] 경로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전체 241개팀)

독립변수 종속변수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값 유의

확률
팀장리더십 팀성과 .182 .072 .164 2.534 .012

차장리더십 팀성과 .088 .124 .046 .710 .479

직원리더십 팀성과 .010 .150 .004 .066 .947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 .070 .037 .121 1.871 .060

팀장리더십 직원리더십 .052 .031 .109 1.701 .090

차장리더십 직원리더십 .101 .053 .122 1.892 .060

[그림4-1] 경로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전체 241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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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는 각각의 내부변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회

귀분석을 진행하면서 경로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연구모

형의 최종 변수인 팀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수정

된 R2)은 1.9%(p=0.05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팀성과를 추정

하는 경로모형이 가지는 설명력의 한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석결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와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팀장리더

십, 차장리더십 및 직원리더십이 팀 내부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독립변수인 팀장리더십의 회귀계수는 유의확률 5% 이내에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의 회귀계수는

유의확률 10% 이내에서도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분석결과를 보

면 팀장리더십은 팀 내부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차장리더십과 직원

리더십은 팀 내부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경향은 한국서부발전의 팀 성과에서 공식적 리더인 팀장의 리더십

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 리더십 이론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확인됨을 알 수 있다.

팀장리더십이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에 그리고 차장리더십이 직원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종속변수가 차장리더십이고 독립변수

가 팀장리더십인 경우 팀장리더십의 회귀계수는 유의확률 10% 이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속변수가 직원리더십이고 독립변수

가 팀장리더십인 경우 팀장리더십의 회귀계수는 유의확률 10% 이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가 직원리더십이고 독립변수가

차장리더십인 경우에도 차장리더십의 회귀계수는 유의확률 10% 이내에

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팀장리더십은 차장리더

십과 직원리더십에 각각 영향을 미치고 차장리더십은 직원리더십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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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서부발전에서 직위상 상

위자의 리더십이 높을수록 하위자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슈러리더십과 셀프리더십 이론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도 확인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팀장의 리더십이 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확인하였지만 하위직위자의 리더십이 팀성과에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경로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는 없

었다. 팀장을 제외한 하위직위의 리더십이 팀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

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것은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을 측정한 데이

터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은 다수

의 리더십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값은 팀별로 뚜렷한 차별

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로모형의 연결고리를 전사적 차원의 분석에서 발견할 수

없었지만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서로 상이한 성격의 3개의 평가군으로 전

체조직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사군, 발전사업소군 그리고

건설사업소군으로 세분하여 경로를 탐색하여 보았다.

[표 4-7] 경로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발전사업소군 : 134개팀)

독립변수 종속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값 유의

확률
팀장리더십 팀성과 .321 .091 .296 3.521 .001

차장리더십 팀성과 .235 .160 .125 1.467 .145

직원리더십 팀성과 .120 .343 .029 .348 .728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 .121 .049 .210 2.467 .015

팀장리더십 직원리더십 .004 .023 .016 .185 .854

차장리더십 직원리더십 .070 .040 .153 1.737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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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경로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발전사업소군 : 134개팀)

[표 4-7]와 [그림 4-2]는 발전사업소군에 속한 134개 팀을 대상으로

한 경로분석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 및 직원리

더십이 팀 내부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독립변수인 팀장리더

십의 회귀계수는 유의확률 1% 이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의 회귀계수는 유의확률 10% 이내에서도

유의미한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를 보면 팀장리더십은 팀 내부평가점

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은 팀 내부평가점수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서부발전의 발

전사업소의 팀 성과에서 공식적 리더인 팀장의 리더십이 여전히 중요함

을 시사한다.

발전사업소군에서 팀장리더십이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에 그리고

차장리더십이 직원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종속변수가 차장리

더십이고 독립변수가 팀장리더십인 경우 팀장리더십의 회귀계수는 유의

확률 5% 이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속변수가 직원

리더십이고 독립변수가 차장리더십인 경우는 유의확률 10% 이내에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팀장리더십은 차장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고 차장리더십은 직원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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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한국서부발전의 발전사업소군에서 팀장 직위의 리더십과 차장 직

위의 리더십이 높을수록 각각 차장 직위의 리더십과 직원의 리더십이 높

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슈러리더십과 셀프리더십 이론이 객관

적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4-2에서 보이는 바와같이 발전사업소군에서는 팀장을 제

외한 하위직위의 리더십이 팀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조직을 대상으로한 분석에서처럼 차장리더십

과 직원리더십을 측정한 데이터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차장

리더십과 직원리더십은 다수 구성원 리더십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값은 팀별로 뚜렷한 차별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특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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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경로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건설사업소군 : 45개팀)

독립변수 종속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값 유의

확률
팀장리더십 팀성과 .154 .164 .147 .938 .354

차장리더십 팀성과 .008 .225 .005 .034 .973

직원리더십 팀성과 -.178 .345 -.082 -.517 .608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 -.119 .113 -.159 -1.055 .297

팀장리더십 직원리더십 .042 .073 .088 .579 .566

차장리더십 직원리더십 .148 .098 .229 1.509 .139

[그림4-3] 경로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건설사업소군 : 45개팀)

건설사업소군의 팀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

및 직원리더십이 팀 내부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독립변수인

팀장리더십의 회귀계수는 유의확률 10% 이내에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도 팀 내부평가점수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사업소군에서 팀장리더십이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에 그

리고 차장리더십이 직원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종속변수가 차

장리더십이고 독립변수가 팀장리더십인 경우 팀장리더십의 차장리더십에

대한 영향은 유의확률 10% 이내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가 팀장리더십이고 종속변수가 직원리더십인 경우에도 유



- 56 -

의미한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차장리더십도 유의확률 10%이

내에서 직원리더십에 유의미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서부발전의 건설사업소군에서는 슈러리더십과 셀프리더십 이론이 적

용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건설사업소군에서는 팀장, 차장, 직원의 리더십이 팀성과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공유리더십의 연결고리는 발견할 수 없었다.

[표 4-9] 경로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본사군 : 62개팀)

독립변수 종속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t값 유의

확률
팀장리더십 팀성과 -.130 .161 -.108 -.805 .424

차장리더십 팀성과 -.675 .428 -.210 -1.577 .120

직원리더십 팀성과 .375 .234 .210 1.602 .115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 .110 .046 .295 2.389 .020

팀장리더십 직원리더십 .126 .088 .186 1.425 .159

차장리더십 직원리더십 .291 .235 .162 1.237 .221

[그림4-3] 경로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본사군 : 62개팀)

본사군의 팀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 및 직

원리더십이 팀 내부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독립변수인 팀장

리더십의 회귀계수는 유의확률 10% 이내에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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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리고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도 팀 내부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사군에서 팀장리더십이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에 그리고

차장리더십이 직원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종속변수가 차장리

더십이고 독립변수가 팀장리더십인 경우 유의확률 10% 이내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서부발전의 본사군에서 팀장 직

위의 리더십이 높을수록 차장 직위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슈러리더십과 셀프리더십 이론이 확인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차장리더십은 유의확률 10%이내에서 직원리더십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팀장리더십도 직원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사군에서는 팀장, 차장, 직원의 리더십이 팀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공유리더십이 발휘되는연결고리는발견할 수없었다.

제 3 절 분석결과와 해석

1. 공유리더십이 팀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한국서부발전의 팀별 공유리더십이 팀의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설 1> ‘팀의 공유리더십은 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식을 구성하고 연

구가설의 기각, 채택 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팀성과에 대해 팀내 공유리더십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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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통적인 공식리더의 리더십 뿐 아

니라 구성원의 리더십이 공통으로 발휘될 때 팀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유리더십이 팀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공식적 리더

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리더십의 원천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팀성과를 향

상시킬 수 있다는 Pearce & Cnger의 공유리더십 관련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를 한국서부발전의 팀조직에 적용하면 팀장의 리더십 뿐아

니라 차장과 직원들의 리더십이 공동으로 발휘될수록 팀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국서부발전이 직급별로 리더십 항목을 평가하

고 그것을 인사관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에서 더 나아가 공식리더

뿐 아니라 차장 및 직원의 리더십 교육 등 팀 구성원 리더십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팀성과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직급별 리더십의 경로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이 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팀 내에서 서로다른 직위의 리더십이 팀성과로 이어

지는 경로를 탐구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팀장리더십, 차장리더

십 그리고 직원리더십을 독립변수 또는 종속변수로 하고 팀성과를 종속

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구성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팀장, 차장, 직원 각각의 리더십이 팀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각각 회귀식을 구성하고 연구가설의 기각, 채택 여부를 확인하

였다. <가설 2> ‘팀장의 리더십은 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연구가설의 기각, 채택 여부를 확인하였

다. 그 결과 팀장리더십은 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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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가설 4> ‘차장의 리더십은 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과 <가설 7> ‘직원의 리더십은 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팀장리더십이 각각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에 미치는 영

향과 차장리더십이 직원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 다

중회귀식을 구성하고 연구가설의 기각, 채택 여부를 확인하였다. <가설

3> ‘팀장의 리더십은 차장의 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과 <가설 5> ‘팀장의 리더십은 직원의 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는 가설 및 <가설 6> ‘차장의 리더십은 직원의 리더십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상위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하위리더의 리더십도 향상될 수 있다는 슈퍼리더십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공기업의 환경에서도 상위리더의 리

더십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하위리더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팀장리더십을 제외한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이 팀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팀장리더십이 하위리더십과

연결되어서 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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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리더십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해 정부를 대신하여 다양

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공기업 조직을 대

상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공기업으로써 국민의 삶

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기라는 필수재를 생산하여 전국민에게 공급하는

한국서부발전을 대상으로 팀의 공유리더십이 팀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팀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팀의 공유리더십을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리더십이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세 개의 리더십의 영향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직급

별 리더십이 팀성과로 이어지는 경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서부발전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동안에 241

개 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팀의 공유리더십은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

과 직원리더십의 산술평균으로 측정하였고, 조직성과는 팀 내부평가점수

로 구성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서부발전의 팀별로 산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팀 내부평가점수를 종속변수로, 공유리더십을 독립변수로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팀원수를 규모요인의 통제변수로 하고 팀평균

연령, 학력, 평균근속연수를 인적요인 통제변수로 하여 연구모형을 확장

하였다. 아울러, 팀의 공유리더십이 팀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한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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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결과 팀의 공유리더십은 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공유리더십과 조직성과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가 일회성

주관적 설문조사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

로 차별화 된다. 본 연구는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즉 3년간의 기간동안

회사의 인사평가자료와 회사 내부평가자료를 활용하여 공유리더십이 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

서 의의를 가진다.

한편 공유리더십을 구성하는 세가지 주체인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

과 직원리더십이 팀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세 주체간 리더십 관계

즉 상위직위의 리더십이 하위직위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팀장리더십은 팀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은 팀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팀장리더십은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차장리더십은 직원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이 팀성과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팀장리더십이 차장리더십이나 직원리더십을 매

개로 하여 팀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팀장리더십이 하위직위의 리더십을 경유하여 팀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은 한국서부발전을 세 개의 평가군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통

하여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서론에서 제기하였던 두가지 연구문제 즉 팀의 공유리더십이 높을수

록 팀성과가 높게 나타나는가와 공유리더십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발휘

되는가에 대해서 공유리더십과 팀성과는 정의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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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두번째 연구문제에 대해서는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두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팀장 등 상위직위의 리더십이 높

을수록 하위직위의 리더십이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부문 조직인 한국서부발전을 대

상으로 하여, 공유리더십과 조직성과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인 계량 자료

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정부조직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공유리더십과 조직성과 사이의 관

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설문조사와 같은 주관성이라는 한계를 갖는 자료

를 바탕으로 수행된 경우가 다수이므로 기존연구와 비교할 때 연구방법

론적인 확장을 시도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 이론적 함의

첫째, 방법론적인 차별화를 통해 공유리더십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는 개인의 설

문자료를 대상으로 공유리더십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기업에서 활용하는 인사자료와 조직성과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횡단면적인 자료가 아닌 2011년부터 2013년 3

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도 기존연구와 차별화를 가진

다. 이처럼 방법론으로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서도 공유리더십이 조직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변



- 63 -

화하는 환경에서 관심을 받고있는 공유리더십과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대

한 연구방법론에서 미흡하나마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직급별 리더십의 상호영향

관계를 밝혀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상사가 부하의 리더십에 긍정

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설문자료를 통

해 상사의 리더십이 높을수록 부하의 리더십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주

고 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인사자료를 통하여 상위 직위의 리더

십이 높을수록 하위직위의 리더십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서 조직

내 전체 리더십 향상측면에서 상위직위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기존의 리더십 연구가 상위직위자의 리더십이 조직성

과 향상에 촛점을 맞추었다면 공유리더십 관점을 취한 본 연구를 통해서

는 상위직위자의 리더십이 하위직위자의 리더십향상 측면에서도 중요하

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2. 실천적 함의

첫째, 조직성과 향상에는 팀장리더십 뿐만아니라 차장과 직원의 리

더십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

유리더십이 조직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통해 팀

장의 리더십 뿐 만아니라 차장과 직원의 리더십 개발과 발휘도 중요하기

때문에 차장리더십과 직원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

이다. 예컨데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리더십 교육훈련의 대상선정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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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부서장 중심에서 구성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한다.

둘째, 팀수준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는 팀장과 팀 구성원의 긍정적

인 상호작용이 중요할 것이다.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는 팀의 공유리더십

이 중요하다면 팀장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는 팀원들의 리더십 향상을 돕

는 것이다. 따라서 팀장은 공기업에서 관행화 되어있는 권위적 리더십을

탈피하고 하급자가 자기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를 달성하

는 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구성원은 스스로 자기 동기

부여를 통하여 주인의식을 갖음으로서 전체적으로 리더십의 발휘 주체가

확산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셋째, 회사는 구성원의 리더십이 조직성과로 연결되는 환경을 조성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전사적으로는 팀장 리더십만이 조직성과로

연결되었고 발전사업소에도 팀장 리더십이 조직성과로 연결되었다. 그렇

다면 왜 차장 리더십이나 직원리더십은 조직성과로 연결되지 못하였을

까? 본문에서는 데이터의 특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구성원에게 자율적인 권한과 통제권을 부여할 때 즉 적절한 권한위임이

이루어진다면 구성원의 리더십이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강정애 등, 2011). 따라서 공기업의 조직성과 향상을 위해서 하부단

위인 팀조직에 평가, 예산, 인사 등의 권한위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팀장은 팀내의 권한과 자원중에서 적절한 범위를 구성원에게 위임

하여 자율적 조직운영을 강화함으로써 하위직위의 리더십 발휘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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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공기업 조직의 기본단위인 팀조직에서 팀장 뿐 아니라

팀 구성원의 리더십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팀성과가 향상되어

조직 전체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팀 내의 공유리더십이 발휘

되기 위해서는 팀원 상호간 신뢰와 존중의 긍정적인 팀문화가 형성되어

야 한다. 개별 팀에서 직위별로 요청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구성원의 리더십

수준이 향상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팀 뿐만 아니라 한국서부발전 전체의

조직성과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공유리더십과 조직성과 사이의 관계를 조직차원에서 분석한 본 연구

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리더십과 조직성과에 대한 정의와 측정의 문제이다. 독립

변수인 공유리더십을 팀장리더십, 차장리더십 및 직원리더십의 산술평균

값으로 정의하였는데 반드시 세 가지 리더십이 공동으로 발휘되는 상황

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울러, 개인

인사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로 팀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공유리더십과 조직성과에 대한 체계

적이고 실증적인 정의와 측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경로분석을 통하여 직급별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경위를 파악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이것이 반드시 인과관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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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상관관계일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인

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공동변화 이

외에도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하고 결과는 원인변수에 의

해서만 설명되어져야 하여서 다른 변수에 의한 설명가능성이 배재되어야

한다(남궁근, 2010). 또한 규모요인과 인적요인에 대한 통제가 있었지만

제3의 영향요인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단일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일

반화의 한계 즉 공기업 전체의 업종과 조직특성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서부발전의 241개 팀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한국서부발전

에서의 연구결과가 14개 시장형 공기업을 포함한 30개 공기업 전체에 대

해서 공유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대표하기는 어렵다. 따라

서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 타 기관간에 비교 가능한 공통화된 공유리

더십 변수와조직성과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

요한 한편 기업성과 공공성의 상대적 중요성 등 기관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공유리더십과 조직성과 사이의 관계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한 비

교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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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hared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Korean Public Enterprise
- Focusing on the case of KOWEPO- 

Yu, In Seu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what effect shared 
leadership ha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so that it gives 
some clue that might enable to enhance the productivity of the 
Korean public sector which produces and provides with various 
kinds of goods and services.

The study bases on 241 teams of KOWEPO from the year of 
2011 through 2013.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s the 
dependent variable, while shared leadership is the independent 
variable. Shared leadership in a team is measured by the average 
of chief leadership, deputy chief leadership and staff leadership. 
Organizational performance means the result of team 
performance Evaluation. The study has set up an experimental 
model of assuming number of team member as contro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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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scale factor and ages, educational level and average 
years of service of employees as another type of control 
variables in terms of human resource factor. Another topic for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leaderships of three level in a team and between each leadership 
and team performance by doing path analysis. 

In contrast to the current studies which have limitation in 
that the study contains subjectivity, what is meaningful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it has used objectively-measured data 
regarding shared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means of Employee Efficiency Report and Team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e outcome of the analysis was as follows: Shared 
leadership has positive influence on team performance. The chief 
leadership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deputy chief leadership 
and the staff leadership respectively and the deputy chief 
leadership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staff leadership. By the 
way, the chief leadership has posi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the deputy chief leadership and the staff 
leadership did not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refore 
any path can not be found from the chief leadership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d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can be analyzed very differently 
depending on how the terms are defined and how it is measured. 
In this study which use objectively measured data, the result 
between two variables is the same as other studies which 
depends on subjective survey. Practically, the study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each employee’s leadership in order to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each team. The 
conclusion is that each employee's leadership is important for 



- 72 -

the organization performance and chief should be a super leader 
to motivate the subordinate and delegate power and resources. 
Deputy chiefs and staffs should be a self leader to motivate 
themselves so that the team has the synergy effect to build up 
positive culture. The company should give more power and 
resources to each team so to boost self leadership oriented 
culture. Decentralization of authoritative power in relation to HR, 
budgeting and planning and performance appraisal so that the 
field management can be reasonably feasible in consideration 
with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aspects of each team. In 
that way, focusing on team memeber's leadership will lead to 
improving team’s performance, which will eventually improve 
KOWEPO’s overall performance. 
 
 

keywords : shared leadership, chief leadership, team member 
leadership, organizational performance, 

            team performance evaluation

Student Number : 2014-2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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