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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가족심리

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초감정(meta-emotion) 개념을 조직 장면

에 적용하고자 하였고, 둘째, 각 초감정 유형별로 작동하는 정당화 기제

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당화 기제 모형을 바탕으로 한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초감정 유형별 정당화 기제를 탐색하고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Gottman(1997)이 개발한 ERPSST

(Emotion-Related Parenting Style Self-Test) 문항을 기반으로 기업조

직에 적합한 형태로 문항을 재구성 하였다. 16개의 정당화 기제를 도출

하였고, 57개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된 문항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상관분석, 신뢰도분석 그리고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4개의 정

당화 기제를 최종 도출하였고, 43개의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 최종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4가지 초감정 유형(코칭형, 방임

형, 억압형, 축소형)과 구분되는 새로운 초감정 유형(전환형)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당화 기제 모형을 바탕으로 한 초감정 개념화의 이론적

시사점과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가 조직 장면에서 갖는 함의, 그리

고 본 연구의 한계점 및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초감정, meta-emotion, 정당화 기제,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

학 번 : 2014-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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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약 30여 년 전부터 싹트기 시작한 조직 내 정서에 대한 관심(Rafaeli

& Sutton, 1990)은 최근 들어 조직현상의 주요 구성개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Barsade & O'Neill, 2016; Ashkanasy & Daus, 2002). 조직

장면에서 정서와 관련하여 연구되는 주요 주제들인 감정근로(정서노

동)(Hochschild, 1979; Grandey, 2000), 정서지능(Salovey & Mayer,

1990), 정서조절(Gross, 1998)과 같은 개념은 이제 일반인들에게조차 더

이상 낯선 표현이 아닐 정도로 익숙해졌고, 정서조절 전략(Gross &

Thompson, 2007), 정서조절 능력(Lopes, Salovey, Côté, Beers, & Petty,

2005), 리더의 정서지능(Alon & Higgins, 2005), 직원들의 정서지능(Cote

& Miners, 2006)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부적인 정서관련 주제들에 대

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정서가 조직의

운영, 성과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적 삶의 맥락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 장면에서 정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정서가 조직 및

구성원들에 미치는 영향력과 더불어 그것이 ‘조절 가능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정서조절을 주제로 다룬 많은 연구들이 개인 및

조직 수준에서 정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다양한 정서조

절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Gross, 1999; Gross & John, 2003;

Schneider, Ehrhart, & Macey, 2013). 정서조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정서 관련 주제들에서도 정서의 조절가능성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한다. 예를 들면, 감정근로 연구에서는 정서적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대응 방식이 내면행위(deep acting)와 표면행위(surface acting)

로 다르게 나타남을 밝혔다(Hochschild, 1979).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는

표면행위가 역기능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으로부터, 바람직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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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서적 이슈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Grandey, 2000). 정서지능 또한 정서조절과 맞닿아 있다. 정서조절 능력

이 정서지능의 하위요소로 다루어지기도 하며(Salovey & Mayer, 1990),

높은 정서지능은 종합적으로 볼 때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분명히 파악

할 수 있고 잘 조절 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Peña- Sarrionandia, Mikolajczak, & Gross, 2015). 실용주의적 관점에

서 조직 장면에서의 정서연구는 결국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

는 정서(또는 정서적 이슈)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노

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Barsade & O'Neill, 2016).

조직 장면에서 작용하는 정서가 결국 조직과 구성원, 또는 조직 내 구

성원들 간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조직 내에서의 정서조절은

크게 조직수준과 구성원 수준으로 구분하여 논의될 수 있다. 조직수준에

서 이루어지는 정서조절과 관련된 연구 주제로는 조직의 정서적 분위기

(emotional climate), 조직 내 정서표현규칙(display rule)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정서를 조

절해야 하는(또는 정서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조건(condition)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다음으로 조직 내 구성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조절과 관련된 연구 주제로는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정서

조절(emotion regulation), 리더-부하 관계(leader-member exchange,

LMX), 정서전염(emotional contagion),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

ment), 감정근로(emotional labor)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

들은 기본적으로 정서와 관련하여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ability)

또는 성향(trait)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Ashkanasy &

Humphrey, 2011).

이와 같이 조직 장면에서의 정서와 관련된 연구들이 “능력”, “성향”

또는 ”조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서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어 왔지

만, 구성원들이 정서 자체 또는 정서표현에 대하여 어떤 인식, 신념 및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조직 내

에서 정서적 현상들은 거의 모두 상호작용의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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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또는 얼마나 잘 표현하고 활

용하는지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동시에 자신과 다른 구성원의 정서를 어

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는지도 또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인식, 신념, 태도 등은 관찰 및 측정이 어렵고, 양화(quantifying)하기 어

렵다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조직 구성원들이 개별 정서와 정서표

현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신념체계 및 태도를 연구함으로써 조직 구성원

들의 정서조절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고, 동시에 조직의

성과도 증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정서 문화(emotion culture)를 형성하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신념체계 및 태도”의 관점을 조

직 장면에서의 정서연구에 적용해보고자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기존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조직 내 리더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기

존의 가족심리학 분야에서 부모(양육자)가 자녀의 정서와 정서표현에 대

하여 지니고 있는 인식 및 태도를 연구한 “초감정(meta-emotion) 연구”

를 기본 바탕으로 리더가 부하직원의 정서와 정서표현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신념체계 및 태도를 탐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장면에서

리더가 부하직원의 정서와 정서표현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신념체계 및

태도(초감정)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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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참고 개념: 초감정(meta-emotion)

초감정(meta-emotion)은 “정서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일컫는 개념으

로 Gottman, Katz, 그리고 Hooven(1996)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Gottman을 비롯한 가족심리학 및 임상심리 연구자들은 부모의 초감정

철학(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PME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의미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들이 자신 또는 아동

의 정서인식 및 조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련의 관점 및 태도로 이해

될 수 있다(Gottman, Katz, & Hooven, 1996).

초감정에 대한 논의는 부모가 자녀의 정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시작

되었다(Gottman, Katz, & Hooven 1996). 연구자들은 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부정정서(화, 슬픔)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발

견하고 부모들이 자녀의 정서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인식과 태도 및 양

육행동에서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부모들이 자녀의

정서와 정서표현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 태도 및 양육행동이 일정한 유

형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고, 마치 감정 코치와 같이 자녀의 정서에 관

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리해주고자 하는 감정코칭형

(emotion- coaching style) 부모와 자녀의 정서에 관심이 적고 별다르게

관리해주려 하지 않으며 정서 경험 및 표현을 억압하기도 하는 축소형

(dismissing) 부모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Gottman, Katz, & Hooven,

1996). 이 유형들은 이후 추가적인 인터뷰 연구 등을 바탕으로 총 4가지

유형으로 다시 정리되었으며, 감정코칭형(emotion-coaching style), 방임

형(laissez-faire), 억압형(disapproving), 축소형(dismissing)으로 구분되

었다(Gottman, 1997). 각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존 가트맨, 최성애,

조벽, 2011; Gottman, 1997).

코칭형 코칭형 부모는 아이의 정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상황

을 잘 관리하고자 한다. 코칭형 부모의 자녀정서에 대한 인식 및 양육행

동은 다음의 5가지 단계적 특성을 지닌다. 1) 아이의 부정정서 경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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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소한 것일지라도 자신과 아동의 정서를 잘 인

지한다. 2) 아이가 부정정서를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아이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 혹은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계기로 여긴다. 3) 아이의 정

서를 타당하게 여긴다. 4) 아이가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말로 표현하도

록(이름 짓도록) 돕는다. 5) 부적절한 행동을 제한하며, 부정정서를 일으

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을 함께 찾는다.

방임형 방임형 부모는 아이의 정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허용

적 태도를 보이며, 아이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하더라도 별다

르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정서를 관리하고 관련된 문제

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방임형 부모에게 양

육받은 아이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지니며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조

절하는 데 미숙할 가능성이 높다. 부정정서를 느끼고 표현하는 데 있어

서 공감과 지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았기에 자기중

심적이고 독선적인 방식의 표현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

다.

억압형 억압형 부모는 아이의 부정정서 경험을 못마땅해 하며, 부

정정서는 나쁜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 자

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정서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며, 처벌도 주저

하지 않는다. 억압형 부모에게서 양육받은 아이는 부정정서를 느끼고 표

현할 때마다 비난, 체벌 등으로 처벌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부

정정서를 속으로 억누르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부모에게 억압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또한 타인의 정서를 억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축소형 축소형 부모는 아이가 경험하는 정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

며 아이의 정서경험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이가 경험하는 부정정

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고 여긴다.

부정정서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의를 분산시켜

아이가 느끼는 부정정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애쓰기도 한다. 축소형 부

모에게 양육 받은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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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이가 부정정서를 느끼고 표현할 때마다 부모가 일종의 보상(게

임, 사탕 등)으로 주의를 돌리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아이는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경험이 부족해지게 되는 경향이 많다.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이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보고되었다. 코칭형 부모 아래에서

자란 자녀가 축소형 부모 아래에서 자란 자녀에 비해 문제행동은 덜 일

으키고, 학업 성취는 좋았으며, 신체적으로 더 건강함을 보였다(Gottman,

Katz, & Hooven, 1996). 부모의 코칭형 양육스타일은 품행장애가 있는

취학전 아동들의 성장(Katz & Windecker-Nelson, 2004)과 청소년기 아

동들의 성장(Katz & Hunter, 2007)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초감정은 부모-자녀 관계 이외에 배우

자 및 타인과의 관계맺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Gottman, 1997;

Gottman, Katz, & Hooven, 1996). 따라서 관련 연구자들은 코칭형 초감

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방임형, 억압형, 축소형의 양육행동을 지양하고

코칭형의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장한다(존 가트맨, 최성애, 조

벽, 2011; Gottman, 1997).

초감정 개념이 조직 장면에서 갖는 시사점 및 적용 가능성

초감정(meta-emotion)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은 사람들이 정서(특히

화, 슬픔) 또는 정서 표현에 대하여 일정한 신념체계 및 태도, 즉 “초감

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는 초감정은 유형

화될 수 있고, 이는 다시 유형화된 행동양식을 통해 정서적 소통의 대상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초감정이 배우자 등 타인과의 관계맺음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

(Gottman, 1997; Gottman, Katz, & Hooven, 1996)를 통해서 부모-자녀

의 관계맥락을 벗어난 다른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에서도 초감정이 작용

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는 조직 장면에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는 어떠한 조

직으로 처음 유입되는 개인마다, 그리고 기존의 구성원들 또한 개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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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유형의 초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직에서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만한 양질의 정보가 될 수 있다. 둘

째는 조직의 리더가 가지고 있는 초감정 유형이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조직의 리더가 구성원 개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구성원들은 리더로부터 정서적인 측면에

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두 번째 시사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공동

의 목표를 지니고, 매일같이 만나면서 오랜 기간 시간을 함께하며, 소속

감에 기반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등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에 조직

은 가족에 비유되곤 한다(Ouchi, 1982).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에서 리더

의 성향, 태도가 부하직원 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Wang, Law, Hackett, Wang, & Chen, 2005; Settoon, Bennett,

& Liden, 1996).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정서적인 측면에

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맥락과 리

더-부하직원 사이의 위계적 관계맥락의 유사성을 감안할 때 부모의 초

감정 유형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듯 리더의 초감정 유형

특성에 따라서 부하직원들과의 정서적 소통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이

는 결과적으로 조직 내 관계, 리더십, 업무수행효과성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조직 구성원들이 부정정서를 표출했을 때

리더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느냐는 구성원들의 정서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에서 리더가 부하직원

의 정서와 정서표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 및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초감정(meta-emotion) 개념을 핵심개념으로 활용

하였다. 일반 조직 장면에서 리더가 부하직원의 정서와 정서표현에 대하

여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 및 태도를 “리더의 초감정”이라 정의하였으며,

리더의 초감정 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서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

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기존 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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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연구에서 개발되어 있는 문항을 기반문항으로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기반 문항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항들에 내재되어

있는 정서와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체계 및 태도가 각 유형 안에서 일련

의 세부적인 의미범주로 구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각 유형

별로 범주화되는 인지적 경향성들이 해당 유형별 행동을 반복, 강화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검증을 함

께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유형별로 범주화 가능한 인지적

경향성(신념체계 및 태도)들을 “정당화 기제”로 개념화하였다. 본 연구는

각 초감정 유형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당화 기제 모형”을 기반으로 리

더가 부하직원의 정서 및 정서표현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초감정을 측정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 1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되어 있는 기존 설문

문항을 기반문항으로 삼아 초감정 유형별로 내재되어 있는 정당화 기제

를 탐색하고, 해당 기제별로 일반 조직 장면에서 리더의 초감정 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1에서

개발된 문항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바탕으로 문항을 최종 선별함으로써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를 개발하고, 본 척도의 신뢰도와 구성타당도

및 예언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 척도 활용과 관련한 유의점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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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1:

초감정 유형별 정당화 기제 도출 및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 예비문항 개발

제 1 절 연구목적

연구 1은 일반 기업조직 장면의 리더(팀장)-부하직원(팀원) 관계맥락

에서 작동할 수 있는 초감정 유형별 정당화 기제를 도출하고, 각 유형별

정당화 기제를 표상하는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 예비문항을 개발하

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절차

연구 1은 아래의 네 단계에 따라 진행되었다.

1단계 문항 번안: 기반문항들로 Gottman(1997)이 개발한 Emotion

-Related Parenting Style Self-Test(ERPSST) 문항을 활용하였다. 영문

으로 구성된 ERPSST 81개 문항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

며, 조직심리전공자 4인과 감정코칭 전문가 2인이 문항 번역에 참여하였

다. 개별적으로 번역작업을 진행하고, 함께 모여 논의한 후 가장 자연스

러운 번역을 선정하였다.

2단계 화(anger)정서로 단일화 기술: ERPSST에서 다룬 슬픔(sad)

과 화(anger) 두 정서에 대한 문항들을 정리하여 화 정서에 대한 기술로

통일하였다. 일반 기업조직 장면은 화에 비해 슬픔정서를 경험하는 빈도

나 허용여부가 낮다는 맥락적 특성이 있기에, 측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슬픔 정서는 배제하고 화 정서만을 측정 대상 정서로 삼았다.



- 10 -

3단계 관계맥락 수정: 부모-자녀 간의 관계맥락을 대상으로 개발된

ERPSST의 문항들을 일반 기업조직 맥락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기업조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팀 리더

(팀장)의 초감정 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주된 목표로 삼았

고, 따라서 단어 및 문장을 팀장-팀원 관계맥락에 맞추어 수정·보완 하

였다. 기존 문항들 가운데 부모-자녀 맥락에 국한되어 일반화하기 어려

운 문항들은 예비문항 구성에서 제외하였다.

4단계 정당화 기제 탐색: 조직심리학 전공자 2인이 참여하여 초감정

유형별로 각 문항들이 표상하는 정당화 기제를 개별적으로 추출한 후,

토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각 문항이 표상하는 정당화 기제를 하나씩 부여

하였다. 동일한 정당화 기제를 가진 문항들을 모아 해당 기제를 측정하

는 문항으로 범주화하였다. 하나의 문항이 단일한 정당화 기제를 구성하

는 경우는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예비문항에 포함하지 않았

다.(단, 단계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유지하기로 판단했던 코칭형 기제5

의 경우에만 예외로 하였다.)

제 3 절 연구결과 및 논의

기반문항으로 삼은 ERPSST의 81개 문항 가운데 2단계(화 정서로 단

일화 기술)에서 14개 문항(1, 5, 11, 12, 16, 27, 31, 32, 43, 44, 47, 48, 74,

80번), 3단계(관계맥락 수정)에서 10개 문항(4, 6, 14, 21, 49, 52, 62, 65,

71, 79번) 4단계(정당화 기제 도출)에서 2개 문항(55, 69번)이 제외되었

다. 그리고 남은 55개의 문항 가운데 2개 문항(24, 63번)은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고자 각 문항을 2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부록

1 참고). 이상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57개(코칭형 16문항, 방임형

5문항, 억압형 17문항, 축소형 19문항)의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 예

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정당화 기제의 경우 4개 초감정 유형에서 총 16개

의 기제(코칭형 5개, 방임형 2개, 억압형 4개, 축소형 5개)가 도출되었다.

표 1(코칭형), 표 2(방임형), 표 3(억압형), 그리고 표 4(축소형)에 초감정



- 11 -

유형별로 도출된 정당화 기제 및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 예비문항들

이 각각 정리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 정당화 기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

였다.

코칭형

코칭형 문항들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와 같이 5가지 단계적 인식

(Gottman, Katz, & Hooven, 1996; Gottman, 1997)에 따라 정당화 기제

가 명확하게 도출되었다(표 1). 단, 기존 논의에서 4번째 단계(아이가 자

신이 경험한 정서에 이름붙이는 단계)는 일반 조직의 리더-부하직원의

관계맥락에서는 실재하기 어려운 현상이기에 “화난 사람이 스스로 원인

을 찾고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기제4)”라는 의미로 재

구성하였다. 5번째 단계(부적절한 행동을 제한하며, 부정정서를 일으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을 함께 찾는 단계) 또한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가 성인들 사이의 관계맥락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현상이라

고 판단하여 “화를 낼 때가 바람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이다

(기제5)”로 재구성하였다.

코칭형의 경우 총 16개 문항이 개발되었는데, 기제1(화는 사람이 느끼

는 중요한 정서이다)은 화에 대한 긍정적, 허용적 신념체계 및 태도를

담은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기제2(누군가 화났을 때는 그를 잘 이해

할 수 있는 기회이다)는 화를 관계 개선의 기회로 여기는 신념체계 및

태도를 담은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기제3(화난 이유를 파악하고 공

감하는 것이 중요하다)은 화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중시하는

신념체계 및 태도를 담은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제4(화난 사람

이 스스로 원인을 찾고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화난

사람의 주체적 정서인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체계 및 태도를 담은 3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제5(화를 낼 때가 바람직한 방법

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이다)는 화난 상황을 바람직한 문제 해결의 기

회로 여기는, 코칭형의 마지막 단계적 인식을 담고 있는 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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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형 정당화 기제들은 화를 내는 대상의 정서경험이 주관적이고 상

대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구분

되는 독특성을 갖는다.

표 1. 코칭형 정당화 기제별 문항
정당화 기제 문 항
기제1 화는 사람이 느끼는 중요한 정서이다.

1 팀원들이 때로 화를 느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2 인간은 누구나 화를 느낄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
3 팀원의 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4 화는 탐색해볼 가치가 있는 감정이라 여긴다.
5 팀원들이 화를 느껴보길 원한다.

기제2 누군가 화났을 때는 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다.
6 팀원이 화났을 때는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7 팀원이 화를 낼 때, 그 사람과 함께 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기제3 화난 이유를 파악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8 팀원이 화를 낼 때,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궁금해 한다.
9 팀원이 화를 낼 때, 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0 팀원이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껴보려 한다.
11 팀원이 화를 낼 때, 공감해준다.
12 팀원이 화내는 이유를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제4 화난 사람이 스스로 원인을 찾고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팀원이 화났을 때, 무엇이 그 사람을 화나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

14 팀원이 화났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 이해하도록돕고자 한다.

15 무엇이 자신을 화나게 하는지를 팀원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생각한다.
기제5 화를 낼 때가 바람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이다.

16 팀원들이 화를 낼 때가,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라고
생각한다.

방임형

방임형 문항들에서는 총 2가지 정당화 기제가 도출되었다(표 2). 방임

형의 경우 총 5개 문항이 개발되었는데, 기제1(화는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정서이다)은 화 정서 표현에 대한 허용적 인식을 담고 있는 2개 문

항으로 구성되었고, 기제2(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잘 알지 못한다)는

화 정서 조절에 대한 방임적 신념체계 및 태도를 내포하고 있는 3개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방임형의 경우 화 정서 표현에 대한 허용적 인식과 방임적 태도(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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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적 방임)를 함께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 때 방임적 태도

는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정서조절 방식

에 대한 무지(無知)”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측면에

서 방임형 기제2는 뒤에서 논의될 축소형 기제4(화는 신경쓰지 않으면

누그러진다)와 분명히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같은 행동적 방임

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축소형에서는 정서 조절 방식(기제4)으로서 행

동적 방임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방임형에서는 조절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기제2) 결국 행동적 방임에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 방임형 정당화 기제별 문항
정당화 기제 문 항
기제1 화는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정서이다.

1 화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2 화가 날 때는 표현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기제2 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잘 알지 못한다.
3 화를 다루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4 팀원이 화를 낼 때, 위로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5 팀원이 화를 낼 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잘 알지 못한다.

억압형

억압형 문항들에서는 총 4가지 정당화 기제가 도출되었다(표 3). 억압

형의 경우 총 17개 문항이 개발되었는데, 기제1(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

다)은 일반적 의미에서 화 정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신념체계 및 태도를

내포하고 있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기제2(화는 부정적인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화 정서를 성격과 관련짓는 신념체계 및 태도가 담긴

7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기제3(화는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이용된

다)의 경우 화에 대한 원인론적 신념(화와 이기적 성향 사이의 관련성)

을 담고 있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제4(화는 방치하면 문제를

일으킨다)는 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내포한 3개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억압형의 4가지 정당화 기제들은 공통적으로 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축소형의 정당화 기제들과 유사한 인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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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데, 억압형의 경우 화 정서를 표현하는 사람의 성격(기제2)이

나 이기적 성향(기제3) 등 화를 내는 사람 개인의 내적 속성에 주목한다

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구분되는 독특성을 보인다.

표 3. 억압형 정당화 기제별 문항
정당화 기제 문 항
기제1 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화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2 화는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생각한다.
3 화는 후회할만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4 화를 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여긴다.

기제2 화는 부정적인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5 화는 대개 공격성을 의미한다고 여긴다.
6 화를 내는 것은 성질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7 화를 내면, 나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여긴다.
8 팀원의 나쁜 성격을 염려한다.
9 화를 내는 팀원은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10 팀원이 화를 낼 때, 성격이 나빠질까봐 염려한다.
11 팀원이 화를 낼 때, 그러면 성격이 나빠진다고 주의를 준다.

기제3 화는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이용된다.
12 팀원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화를 낸다고 생각한다.

13 팀원들은 대개 상대방이 미안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화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4 팀원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화를 낸다고 생각한다.
기제4 화는 방치하면 문제를 일으킨다.

15 화난 팀원은 통제 불능이라고 생각한다.
16 팀원들이 화난 척 연기하다보면,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생각한다.

17 팀원들이 화내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 여긴다.

축소형

축소형 문항들에서는 총 5가지 정당화 기제가 도출되었다(표 4). 축소

형의 경우 총 19개 문항이 개발되었는데, 기제1(화는 우리 삶에서 중요

하거나 비중 있는 정서가 아니다)은 화가 지닌 가치 혹은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들에는 화와 같은

부정정서를 가능한 적게 경험하고 표현하며, 긍정정서를 더 경험하고 표

현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기

제2(화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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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체계를 담고 있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제3(화는 자신이

알아서 조절해야 한다)은 누가 화를 다스려야 하는지, 화를 조절하는 주

체에 대한 신념체계 및 태도를 담고 있는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기

제4(화는 신경쓰지 않으면 누그러진다)와 기제5(화는 주의를 돌리면 누

그러진다)의 문항들은 상대방(팀원)이 화를 내는 상황에서의 대응방식에

관한 신념체계 및 태도를 담고 있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는데, 무관심을

전략으로 하는 5개 문항들(기제4)과 주의 전환을 전략을 하는 4개 문항

들(기제5)로 서로 구분되었다.

축소형 정당화 기제의 경우 억압형과 유사하게 화 정서에 대하여 부

정적 인식 및 태도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

징을 살펴볼 수 있다. 문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화에 대하여 상당히 수

동적인 부정성(예, ‘화 정서는 좋지 않다(≠나쁘다)’, ‘굳이 화 정서에 주

목할 필요 없다’)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축소형

신념체계 및 태도들의 이면에는 상황판단에 대한 정보(기제2), 시간(기제

4), 주의 전환(기제5)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정서가 생겨나거나 조절

된다는 신념체계 및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유형들과 차별성

을 갖는 독특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상황에서 화 정서를

표현하는 사람의 내부적 요인(성격, 이기적 성향)에 주목하는 억압형 정

당화 기제의 특성과 특히 대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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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축소형 정당화 기제별 문항
정당화 기제 문 항
기제1 화는 우리 삶에서 중요하거나 비중 있는 정서가 아니다.

1 삶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행복과 행운으로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을 더 선호한다.
3 화내며 허비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고 여긴다.

기제2 화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
4 팀원들이 대부분 잘못 알거나 오해해서 화를 낸다고 생각한다.

5 자신에게 화가 난 팀원을 보면, “그런 화난 모습을 보고싶지는 않아”라고생각한다.

6 팀원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삶에서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7 화가 난 팀원을 보면, "왜 그냥 받아들이지 못할까" 라고 생각한다.
8 팀원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미성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제3 화는 자신이 알아서 조절해야 한다.
9 화가 난 팀원을 보면, “누그러뜨리는 법을 좀 배우지”라고 생각한다.
10 화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만 괜찮다고 생각한다.

기제4 화는 신경쓰지 않으면 누그러진다.
11 팀원의 화에 대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12 팀원이 화났을 때, 대개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13 팀원이 화났을 때, 무시하면 그냥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 여긴다.
14 일하면서 팀원들이 정말 화날만한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15 팀원이 화났을 때, 조언이나 도움을 줄 기회라고 여기지 않는다.

기제5 화는 주의를 돌리면 누그러진다.

16 팀원이 화가 났을 때, 빨리 화를 누그러뜨리고 더 좋은 일을 하게 하려고
애쓴다.

17 화는 머무르게 하지 말고 빨리 누그러뜨려 잘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18 팀원이 화가 난 경우 명랑한 기분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19 팀원이 화가 났을 때, 화를 멈추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연구 1을 통해 일반 기업조직의 팀장-팀원 관계맥락에서 초감

정 유형별로 작동하고 있는 정당화 기제를 도출하였고, 각 유형별 정당

화 기제를 표상하는 57개의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 예비문항을 개발

하였다. 유형별로 도출된 정당화 기제를 통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구체

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유형 간 차이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논

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의 논의는 선행연구 결과(기반문항 및 4개의 초감정 유형

구분)와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정당화 기제 도출)에 근거하여 도출된 내

용이기에, 연구 2를 통해 경험적 자료(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와 타당도가 확보된 문항을 선별함으로써 정당화 기제 모형에 근거한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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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2: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제 1 절 연구목적

연구2는 정당화 기제 모형에 기반한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를 개

발하고, 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

여 연구 1에서 개발한 예비문항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과정을 통해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

구를 진행하였다.

1) 초감정 유형별-정당화 기제별로 분류한 문항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1에서 동일한 정당화 기제를 표상한다고 판단한 문항들

을 단일한 정당화 기제로 분류한 만큼, 각 정당화 기제를 구성하는 문항

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또한

동일한 기제를 구성하는 전체 문항들과 개별 문항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

여주는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o-

efficient)도 함께 참고하였다.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의 경우 일정

수준(.30) 이상의 상관계수를 기대하였으며, 두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항들을 1차로 선별하고자 하였다.

2) 1차로 선별된 문항들에 대하여, 초감정 유형별로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각 유형마다 도출된 정당화 기제들이 각각 고유한 의미

를 지니고 있는 만큼, 개별적인 요인으로 탐색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최종 선별하고자 하였다.

3) 최종 선별된 문항들로 초감정 유형별-정당화 기제별 점수를 산출

한 후, 해당 점수를 바탕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정당화 기제 수준에

서 수렴/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같은 유형에 속하는 정당화

기제들 사이의 상관관계, 그리고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하는 정당화 기제

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핌으로써 각 정당화 기제의 의미에 대하여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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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논의하고자 하였다.

4) 앞서 산출된 정당화 기제별 점수를 바탕으로 유형별 점수를 산출

한 후, 팀 내 관계 질(HQC) 변인 및 리더십 효과성 변인과의 상관관계

를 살펴봄으로써 예언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Gottman, Katz, 그리

고 Hooven(1996) 등에 의해 가족심리학 분야에서 진행되었던 논의에 근

거할 때, 팀원들이 평가하는 리더(팀장)의 코칭형 수준과 팀 내 관계 질

및 리더십 효과성 사이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기대하였으며, 리더

(팀장)의 방임형, 억압형, 축소형 수준과 팀 내 관계 질 및 리더십 효과

성 사이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수록 각 초감정 유형에 대한 타당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고 판단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

서울 소재 M 식료품제조기업 직원(팀원급) 79명과 T 금속제조기업

직원(팀원급) 41명, 그리고 R 병원 직원(팀원급) 38명, 이렇게 총 158명

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이 리더(팀장)의 정서

적 특성에 대하여 평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기에 일정기간(3개월) 이

상 함께 팀장과 활동한 직원의 응답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소속팀 팀

장과 함께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 20명과, 설문에 단일번호로

응답한 4명을 제외한 134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에

이용된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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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설문 응답자 표본 특성(N=134)
M 기업

구분 인원수(명) 백분율(%)
성별 남성 50 76.9

여성 15 23.1
직위 과장 6 9.2

대리 11 16.9
사원 23 35.4
주임 23 35.4
조장 1 1.5
무응답 1 1.5

팀장과 근무한 기간 3-12개월 47 72.3
13-24개월 11 16.9
36개월 이상 7 10.8

연령 20대 33 50.8
30대 31 47.7

40대 이상 1 1.5
합계 65 100

T 기업
구분 인원수(명) 백분율(%)

성별 남성 23 74.2
여성 8 25.8

직위 차장 3 9.7
부장 1 3.2
과장 11 35.5
대리 7 22.6
사원 9 29.0

팀장과 근무한 기간 3-12개월 6 19.4
13-24개월 5 12.9
36개월 이상 20 67.7

연령 20대 8 25.8
30대 19 61.3

40대 이상 4 12.9
합계 31 100

R 병원
구분 인원수(명) 백분율(%)

성별 남성 3 92.1
여성 35 7.9

팀장과 근무한 기간 3-12개월 15 39.5
13-24개월 10 26.3
36개월 이상 13 34.2

연령 20대 12 31.6
30대 21 55.3

40대 이상 5 13.1
합계 3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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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 예비문항

연구1에서 개발된 57개의 “초감정 유형 척도” 예비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은 리더(팀장)가 부하직원(팀원)의 화 정서와 화 정서 표현에 대하

여 지니고 있는 신념체계 및 태도를 표상하는 문항들에 대하여 부하직원

들이 평정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코칭형을 측정하는 16문항(5개 정

당화 기제), 방임형을 측정하는 5문항(2개 정당화 기제), 억압형을 측정

하는 17문항(4개 정당화 기제), 축소형을 측정하는 19문항(5개 정당화 기

제)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

(7)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관계 질(High Quality Connection, HQC) 척도

초감정 유형별 특성의 팀 내 관계 질 관련 예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하여 9개 문항으로 구성된 High Quality Connection(HQC)척도를 이용

하였다. 본 척도는 Dutton과 Heaphy(2003)가 제안한 높은 수준의 관계

질 개념을 충실히 반영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총 3개의 하위요소

(emotion carrying capacity, tensility, connectivity)로 이루어져 있다.

각 요소별로 3문항씩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팀에서는 서로에게 자신이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떤 어려움도 없다(emotion carrying ca-

pacity)”, “우리 팀에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 발생하더라도 돈독한 관계를

잘 유지한다(tensility)”, “우리 팀에서는 다른 의견이나 생각이 잘 받아

들여진다(connectivity)” 등과 같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7)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하위요소별 신뢰

도 계수는 .682, .841, .918이다.



- 21 -

리더십 효과성(Leadership Effectiveness) 척도

초감정 유형별 특성의 리더십 관련 예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리더

십 효과성 척도는 다음의 4가지 세부 척도들로 구성되었다.

과업만족 최현진(2008)의 문항을 수정하여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문항은 “우리 팀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

다.” “우리 팀장은 어떠한 임무를 맡기더라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다.” “우리 팀장은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명확한 업무지시를

내린다.”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7)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821이다.

관계만족 최현진(2008)의 문항을 수정하여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문항은 “우리 팀장은 팀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

리 팀장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다.”, “우리 팀장과 가능한 오랜 기간

함께 일하고 싶다.”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

다(7)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913이다.

신뢰 김명언, 이영석(2000)의 상사신뢰 척도를 바탕으로 한 최현진

(2008)의 문항을 수정하여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우리 팀

장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우리 팀장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소신

있게 밀고 나간다.”, “우리 팀장은 팀원들과 돈독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7)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796이다.

긍정성 최현진(2008)의 리더만족 문항을 수정하여 4개의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문항은 “우리 팀장은 자신의 취약점이나 실수를 팀원들에게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우리 팀장은 훌륭한 인품을 가

지고 있다.”, “우리 팀장은 팀원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하고 강화시

켜준다.”, “우리 팀장은 팀원들이 힘들어 할 때 함께 나누고 배려해준

다.”이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7)의 Likert 7

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89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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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및 절차

유형별-정당화 기제별로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분석을 통해 문항들의 신뢰도

를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차로 문항을 선별하였다. 이어

서 선별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최종 문항을 선별하였다. 최종 선별된 문항 및 도출된 정당

화 기제를 바탕으로 정당화 기제 점수와 초감정 유형 점수를 산출하였

고, 해당 점수들을 바탕으로 정당화 기제별 수렴/변별 타당도 및 초감정

유형별 예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통계분석도구의 경우, 상관관계, 신뢰도 분석, 그리고 예언타당도 분석

에는 IBM SPSS Statistics 22를, 탐색적 요인분석에는 MPLUS를 이용

하였다.

제 3 절 연구결과 및 논의

3-1. 초감정 유형별-정당화 기제별 문항 간 상관분석

초감정 유형별-정당화 기제별 문항 간 상관분석 결과는 표 6(코칭형),

표 9(방임형), 표 12(억압형), 그리고 표 15(축소형)와 같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1차 선별하였고, 그 결과는 표 7(코칭형), 표 10(방임

형), 표 13(억압형), 그리고 표 16(축소형)과 같다. 선별 근거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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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형

표 6. 코칭형 문항 간 상관 (N=134)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기제1

1 1.00
2 .05 1.00
3 -.06 .25** 1.00
4 .19* .30** .36** 1.00
5 .15 -.15 -.05 .03 1.00

기제2
6 .13 .04 .11 .30** .33** 1.00
7 -.05 .51** .26** .38** .00 .23** 1.00

기제3

8 -.10 .27** .35** .28** -.04 .08 .35** 1.00
9 -.07 .50** .59** .50** -.11 .15 .52** .41** 1.00
10 .00 .35** .54** .46** .16 .22** .55** .49** .67** 1.00
11 -.04 .39** .54** .52** -.16 .18* .54** .41** .76** .64** 1.00
12 .00 .45** .53** .46** -.04 .10 .50** .29** .66** .53** .64** 1.00

기제4
13 -.10 .46** .34** .47** -.05 .22* .49** .46** .58** .50** .53** .49** 1.00
14 -.05 .44** .56** .46** -.07 .19* .51** .39** .76** .74** .72** .60** .60** 1.00
15 -.16 .32** .34** .31** -.14 .13 .23** .20* .45** .43** .37** .40** .24** .38** 1.00

기제5 16 .34** .00 .05 .27** .22* .41** .05 -.07 .08 .10 .21* .06 .09 .13 .05 1.00
*p<.05, **p<.01
주. 기제1=화는 사람이 느끼는 중요한 정서이다, 기제2=누군가 화났을 때는 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다,
기제3=화난 이유를 파악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제4=화난 사람이 스스로 원인을 찾고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제5=화를 낼 때가 바람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이다.

코칭형 정당화 기제1에서는 2번(인간은 누구나 화를 느낄 권리가 있

다고 여긴다), 3번(팀원의 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4번(화는 탐색

해볼 가치가 있는 감정이라 여긴다) 문항들 사이에서 서로 유의미한 정

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나, 1번 (팀원들이 때때로 화를 느껴도 괜찮다

고 생각한다)과 5번 (팀원들이 화를 느껴보길 원한다) 문항의 경우는 코

칭형 기제1의 다른 문항들과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1번과 5번 문항이 코칭형 기제1의 다른 문항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번역의 문제를 언급해볼 수 있다. 연구 1에서

의 문항 번역 과정에서 “느껴도 괜찮다”(1번), “느껴보길 원한다”(5번)의

표현을 선택하였고 그 의미를 살리고자 그대로 이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직설적인 표현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점에서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1번과 5번 문항의 경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

계수 또한 매우 낮은 수준(.10 미만)으로 확인되었으며, 두 문항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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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양호한 수준의 상관계수가 확인되었다(표 8). 따라서 코칭형

기제1을 구성하는 문항으로 3개 문항(2번, 3번, 4번)을 선별하였고, 2개

문항(1번, 5번)을 제외하였다.

기제2를 구성하는 6번(팀원이 화났을 때는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

회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과 7번(팀원이 화를 낼 때, 그 사람과 함께 화

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두 문항 사이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보고되었으

나, 그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r=.23, p<.01). 이는 “가까워질 수 있는 기

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

는 것” 사이의 의미 유사성이 높지 않은 결과로 이해해볼 수 있다. 본

설문이 기업 장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두 문항 사이의

낮은 상관)이 더 두드러졌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기존의 부모

-자녀 관계맥락에서 화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자녀에

게 정서에 대하여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내포하는 행동으로

이해되어 왔다(Gottman, 1997). 기존 논의에서 코칭형 2단계는 자녀가

부정정서를 표현할 때를 자녀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 또는 정서에 대한

교육의 계기로 여기는 단계를 의미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6번 문항은 관

계 개선에 관한 인식을 담고 있고, 7번 문항은 정서에 대한 대화와 교육

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는 문항으로 파악되었다. 일반 기업조직 장면에

서 팀장과 팀원이 정서표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거나 팀장이 그것에 대

하여 교육을 하는 장면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6번 문

항과 7번 문항이 일반 기업조직에서 받아들여지는 의미에 큰 차이가 존

재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7번 문항은 일반적인 기

업조직 장면에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제 2에

서는 6번 문항만을 유지하고, 7번 문항은 제외하였다.

기제3에서는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한 문항 간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5개 문항을 모두 유지하였다.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또한 양호하였

다(표 8).

기제4의 경우는 13번(팀원이 화났을 때, 무엇이 그 사람을 화나게 하

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 문항과 15번(무엇이 자신을 화나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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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팀원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항 사이에

서만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r=.24, p<.01)가 확인되었다. 13번과 14번(팀

원이 화났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 이해하도록

돕고자 한다) 문항은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 “돕고자 한다”는 표현에서

와 같이 팀장이 직접 관여하는 의미가 명확히 드러난 반면, 15번 문항

의 경우는 팀원 스스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지해주는 것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그 미묘한 의미 차이가 존

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존재할지라도,

세 문항들이 모두 “화난 사람이 스스로 원인을 찾고 자신의 정서를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정당화 기제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고 판단할 수 있고,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또한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기에(표 8) 기제4에서는 3개 문항을 모두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제5의 경우는 처음부터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코칭형을 설명하

는 중요한 기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기제5는 다른 코칭형 문항들과 상당히 낮은 수

준 또는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보였다는 점에서 독특한 경향성으로 보인

다. 기제2에서 선별한 6번 문항 또한 이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

후 코칭형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에 이러한 정당화 기제2와 기제5의 특성

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뒤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코칭형에서는 16개 문항 가운데 3개 문항이

제외되고, 총 13개 문항이 선별되었다. 정리된 각 코칭형 정당화 기제별

문항은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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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코칭형 정당화 기제별 문항 (문항 간 상관분석 후 16 ￫ 13문항)
정당화 기제 문 항
기제1 화는 사람이 느끼는 중요한 정서이다. (5문항 ￫ 3문항)

2 인간은 누구나 화를 느낄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
3 팀원의 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4 화는 탐색해볼 가치가 있는 감정이라 여긴다.

기제2 누군가 화났을 때는 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다. (2문항 ￫ 1문항)
6 팀원이 화났을 때는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기제3 화난 이유를 파악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지)
8 팀원이 화를 낼 때,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궁금해한다.
9 팀원이 화를 낼 때, 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0 팀원이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껴보려 한다.
11 팀원이 화를 낼 때, 공감해준다.
12 팀원이 화내는 이유를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제4 화난 사람이 스스로 원인을 찾고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지)
13 팀원이 화났을 때, 무엇이 그 사람을 화나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

14 팀원이 화났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 이해하도록
돕고자 한다.

15 무엇이 자신을 화나게 하는지를 팀원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생각한다.
기제5 화를 낼 때가 바람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이다. (유지)

16 팀원들이 화를 낼 때가,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라고
생각한다.

표 8. 코칭형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계수,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정당화
기제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계수

(Chronbach’s α)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기제1 4.46 .57

2 4.84 1.12 .34
3 4.30 1.00 .38
4 4.25 1.09 .42

기제2 3.75
6 3.75 1.20

기제3 4.64 .86
8 4.80 1.35 .47
9 4.69 1.32 .79
10 4.33 1.18 .73
11 4.58 1.23 .77
12 4.81 1.29 .65

기제4 4.57 .68
13 4.76 1.27 .52
14 4.57 1.17 .64
15 4.37 1.05 .35

기제5 3.75
16 3.75 1.36

전체 4.4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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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형

표 9. 방임형 문항 간 상관 (N=134)
문항 1 2 3 4 5

기제1
1 1.00
2 .36** 1.00

기제2
3 .17 .31** 1.00
4 .21* .22* .37** 1.00
5 .01 .21* .57** .47** 1.00

*p<.05, **p<.01
주. 기제1=화는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정서이다, 기제2=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잘 알지 못한다.

표 9에서와 같이 방임형 문항의 경우 기제1과 기제2에서의 문항 간

상관은 모두 비교적 양호한 수준(r≥.36, p<.01)으로 확인되었다. 기제1에

속하는 2개 문항과 기제2에 속하는 3개 문항들 사이의 상관의 경우 비교

적 낮은 수준이지만 대체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방임형이 지

니고 있는 양가적 신념체계 및 태도(허용적 인식과 방임적 태도)가 양립

가능하다는 방임형 고유의 특성을 잘 드러내어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임형 문항은 모두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정당화 기

제별 문항은 표 10과 같다.

표 10. 방임형 정당화 기제별 문항 (문항 간 상관 분석 후 5문항 ￫ 5문항)
정당화 기제 문 항
기제1 화는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정서이다. (유지)

1 화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2 화가 날 때는 표현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기제2 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잘 알지 못한다. (유지)
3 화를 다루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4 팀원이 화를 낼 때, 위로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5 팀원이 화를 낼 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잘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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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방임형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계수,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정당화
기제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계수

(Chronbach’s α)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기제1 3.97
1 3.78 1.27 .36a

2 4.16 1.29 .36a

기제2 3.23 .72
3 3.19 1.40 .55
4 3.17 1.20 .47
5 3.31 1.38 .63

전체 3.52 .67
주. a문항 수가 2개인 기제1의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는 두 문항 간 상관계수로 표기

억압형

표 12. 억압형 문항 간 상관 (N=134)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기제1

1 1.00
2 .26** 1.00
3 .10 .38** 1.00
4 .07 .25** .31** 1.00

기제2

5 .21* .00 .06 .05 1.00
6 -.06 -.18* .04 .05 .25** 1.00
7 -.09 -.04 -.01 .06 .37** .37** 1.00
8 .09 .15 .01 -.06 -.02 .12 0.12 1.00
9 -.14 -.07 .06 .11 .40** .31** .69** .12 1.00
10 -.01 .12 .21* .11 -.12 -.14 -.15 .14 -.13 1.00
11 -.08 .04 .20* .26** -.07 -.17 .09 .19* .10 .51** 1.00

기제3
12 -.10 -.13 -.10 .01 .30** .34** .47** .05 .35** -.05 .11 1.00
13 -.18* -.10 .00 .16 .10 .25** .49** -.11 .38** .14 .26** .35** 1.00
14 .03 -.13 .08 .05 .15 .19* .48** -.01 .40** .04 .25** .42** .47** 1.00

기제4
15 -.05 -.11 .04 .10 .29** .34** .49** .04 .44** .08 .12 .42** .39** .39** 1.00
16 -.03 .02 .17* .23* .24** .21* .44** .13 .45** .08 .23** .36** .41** .35** .48** 1.00
17 -.21* -.17 .08 .02 .17* .31** .54** .09 .47** .03 .18* .38** .46** .53** .43** .42** 1.00

*p<.05, **p<.01
주. 기제1=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제2=화는 부정적인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기제3=화는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이용된다, 기제4=화는 방치하면 문제를 일으킨다.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억압형에서 기제3과 기제4의 경우는 양호한

수준의 문항 간 상관을 보였으며(r≥.35, p<.01), 기제2에서는 일부 문항

(5번, 6번, 7번, 9번)에서만 양호한 수준의 문항 간 상관을 보였다. 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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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문항 간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제1에서는 2번(화는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생각한다)과 3번(화는 후

회할만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4번(화를 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여긴다) 문항 사이에서 유의미한 문항 간 상관이

확인되었다. 1번(화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문항의 경우 3번, 4번 문항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1번 문항이 다른 문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설적인 표현으로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응답에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에서도 1번

문항이 가장 낮은 상관(.19)을 보였고, 제외 후에는 양호한 수준의 상관

계수가 확인된다는 점에서(표 14), 억압형 기제1에서는 1번 문항을 제외

하고 나머지 3개 문항(2번, 3번, 4번)을 선별하였다.

기제2의 경우, 5번(화는 대개 공격성을 의미한다고 여긴다), 6번(화를

내는 것은 성질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7번(화를 내면, 나

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9번(화를 내는 팀원은 무례하다

고 생각한다) 문항들 사이에서 양호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그 이외의 3개 문항(8번, 10번, 11번)은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8번(팀원의 나쁜 성격을 염려한다), 10번(팀원이 화를 낼

때, 성격이 나빠질까봐 염려한다), 11번(팀원이 화를 낼 때, 그러면 성격

이 나빠진다고 주의를 준다) 문항의 경우에도 문항들이 상대적으로 직설

적으로 기술된 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예, “염려한다”, “주의를

준다”). 그만큼 팀원 입장에서 팀장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하여 확신을 가

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항들이 보이는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이해해볼 수 있다. 따라서 기제2에서는 양호

한 수준의 문항 간 상관관계를 보인 4개 문항(5번, 6번, 7번, 9번)을 유지

하였고, 나머지 3개 문항(8번, 10번, 11번)은 제외하였다. 제외된 3개 문

항의 경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또한 낮게 확인되었고, 유지된 4

개 문항에서는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가 양호하게 확인되었다(표

14).

기제3과 기제4의 경우에는 문항 간 상관이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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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으므로 모든 문항을 유지하였다.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또한

두 기제에서 모두 양호하게 확인되었다(표 14).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억압형에서는 17개 문항 가운데 4개 문항이

제외되고, 총 13개 문항이 선별되었다. 문항 간 상관분석 결과 정리된 억

압형 정당화 기제별 문항은 표 13과 같다.

표 13. 억압형 정당화 기제별 문항 (문항상관 분석 후 17문항 ￫ 13문항)
정당화 기제 문 항
기제1 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4문항 ￫ 3문항)

2 화는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생각한다.
3 화는 후회할만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4 화를 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여긴다.

기제2 화는 부정적인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7문항 ￫ 4문항)
5 화는 대개 공격성을 의미한다고 여긴다.
6 화를 내는 것은 성질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7 화를 내면, 나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여긴다.
9 화를 내는 팀원은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기제3 화는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이용된다. (유지)
12 팀원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화를 낸다고 생각한다.

13 팀원들은 대개 상대방이 미안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화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4 팀원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화를 낸다고 생각한다.
기제4 화는 방치하면 문제를 일으킨다. (유지)

15 화난 팀원은 통제 불능이라고 생각한다.
16 팀원들이 화난 척 연기하다보면,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생각한다.

17 팀원들이 화내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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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억압형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계수,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정당화
기제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신뢰도 계수
(Chronbach’s α)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기제1 4.29 .57
2 4.47 1.14 .39
3 4.28 1.21 .43
4 4.11 1.30 .34

기제2 3.69 .72
5 4.20 1.38 .42
6 3.66 1.40 .38
7 3.25 1.29 .64
9 3.65 1.35 .62

기제3 2.97 .68
12 3.23 1.36 .45
13 3.03 1.14 .48
14 2.64 1.20 .54

기제4 3.16 .70
15 2.90 1.18 .54
16 3.41 1.22 .53
17 3.18 1.35 .50

전체 3.54 .80

축소형

표 15. 축소형 문항 간 상관 (N=134)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기제1
1 1
2 .24** 1
3 .23** .20* 1

기제2

4 .05 -.05 -.02 1
5 .18* .09 .05 .30** 1
6 .00 -.04 -.11 .37** .42** 1
7 .07 -.07 -.02 .24** .21* .39** 1
8 -.16 -.02 -.17 .28** .29** .49** .39** 1

기제3
9 -.16 .14 .01 .16 .31** .29** .35** .26** 1
10 -.08 .16 .06 .24** .10 .16 .03 .16 .24** 1

기제4

11 -.14 -.17 -.17* .33** .23** .52** .45** .53** .25** .06 1
12 -.23** -.22* -.17* .17* .11 .35** .48** .52** .25** .09 .56** 1
13 -.17 -.08 -.14 .17* .19* .40** .55** .52** .27** .04 .56** .61** 1
14 -.13 -.04 -.04 .04 .13 .16 .18* .12 .20* .03 .22* .30** .34** 1
15 -.21* -.09 -.18* .23** .02 .26** .31** .49** .20* .10 .51** .49** .54** .22* 1

기제5

16 .10 .13 .25** -.12 -.17* -.37**-.35**-.42** -.06 .16 -.45**-.43**-.47**-.27**-.40** 1
17 .11 .18* .16 -.11 .04 -.17* -.24** -.11 -.01 .01 -.23**-.27**-.27** -.20*-.23** .28** 1
18 .32** .01 .11 -.09 -0.1 -.20* -.30**-.35**-.26** .05 -.34**-.39**-.40** -0.2 -.44** .49** .13 1
19 .25** .20* .13 .07 -.04 -.11 -.24** -.20* -.12 .03 -.33**-.30**-.39** -.17*-.35** .41** .29** .43** 1

*p<.05, **p<.01
주. 기제1=화는 우리 삶에서 중요하거나 비중 있는 정서가 아니다, 기제2=화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
기제3=화는 자신이 알아서 조절해야 한다, 기제4=화는 신경 쓰지 않으면 누그러진다,
기제5=화는 주의를 돌리면 누그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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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형의 경우 모든 정당화 기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문항 간 정

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기제1(화는 우리 삶에서 중요하거나 비중 있

는 정서가 아니다)의 경우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였지만, 모든 문항 간 관

계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r≤.24)를 보였다. 세 문항의 신뢰

도 계수는 .46 수준에 머물렀으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또한 .30

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표 17). 문항을 다시 검토한 결과 1번(삶은 슬

픔이나 분노가 아닌 행복과 행운으로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과 2번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을 더 선호한다) 문항의 경우

의미의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팀원 입장에서 각 문항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애매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통계분석 결과

에 근거할 때 기제1에 속하는 문항들이 서로 동일한 정당화 기제를 표상

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록 낮은 수준일지라도

세 문항이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기제1(화는 우리 삶에서 중요

하거나 비중 있는 정서가 아니다)의 의미를 서로 보완하여 드러내고 있

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화 정서 자체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는 중요한 정당화 기제라고 판단하여 문항을 모두 유지하였다.

기제2(화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의 경우는 모든 문항들이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또한 양호

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표 17). 따라서 기존의 5개 문항을 모두 유지하

였다.

기제3(화는 자신이 알아서 조절해야 한다)의 경우에는 9번(화가 난 팀

원을 보면, “누그러뜨리는 법을 좀 배우지”라고 생각한다) 10번(화는 스

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만 괜찮다고 생각한다) 2개의 문항만으로 구성되

었는데, 두 문항 사이에 비교적 낮은 상관이 확인되었다(r=.24, p<.01).

비록 낮은 수준의 상관이지만 유의하였고, 두 문항 모두 통제, 조절의 측

면에서 기제3의 의미를 잘 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유지하고자 하였

다. 두 문항만으로 구성된 기제이기에, 이후 요인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문항 및 정당화 기제의 유지,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기제4(화는 신경쓰지 않으면 누그러진다)의 경우에도 기제2와 같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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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문항들이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비교적 매우 높은 수

준의 문항 간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또한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기에(표 17) 기존의 5개 문항을 모두 유지하였

다.

기제5(화는 주의를 돌리면 누그러진다)의 경우는 17번(화는 머무르게

하지 말고 빨리 누그러뜨려 잘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항만이 다른

문항들과 낮거나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보였고(r≤.29, p<.01), 수정된 항

목-전체 상관계수에서 또한 17번 문항만 .30 미만의 값(.29)을 보였다.

문항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17번 문항의 “잘 넘겨야 한다”는 표현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문항의 의미가 애매하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음

을 확인하였다. 그러면서도 16번(팀원이 화가 났을 때, 빨리 화를 누그러

뜨리고 더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쓴다), 19번(팀원이 화가 났을 때, 화를

멈추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개의 문항들과 낮은 수준이나마 유

의한 상관관계(r≤.29, p<.01)가 확인된 이유는 “화는 머무르게 하지 말

고”라는 기제5의 의미에 부합하는 표현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7번 문항의 경우 기제5의 의미를 일부분 담고 있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항의 의미가 모호하여 타당한 측정을 위해서는 수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기제5에서 17번 문항은 제외하고자

하였으며, 3개 문항(16번, 18번, 19번)을 선별하였다.

축소형 정당화 기제5(화는 주의를 돌리면 누그러진다)에서는 다른 유

형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축소형 내의 다른 문

항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특히 기제4(화는 신경쓰

지 않으면 누그러진다)에 포함된 문항들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졌으며, 기

제2(화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 기제3(화는 자신이 알아서 조절해

야 한다)에 속하는 일부 문항들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더불어 기제5만큼은 아니지만 기제1(화는 우리 삶에서 중요

하거나 비중 있는 정서가 아니다) 또한 기제4의 일부 문항들과 부적 상

관관계의 경향성을 보였고, 기제5의 일부 문항들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축소형 기제5와 기제1이 다른 기제들(기제2, 기제



- 34 -

3, 기제4)과 상이한 의미를 표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축소형의 경우 서로 다른 특성들을 지닌 기제

들끼리 서로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까지 함께 참고하여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축소형에서는 19개 문항 가운데 1개 문항이

제외되고, 총18개 문항이 선별되었다. 문항 간 상관분석 결과 정리된 축

소형 정당화 기제별 문항은 표 16과 같다.

표 16. 축소형 정당화 기제별 문항 (문항 간 상관분석 후 19 ￫ 18문항)
정당화 기제 문 항
기제1 화는 우리 삶에서 중요하거나 비중 있는 정서가 아니다. (유지)

1 삶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행복과 행운으로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을 더 선호한다.
3 화내며 허비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고 여긴다.

기제2 화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 (유지)
4 팀원들이 대부분 잘못 알거나 오해해서 화를 낸다고 생각한다.

5 자신에게 화가 난 팀원을 보면, “그런 화난 모습을 보고싶지는 않아”라고
생각한다.

6 팀원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삶에서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7 화가 난 팀원을 보면, "왜 그냥 받아들이지 못할까" 라고 생각한다.
8 팀원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미성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제3 화는 자신이 알아서 조절해야 한다. (유지)
9 화가 난 팀원을 보면, “누그러뜨리는 법을 좀 배우지”라고 생각한다.
10 화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만 괜찮다고 생각한다.

기제4 화는 신경쓰지 않으면 누그러진다. (유지)
11 팀원의 화에 대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12 팀원이 화났을 때, 대개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13 팀원이 화났을 때, 무시하면 그냥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 여긴다.
14 일하면서 팀원들이 정말 화날만한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15 팀원이 화났을 때, 조언이나 도움을 줄 기회라고 여기지 않는다.

기제5 화는 주의를 돌리면 누그러진다. (4문항 ￫ 3문항)
16 팀원이 화가 났을 때, 빨리 화를 누그러뜨리고 더 좋은 일을 하게 하려고
애쓴다.

18 팀원이 화가 난 경우 명랑한 기분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19 팀원이 화가 났을 때, 화를 멈추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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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축소형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계수,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정당화
기제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계수

(Chronbach’s α)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기제1 4.67 .46
1 4.96 1.33 .30
2 4.99 1.08 .28
3 4.08 1.35 .27

기제2 3.62 .72
4 3.79 1.23 .41
5 3.85 1.41 .42
6 3.33 1.30 .61
7 3.85 1.37 .42
8 3.28 1.18 .52

기제3 4.17
9 3.99 1.21 .24a

10 4.35 1.19 .24a

기제4 3.33 .78
11 3.10 1.27 .60
12 3.31 1.16 .66
13 3.22 1.31 .70
14 3.83 1.54 .33
15 3.21 1.40 .57

기제5 4.48 .70
16 4.49 1.15 .53
18 4.34 1.31 .55
19 4.60 1.24 .66

전체 3.92 .61
주. a문항 수가 2개인 기제3의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는 두 문항 간 상관계수로 표기

3-2. 초감정 유형별-정당화 기제별 탐색적 요인분석

앞서 신뢰도 분석을 바탕으로 1차 선별한 문항들을 대상으로, 초감정

유형별-정당화 기제별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방식

은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회전은 Quartimin(oblimin rotation)

을 적용하였다. 유형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칭형

코칭형의 경우 단계적 의미를 지니는 구성개념이므로 요인구조를 확

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단계의 의미가 명확하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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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제를 바탕으로 분류한 문항들 또한 해당 단계에 따라 명확히 구분

되었기에, 코칭형 문항에 대해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결과적

으로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에서 코칭형 설문 문항은 신뢰도 분석

결과 정리된 13개 문항으로 확정하였다(표 27).

방임형

방임형의 5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

한 2요인 구조가 탐색되었다(X2=1.07, df=1, RMSEA=.02, SRMR=.01). 이

는 앞서 정당화 기제별로 구성한 문항 구조와 동일한 결과이며, 요인1과

요인2를 각각 정당화 기제1과 정당화 기제2에 대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에서 방임형 설문 문항은 5개 문항으로 확정

하였다(표 28).

표 18. 방임형 회전된 요인행렬 (N=134)
정당화 기제 문항 요인1 요인2

기제1
1 .68 -.09
2 .54 .15

기제2
3 .23 .57
4 .24 .46
5 -.07 .96

요인추출방식: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요인회전: Quartimin

표 19. 방임형 요인 상관행렬 (N=134)
정당화 기제 요인1 요인2
기제1 요인1 1.00
기제2 요인2 .21 1.00

요인추출방식: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요인회전: Quartimin

억압형

신뢰도 분석을 통해 1차 선별된 억압형 13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요인 구조(표 20)와 3요인 구조(표 21)로 탐색

한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기제3(화는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이용된

다)과 기제4(화는 방치하면 문제를 일으킨다)의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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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묶이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제3과 기제4의 문항을 다시 검토

한 결과, 기제4를 구성하는 16번(팀원들이 화난 척 연기하다보면,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생각한다)과 17번(팀원이 화내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 여긴다) 문항의 경우

“화난 척 연기”를 한다는 인식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인식의 이면에 화내는 사람의 이기적인 성향을 전제하고 있음

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기제4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기제3에 통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앞서 13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표 21)에서 2개 요인에서 유사한 수준의

부하량(cross loading)을 갖는 2개 문항(12번, 15번)을 제외하고 다시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2에서와 같이 명확한 3요인 구조

(X2=24.28, df=25, RMSEA=.00, SRMR=.03)를 확인할 수 있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제4의 16번, 17번 문항을 기제3의 13번, 14

번 문항과 함께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였다. 요인1, 요인2, 요인3은 기

존 억압형 정당화 기제1, 기제2, 기제3에 대응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

로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에서 억압형 설문 문항은 총 3개 정당화

기제의 11개 문항으로 확정하였다(표 29).

표 20. 억압형 회전된 요인행렬(4요인 구조) (N=134)
정당화 기제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기제1
2 .02 .60 -.18 .02
3 -.01 .64 .09 -.02
4 -.01 .47 .14 .00

기제2

5 .01 .01 -.04 .71
6 .02 -.10 .28 .27
7 4.23 .00 .00 .00
9 .05 .03 .45 .36

기제3
12 .01 -.15 .46 .25
13 .01 .01 .70 -.11
14 .01 -.02 .73 -.09

기제4
15 .01 -.01 .52 .26
16 .00 .21 .55 .16
17 .01 -.04 .73 -.02

요인추출방식: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요인회전: Quarti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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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억압형 회전된 요인행렬(3요인 구조1) (N=134)
정당화 기제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기제1
2 .57 .07 -.24
3 .67 -.07 .11
4 .47 .02 .10

기제2

5 .02 .66 -.23
6 -.08 .33 .16
7 -.04 .69 .22
9 .02 .75 .07

기제3
12 -.14 .29 .35
13 .02 .05 .63
14 .01 -.01 .72

기제4
15 .01 .33 .37
16 .22 .26 .40
17 -.01 .12 .65

요인추출방식: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요인회전: Quartimin

표 22. 억압형 회전된 요인행렬(3요인 구조2) (N=134)
정당화 기제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기제1
2 .59 .06 -.23
3 .66 -.07 .13
4 .47 .02 .10

기제2

5 .03 .64 -.23
6 -.08 .32 .14
7 -.04 .70 .21
9 .01 .78 .06

기제3

13 .02 .07 .62
14 .01 .01 .70
16 .22 .27 .37
17 -.03 .13 .66

요인추출방식: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요인회전: Quartimin

표 23 억압형 요인 상관행렬 (N=134)
정당화 기제 요인1 요인2 요인3
기제1 요인1 1.00
기제2 요인2 .06 1.00
기제3 요인2 .00 .64 1.00

요인추출방식: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요인회전: Quarti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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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형

신뢰도 분석을 통해 1차 선별된 축소형 18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요인 구조와 4요인 구조로 탐색한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정당화 기제3(화는 자신이 알아서 조절해야 한다)을 구성하

는 2개 문항이 모두 서로 다른 요인으로 탐색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기제3의 두 문항의 경우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다면 그 의미상 다

른 정당화 기제에 포함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 문항들이기에 가장 먼저

이 두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표 24

에서와 같이 비교적 명확한 4요인 구조가 탐색되었다. 이어서 요인2와

요인3에 걸쳐 유사한 요인 부하량을 보이는 8번과 11번 문항을 추가로

제외하고 다시 요인분석한 결과, 표 25와 같은 4개의 명확한 요인구조가

탐색되었다(X2=40.93, df=41, RMSEA=.00, SRMR=.03).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정당화 기제 모형에 부합하는 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는데, 축소형 7번(화가 난 팀원을 보면, “왜 그냥 받아들

이지 못할까”라고 생각한다) 문항은 예상과 다른 요인(기제4)에 속하는

것으로 탐색되었다. 연구자는 7번 문항을 ‘팀원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거

나 잘못 판단해서 화가 난 것이므로 그냥 받아들이면 해결될 일을 받아

들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기제2(화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의 의

미를 가지는 문항이라 판단하였는데, 응답자들은 대부분 팀장이 ‘누그러

뜨리는 법을 좀 배우지’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으로 문항

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

으며, 연구자의 예상보다 직접 팀장과 관계를 맺는 팀원들의 해석이 보

다 현장에서 타당하며 유의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축소형 7번 문항은

정당화 기제4(화는 신경쓰지 않으면 누그러진다)를 구성하는 문항으로

바꾸어 최종 설문에 반영하였다.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는 기존 축소

형 정당화 기제1, 기제4, 기제2, 기제5에 대응시킬 수 있으며, 기제3은 축

소형 정당화 기제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

도”에서 축소형 설문 문항은 총 4개 정당화 기제의 14개 문항으로 확정

하였다(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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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관 분석 결과(표 15)에서 축소형 정당화 기제5와 기제4 사이에

서 뚜렷한 부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그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기제

5와 기제2 사이에서도 부적 상관관계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요인 분석

결과 확인된 요인 간 상관관계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분명하게 드러남

을 확인할 수 있다(표 26). 이렇게 동일한 유형(축소형)의 초감정을 정당

화하는 기제로 개념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제5와 기제4 사이에 존재

하는 뚜렷한 부적 상관관계는 해당 기제들이 개인(리더) 내부에서 동시

에 작동하기 어려운 행동경향성을 각각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

석해볼 수 있다. 리더가 주로 활용하는 정당화 기제에 따라서 정서조절

측면에서의 행동유형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그렇게 달라진

행동유형은 리더와 부하직원 사이의 정서적 소통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다. 축소형 초감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서조절, 대인관

계, 개인적 성취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Gottman, Katz, & Hooven, 1996; Gottman, 1997; 존 가트맨, 최성애,

조벽, 2011) 만약 본 연구에서 축소형 정당화 기제5가 예상되는 경향성

과 다르게 조직 내부의 관련 결과변인(팀 내 관계 질, 리더십 효과성)과

유의한 긍정적 관련성을 맺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축소형 정당

화 기제5를 축소형과 분리하여 새로운 초감정 유형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축소형 정당

화 기제5 또한 다른 축소형 정당화 기제들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 관련

결과변인들과 부정적 관련성을 갖거나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축소형

을 “축소전환형”으로 명명하기도 하는 기존의 논의(존 가트맨, 최성애,

조벽, 2011)에서와 같이 기제5의 의미를 축소형의 맥락에서 새롭게 정리

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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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축소형 회전된 요인행렬(4요인 구조1) (N=134)
정당화 기제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기제1
1 .54 .08 .04 .22
2 .32 .01 -.04 .07
3 .35 -.13 .08 .15

기제2

4 -.07 .54 .06 .16
5 .27 .57 -.13 -.14
6 -.01 .70 .10 -.04
7 .25 .08 .64 -.02
8 -.15 .42 .34 -.06

기제4

11 -.16 .38 .42 -.07
12 -.16 .03 .72 .01
13 .07 -.02 .78 -.12
14 .07 -.06 .33 -.13
15 -.21 .05 .46 -.17

기제5
16 -.02 -.19 -.08 .58
18 .10 -.03 -.03 .64
19 .02 .15 -.10 .61

요인추출방식: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요인회전: Quartimin

표 25. 축소형 회전된 요인행렬(4요인 구조2) (N=134)
정당화 기제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기제1
1 .62 .01 .04 .14
2 .37 -.06 -.04 .01
3 .36 .03 -.14 .10

기제2

4 -.08 .07 .53 .14
5 .22 -.12 .56 -.15
6 -.06 .13 .69 -.02
7 .22 .63 .10 -.02

기제4

12 -.17 .72 .04 .03
13 .05 .80 -.01 -.08
14 -.01 .33 .00 -.06
15 -.14 .47 .00 -.20

기제5
16 -.01 -.09 -.18 .58
18 .10 -.02 -.03 .65
19 .02 -.10 .15 .59

요인추출방식: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요인회전: Quartimin

표 26. 축소형 요인 상관행렬 (N=134)
정당화 기제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기제1 요인1 1.00
기제4 요인2 -.20 1.00
기제2 요인3 .18 .46 1.00
기제5 요인4 .30 -.65 -.25 1.00

요인추출방식: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요인회전: Quarti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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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코칭형 설문 문항 (최종 5개 정당화 기제, 13문항)
정당화 기제 문 항
기제1 화는 사람이 느끼는 중요한 정서이다.

2 인간은 누구나 화를 느낄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
3 팀원의 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4 화는 탐색해볼 가치가 있는 감정이라 여긴다.

기제2 누군가 화났을 때는 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다.
6 팀원이 화났을 때는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기제3 화난 이유를 파악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8 팀원이 화를 낼 때,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궁금해한다.
9 팀원이 화를 낼 때, 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0 팀원이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껴보려 한다.
11 팀원이 화를 낼 때, 공감해준다.
12 팀원이 화내는 이유를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제4 화난 사람이 스스로 원인을 찾고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팀원이 화났을 때, 무엇이 그 사람을 화나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

14 팀원이 화났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 이해하도록
돕고자 한다.

15 무엇이 자신을 화나게 하는지를 팀원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생각한다.
기제5 화를 낼 때가 바람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이다.

16 팀원들이 화를 낼 때가,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라고생각한다.

표 28. 방임형 설문 문항 (최종 2개 정당화 기제, 5문항)
정당화 기제 문 항
기제1 화는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정서이다.

1 화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2 화가 날 때는 표현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기제2 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잘 알지 못한다.
3 화를 다루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4 팀원이 화를 낼 때, 위로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5 팀원이 화를 낼 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잘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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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억압형 설문 문항 (최종 3개 정당화 기제, 11문항)
정당화 기제 문 항
기제1 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화는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생각한다.
3 화는 후회할만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4 화를 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여긴다.

기제2 화는 부정적인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5 화는 대개 공격성을 의미한다고 여긴다.
6 화를 내는 것은 성질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7 화를 내면, 나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여긴다.
9 화를 내는 팀원은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기제3 화는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이용된다.

13 팀원들은 대개 상대방이 미안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화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4 팀원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화를 낸다고 생각한다.
16 팀원들이 화난 척 연기하다보면,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생각한다.

17 팀원들이 화내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 여긴다.

표 30. 축소형 설문 문항 (최종 4개 정당화 기제, 14문항)
정당화 기제 문 항
기제1 화는 우리 삶에서 중요하거나 비중 있는 정서가 아니다.

1 삶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행복과 행운으로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을 더 선호한다.
3 화내며 허비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고 여긴다.

기제2 화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
4 팀원들이 대부분 잘못 알거나 오해해서 화를 낸다고 생각한다.

5 자신에게 화가 난 팀원을 보면, “그런 화난 모습을 보고싶지는 않아”라고
생각한다.

6 팀원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삶에서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제4 화는 신경쓰지 않으면 누그러진다.
7 화가 난 팀원을 보면, "왜 그냥 받아들이지 못할까" 라고 생각한다.
12 팀원이 화났을 때, 대개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13 팀원이 화났을 때, 무시하면 그냥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 여긴다.
14 일하면서 팀원들이 정말 화날만한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15 팀원이 화났을 때, 조언이나 도움을 줄 기회라고 여기지 않는다.

기제5 화는 주의를 돌리면 누그러진다.

16 팀원이 화가 났을 때, 빨리 화를 누그러뜨리고 더 좋은 일을 하게 하려고
애쓴다.

18 팀원이 화가 난 경우 명랑한 기분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19 팀원이 화가 났을 때, 화를 멈추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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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당화 기제 수준 상관분석

정당화 기제 수준에서 수렴,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 초감정 정당화 기제 간 상관 (N=13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코칭형 기제1 1.00
2 코칭형 기제2 .20* 1.00
3 코칭형 기제3 .76** .18* 1.00
4 코칭형 기제4 .72** .24** .82** 1.00
5 코칭형 기제5 .15 .41** .09 .12 1.00
6 방임형 기제1 .11 .31** -.01 -.02 .19* 1.00
7 방임형 기제2 -.49** -.06 -.67**-.69** -.02 .28** 1.00
8 억압형 기제1 .14 -.08 .17** .12 -.13 -.20* -0.01 1.00
9 억압형 기제2 -.58** -.20* -.58**-.64** -.13 .22* .62** .02 1.00
10 억압형 기제3 -.44** .04 -.43**-.51** -.01 .20* .57** .07 .58** 1.00
11 축소형 기제1 .28** .10 .30** .37** -.06 -.01 -.24** .33** -.14 -.18* 1.00
12 축소형 기제2 -.57** .08 -.32**-.39** .03 .16 .51** .15 .58** .43** .04 1.00
13 축소형 기제4 -.62** -.08 -.69**-.70** -.03 .14 .76** .00 .55** .62** -.22** .37** 1.00
14 축소형 기제5 .60** .22* .66** .72** .15 -.04 -.55** .30** -.53**-.40** .33** -.21* -.58** 1.00
*p<.05, **p<.01

코칭형

코칭형의 경우 정당화 기제1, 기제3, 기제4 사이의 상관이 매우 높았

고(r≥.72, p<.01), 기제2와 기제5 사이의 상관이 비교적 높게 확인되었다

(r=.41, p<.01). 하지만 기제1, 3, 4와 기제2, 5 사이의 상관은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칭형 정당화 기제2(누군가 화났을 때는 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

회이다)와 기제5(화를 낼 때가 바람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이

다)가 다른 정당화 기제들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성은 일반 기

업조직 장면이 지니는 특수성의 맥락에서 이해를 시도해볼 수 있다. 기

제2와 기제5가 내포하고 있는 신념체계 및 태도는 신속한 의사소통, 원

활한 업무처리를 중시여기는 일반 기업조직 장면에서 작동하기 쉽지 않

은 기제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조직 장면에서 팀원들이 화를 표현하는

상황마다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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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리더에게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과정일 수 있다. 따라

서 코칭형 기제2와 기제5의 방식까지 적용하는 리더(기제2와 기제5의 점

수가 높은 리더)의 경우는 매우 높은 수준의 코칭형 리더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이해해볼 수 있다. 한편 이와 정 반대되는 관점에서, 기제2

와 기제5의 경우 조직 장면에서 중요하지 않는 기제라는 설명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신속한 의사소통과 원활한 업무처리가 중시되는 만큼 그

러한 업무 환경 및 회사 내 관계 맥락에서 코칭형 기제1, 기제3, 기제4는

유의미하게 작동하지만, 기제2와 기제5는 거의 기능하지 않는(무의미한)

기제일 수 있다. 곧, 그만큼 깊은 수준의 정서적인 소통이 덜 요구되는

조직맥락의 특성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이해해볼 수도 있다.

따라서 정당화 기제 모형을 바탕으로 코칭형 유형 점수를 산출할 때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코칭형 기제2와

기제5가 일반 기업 장면에서 중요하게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두 정당화 기제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업무와 처

리속도가 중심을 이루는 환경 속에서 기제2와 기제5의 의미가 평가절하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제2와 기제5의 응답 값에 일정 수치를 더하거

나 곱하여 점수를 조정하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 둘째로 합리화 기

제1, 기제3, 기제4 점수로 하나의 점수(코칭형 점수1)를 계산하고 합리화

기제2, 기제5의 점수로 다른 하나의 점수(코칭형 점수2)를 계산하는 방법

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코칭형 점수1을 통해 리더의 코칭형

수준을 1차적으로 측정하고, 코칭형 점수2를 통해 기제2와 기제5가 조직

장면에서 긍정적(또는 부정적)으로 기능하는 측면을 탐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코칭형 리더를 평가/판별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코칭형 정당화 기제1, 기제3, 기제4의 경우 방임형 정당화 기제2, 억압

형 정당화 기제2, 기제3, 그리고 축소형 정당화 기제2, 기제4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코칭형 기제(기제1, 기제3, 기제4)의 변별타당도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코칭형 정당화 기제2와 기제5의 경우는 기제1, 기

제3, 기제4와 다르게 전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정당화 기제들과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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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코칭형 기제(기제1, 기제3, 기제

4)들이 억압형 정당화 기제1 및 축소형 정당화 기제1과 부분적으로 유의

미한 정적 상관을 갖는다는 사실은 코칭형, 억압형, 축소형 문항의 변별

타당도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드러났다. 하지만 코칭형 기제(기제1, 기제

3, 기제4)들이 억압형 및 축소형의 다른 기제들과 갖는 높은 수준의 부

적 상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코칭형 측정의

타당성을 크게 위협하지는 않는 수준이라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코칭형 정당화 기제와 축소형 정당화 기제5(화는 주의를

돌리면 누그러진다) 사이의 정적 상관관계에 대해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

다. 코칭형 정당화 기제5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정당화 기제들과 축소

형 정당화 기제5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22≤r≤.72, p<.05)가

확인되었다. 이는 축소형 정당화 기제5가 내포하고 있는 특성이 코칭형

의 특성과 유사하게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해

석해볼 수 있다. 축소형 정당화 기제5가 코칭형 기제들과 정적 상관을

보이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을 보이는 일부 정당화 기제들(방임형 정

당화 기제1, 억압형 정당화 기제1, 축소형 정당화 기제1 등)을 제외한 나

머지 방임형, 억압형, 축소형 정당화 기제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58

≤r≤-.21, p<.05)을 보인다는 사실 또한, 축소형 정당화 기제5가 내포한

특성이 긍정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더 강하게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축소형 정당화 기제5의 경우 새로운 유형의 초감정 특성을 나타

내는 기제로 분리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방임형

방임형의 경우 정당화 기제1(화는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정서이다)과

기제2(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잘 알지 못한다)가 서로 상이한 의미

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r=.28, p<.01)이 확인되었다.

이는 부정정서 표현에 대해서 허용적 인식과 소극적 태도를 동시에 보이

는, 엄밀한 의미의 방임형이 측정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엿보여주는 결과

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우연적인 상관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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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표본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개인별 응답 내에서 두

기제 사이의 상관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방임형에서는 정당화 기제1이 억압형 정당화 기제2, 기제3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경향성으로부터

방임형 기제1에서 내포하고 있는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허용적 인식의

이면에 부정적 결과에 대한 경계가 존재함을 짐작해볼 수 있다.

억압형

억압형의 경우 정당화 기제2(화는 부정적인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와

기제3(화는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이용된다)은 서로 높은 수준의 상

관관계를 보였지만(r=.58, p<.01), 기제1(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은 억

압형의 다른 두 기제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억압형 기제1

의 경우 낮은 수준이지만 코칭형 기제3과의 정적 상관(r=.17, <.01)을, 축

소형 기제5와 정적 상관(r=.30, p<.01)을 보임으로써, 억압형의 다른 두

기제들과 상반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억압형 기제1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명백하게 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는 문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상과 다른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항들의 특성을 자

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억압형 기제1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화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정서(화) 그 자체에 대해서 분명한 견

해, 태도 등을 고민하고 드러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쉽지 않은

장면이며, 그만큼 화 정서 자체에 대한 신념체계 및 태도를 평정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렵고 모호한 영역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임의적인 평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에, 추후

연구를 통해 수집되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억압형 정당화 기제1을 유

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지, 아니면 수정 및 제외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

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기제1의 문항들이 화 정서

자체에 대한 신념체계와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고 판단하여 일단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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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형 정당화 기제2, 기제3의 경우 모두 코칭형 정당화 기제(기제1,

기제3, 기제4)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방임형, 축소형 정

당화기제들과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예상했던 유형간 관계에 부합하는 결과이며, 억압형 문항들

이 억압형의 특성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축소형

축소형의 경우 축소형 정당화 기제2(화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다)

와 기제4(화는 신경 쓰지 않으면 누그러진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양

호한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r=.37, p<.01)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기제1(화

는 우리 삶에서 중요하거나 비중 있는 정서가 아니다)의 경우는 기제2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며, 기제4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22,

p<.01)를 보였다. 기제1의 경우 코칭형 기제(기제1, 기제3, 기제4)와 유의

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등 기제5와 상당히 유사한 경향성을 지니

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앞서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 단계에서 언

급된 내용과 맥락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이다.

기제1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에 “부정정서보다는 긍정정서가 더 중

요하다”라는 의미 또한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제1은 기제5(화는 주

의를 돌리면 누그러진다)와 유사한 맥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가늠

해볼 수 있다. 하지만 기제1과 기제5를 구성하는 문항들을 대상으로 요

인분석(2요인)을 실시한 결과 2요인 구조가 탐색되지 않았고, 단일요인

구조 또한 타당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정당화 기제5를 제외한 나머지

축소형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에서는 명확한 3요인 구조가 기존과 동

일하게 탐색되었다. 하지만 기제1의 경우 기제4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

이지만, 기제2와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기제5와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축소형 정당화 기제1을 구성하는 3개 문항 가운데 2개 문항이(1번, 2번)

모호하게 기술됨으로써 다른 문항들에 비해 임의적으로 평정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억압형 정당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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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에 대하여 논의했던 바와 비슷한 맥락에서 축소형 기제1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해 정당화 기제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지, 아니면 수정

및 제외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하여 논의해볼 필요가 있겠다. 단, 본 연구

에서는 억압형에서와 마찬가지로 화 정서 자체에 대한 신념체계 및 태도

를 다루는 중요한 정당화 기제라는 관점에서 일단 유지하고자 하였다.

축소형 정당화 기제2, 기제4의 경우 모두 코칭형 정당화 기제(기제1,

기제3, 기제4)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방임형, 억압형 정

당화 기제들과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예상했던 유형간 관계에 부합하는 결과이며, 해당 축소형

문항들이 축소형의 특성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4. 예언타당도 분석

각 유형별 측정치를 바탕으로 예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유형별

정당화 기제 점수의 평균값으로 각 초감정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였다.

코칭형의 경우 앞서 논의했던 두 가지 점수 산출 방법 가운데 두 번째

방법의 관점을 적용하였다. 코칭형의 기본적인 특성이 반영된 코칭형 정

당화 기제1, 기제3, 기제5 점수들의 평균값인 ‘코칭형1 점수’와 정당화 기

제2, 기제5까지 포함한 전체 기제 점수들의 평균값인 ‘코칭형2 점수’를

각각 산출하였다(기제2, 기제5가 포함되었을 때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두 기제만으로 따로 점수를 계산하지 않고 다른 코칭형 기제들과 함께

계산하였다). 축소형 기제5는 축소형의 다른 기제들과 분리하여 점수를

산출하였고,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임시로 “전환형”이라 명명하여

논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축소형 점수는 축소형 기제1, 기제2, 기제4 점수

들의 평균값으로 산출된 점수이다(표 32). 최종적으로 각 유형별 점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각 유형별 점수와 팀 내 관계 질 변인 및 리

더십 효과성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각 유형별 측정치의 예언타당

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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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초감정 유형별 점수 (N=134)
유형 문항수 유형별 (평균)점수 표준편차
코칭형1 11 4.56 .83
코칭형2 13 4.23 .72
방임형 5 3.60 .85
억압형 11 3.68 .66
축소형 11 3.94 .59
전환형 3 4.48 .98

합계1 (코칭형1) 41
합계2 (코칭형2) 43

표 33. 유형점수 & 관계 질 & 리더십 효과성 상관 (N=13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코칭형1 1.00
2 코칭형2 .81** 1.00
3 방임형 -.41** -.19* 1.00
4 억압형 -.49**-.43** .43** 1.00
5 축소형 -.43**-.29** .47** .62** 1.00
6 전환형 .72** .62** -.37**-.33**-.28** 1.00
7 ECC .44** .37** -.21* -.35**-.25** .34** 1.00
8 TEN .54** .47** -.37**-.41**-.28** .49** .76** 1.00
9 CON .46** .41** -.34**-.41**-.33** .49** .60** .86** 1.00
10긍정성 .64** .50** -.44**-.41**-.39** .60** .51** .65** .60** 1.00
11과업만족 .53** .41** -.42**-.38**-.38** .44** .21* .39** .40** .75** 1.00
12관계만족 .64** .51** -.40**-.45**-.41** .59** .45** .55** .54** .89** .79** 1.00
13신뢰 .60** .48** -.40**-.42**-.40** .56** .40** .57** .50** .86** .80** .85** 1.00
*p<.05, **p<.01
주. ECC=Emotion Carrying Capacity, TEN=Tensility, CON=Connectivity
코칭형1=코칭형 정당화 기제1, 기제3, 기제4로 산출한 점수
코칭형2=코칭형 정당화 기제1, 기제2, 기제3, 기제4, 기제5로 산출한 점수
축소형=축소형 정당화 기제1, 기제2, 기제4로 산출한 점수
전환형=축소형 정당화 기제5로 산출한 점수

분석 결과, 유형별 점수 사이의 관계는 기대했던 대로 코칭형 점수와

방임형, 억압형, 축소형 점수 사이의 부적 상관이 확연하게 관찰되었다

(표 33). 방임형, 억압형, 축소형 점수와 코칭형1 점수 사이의 부적 상관

수준은 서로 유사하였지만, 코칭형2 점수와의 부적상관 수준은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억압형 점수만 유독 두 코칭형 점수에서 모두 유사

한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코칭형 기제2와 억압형 기제2의 사

이에서 관찰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20, p<.05)에서 비롯한 결과로



- 51 -

보인다. 방임형, 억압형, 축소형 점수 사이에서는 예상대로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억압형과 축소형 사이에서 특히 높은 수

준의 정적 상관관계(r=.62, p<.01)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들은 모두가 초

감정 유형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새로운 유형으로 제안(명명)한 전환형(축소형 기제5) 점수의 경

우 코칭형 점수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r≥.62, p<.01)을 보였

으며, 다른 유형 점수들과의 관계에서 코칭형과 동일한 경향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라 기대하였던 리더의 코칭

형 점수와 팀 내 관계 질 및 리더십 효과성 변인사이의 관계에서는 예상

과 같이 모든 관계에서 확연한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라 기대하였던 리더의 방임형, 억압

형, 축소형 점수와 팀 내 관계 질 및 리더십 효과성 변인 사이의 관계에

서도 또한 예상과 같이 모든 관계에서 확연한 부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

다(표 33). 종합적으로 정당화 기제 모형에 근거하여 개발/선별한 문항들

로 측정된 리더의 각 유형별 초감정 점수의 (팀 내 관계 질과 리더십 효

과성 측면에서의) 예언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팀 내 관계 질 및 리더십 효과성 변인과

전환형 점수사이의 관계는 코칭형1 점수와의 관계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

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코칭형2 점수와의 관계보다는 비교적 높은 수준

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로부터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는 일반 기업조직 장면에서 리더의 전환형 특성이 코칭

형 못지않게 팀 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리더십 효과성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는 코칭형 정당

화 기제2와 기제5를 포함하여 코칭형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리더의 코칭

형 특성이 팀 내 관계와 리더십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을 오

히려 왜곡(평가절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코칭형 점수 산출 방식에 대하여 논의했던 맥락과 동일

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를 통해서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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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기제2와 기제5가 기업조직 장면에서 갖는 ‘현실적인’ 또는 ‘미래지향

적인’ 의미에 대하여 탐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점수와의 상관에 있어서 다른 변인들에 비하여 관

계 질 변인의 Emotion Carrying Capacity(ECC)와의 관련성이 낮게 보

고되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표 33을 통해 리더십 효과성 변

인들에 비하여 관계 질 변인들이 초감정 유형 점수와 대체로 낮은 관련

성을 보이며, 그 중에서도 ECC가 가장 낮은 수준의 관련성(상관)을 보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해석을 시도해볼 수

있겠다. 첫째는 설문에 참여했던 조직들이 팀장-팀원 사이의 정서 표현

에 둔감한 정서적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CC 변인은

조직 내에서 감정표현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리더의 초감정 유형 및 성향에서의 차

이가 감정표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측면(emotion carrying ca-

pacity)에 영향을 덜 미치고, 감정표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측면

(tensility, connectivity)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로부터 감정 표

현 자체에 둔감한, 또는 그것이 조직 내에서 중요한 이슈가 아닌 조직문

화적 특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는 보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양한 조

직문화를 가진 조직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검증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ECC 변인 자체의 특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

ECC 변인에서 측정하는 현상(감정표현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는지)이 다른 정서 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덜 받는 요인일 수도

있다. ECC 변인이 절대적으로 그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Tensility, 상호 개방적 태도와 관련된

Connectivity 등 관계 질 척도(HQC)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리더십 등 다

른 요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요인일 수도 있다. 이

또한 보다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예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본 설문에 포함된 변인들 가운데

ECC는 리더의 초감정 유형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변인인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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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종합논의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가족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초감정(meta-

emotion) 개념을 조직 장면에 적용하여, 초감정 유형별로 작동하고 있는

정당화 기제 모형에 기반한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를 개발하고자 수

행되었다.

연구1에서는 Gottman(1997)의 ERPSST(Emotion-Related Parenting

Style Self-Test) 문항을 바탕으로 각 유형별 문항에 내포되어 있는 정

당화 기제를 도출하고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 예비문항을 개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4개의 초감정 유형에서 총 16개의 정당화 기제가 도

출되었으며, 코칭형에서 5개, 방임형에서 2개, 억압형에서 4개, 그리고 축

소형에서 5개 기제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정당화 기제별로 범주화된 57

개의 “리더의 초감정 유형척도”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연구2에서는 연구1에서 개발된 문항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에 참여한 134명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상관분석, 신뢰도 분

석, 타당도 분석,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

으로 정당화 기제 모형을 바탕으로 한 43개의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

도” 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척도는 각 유형별 정당화 기제 모형을 바탕

으로, 코칭형 5개 기제 13개 문항, 방임형 2개 기제 5개 문항, 억압형 3

개 기제 11개 문항, 축소형 3개 기제 11개 문항, 그리고 전환형 1개 기제

(축소형 기제5)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제 2 절 연구 함의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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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맥락이 아닌 일반 기업조직

장면에서의 관계 맥락 속에서도 초감정이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자녀 관계에서와 같

이 팀장-팀원 관계에서도 일정한 유형의 초감정이 작동할 수 있으며, 리

더의 주된 초감정 유형 또는 리더가 지니고 있는 각 초감정 유형별 특성

수준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 사이의 관계나 조직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를 이용하여 리더가

지니고 있는 초감정의 특성을 파악,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조직 내 구

성원 사이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조직의 성과를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각 초감정 유형에 내재되어 있는 정당화 기제의 존재

를 탐색하고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초감정 논의와 차별성을 갖는

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정당화 기제에 기반하여 초감정 유형을 개념화

하는 접근법은 초감정 유형 간 차이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는 억압형 정당화

기제와 축소형 정당화 기제를 도출하고 비교함으로써 두 초감정 유형간

의 차이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논의할 수 있었고, 방임형과 축소형의 유

형간 차이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이

러한 정당화 기제 모형에 기반한 접근은 새로운 관계 맥락에서 초감정

유형특성을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새로운 초

감정 유형으로서 제안된 “전환형” 유형은 기존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정

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정당화 기제가 일반 기업조직 장면에서는 긍정적

인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초감

정 유형의 특성을 정당화 기제의 관점에서 세분하지 않았더라면 도출하

기 어려운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전환형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관계맥

락에 따라서 정당화 기제의 기능과 작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관계맥락에서 초감정의 기능과 작용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데 있

어서 본 연구에서 적용해본 정당화 기제 모형에 기반한 접근이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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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계점

본 연구는 일반 기업조직 장면에서 초감정 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척

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 초감정 유형에 내재되어 있는 정당화 기제

모형을 도출하여 활용한 첫 연구이다. 정서조절 행동 유형에 영향을 미

치는 정당화 기제를 도출해보고자 하는 시도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Gottman(1997)이 개발한 ERPSST 문항들 위주로만 연구가 진행

되었기에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의 탐색만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

다. Gottman(1997)의 논의가 광범위한 인터뷰 및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이기는 하지만 정당화 기제의 관점에서 접근한 논의는 아니

었던 만큼, 새로운 연구 관점에서 인터뷰, 사례연구 등을 진행한다면 보

다 타당한 정당화 기제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항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더불어 초감정 논의가 주로 서양에서 이루어져왔

던 만큼, 국내에서의 인터뷰 및 사례연구를 통해 질적인 탐색을 시도할

때 기존(서양)의 연구결과와 구분되는 한국 정서문화의 특수성을 발견할

가능성 또한 추후 연구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한된 연구 참여자 특성 또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 가운데 하

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는 서울 소재 2개 제조업 기

업과 1개 병원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리

되었다. 제조업과 의료업의 업무 특성이 상이한 만큼 단일한 산업군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을 때보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더 크다

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논의하기에는 연구 대

상 기업과 연구 참여자의 수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정서와 관련된

설문인 만큼, 연구에 참여한 기업 고유의 조직문화가 설문 응답에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보다 다양한 기업조직을 대상으

로 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주요한 한계점 가운데 하나로 동일 방

법론 편향(common method bias) (Podsakoff, MacKenzie, & Podsakoff,

2003)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1회에 걸친 온라인 설문응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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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만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예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관계 질,

리더십 효과성 변인 또한 초감정 유형을 측정하는 문항에 바로 이어서

설문으로 측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편향(bias)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

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인 연구 여건상 부득이하게 구성한 연구

설계였지만,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이후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행동관찰자료, 재무적 성과지

표 등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제 4 절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를 활용하

고 개선하는 데 있어 고려될 필요가 있는 2가지 내용에 대하여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를 통해 계산되는 초감정 유형별 점

수의 활용에 대한 내용이다. 본 설문은 리더들이 지닌 5가지 초감정 유

형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응답 결과는 각 유

형별 점수로 환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유형별 점수들은 다

양한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리더는 코칭형과 전환형에

서 매우 높은 점수를 얻음과 동시에 방임형, 억압형, 축소형에서 매우 낮

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어떤 리더는 코칭형과 전환형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얻음과 동시에 방임형, 억압형, 축소형에서 중간 수준의 점

수를 얻을 수 있다. 부분적으로, 어떤 리더는 억압형과 축소형 점수가 모

두 높게 나올 수 있고, 다른 어떤 리더는 억압형 점수는 높지만 축소형

점수는 낮게 나올 수도 있다. 즉, 5가지 초감정 유형 점수가 어떻게 구성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의 초감정 프로필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예상 가능하다. 따라서 “리더의 초감정 유형 척도”가 현장에서 보다 유

의미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조합의 초감정 프로필이 조

직 장면에서의 다양한 결과변인(예, 정서적 소통 수준, 관계 질, 만족, 성

과 등)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탐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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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둘째로 개별 정서와 대상에 따라서 초감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

다는 사실을 반드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화에 대한 초감정과

기쁨에 대한 초감정이 다를 수 있다. 화에 대해서는 코칭형 특성을 가장

높게 지니는 리더가 기쁨에 대해서는 방임형의 특성을 가장 높게 지닐

수 있다. 또한 소통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초감정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상사에 대한 초감정과 부하직원에 대한 초감정

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데, 상사에 대해서는 방임형 특성을 가장 높게

지니는 사람이 동시에 부하직원들에 대해서는 억압형 특성을 가장 높게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초감정 척도는 대상과 목적에 맞추어 맞춤복화

(customizing)될 필요가 있으며, 결과 해석 또한 측정의 대상이 된 해당

정서를 전제로 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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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Gottman(1997)의 ERPSST(Emotion-Related

Parenting Style Self-Test) 원문항

1. Children really have very little to be sad about.
2. I think that anger is okay as long as it's under control.
3. Children acting sad are usually just trying to get adults to feel sorry for them
4. A child's anger deserves a time out.
5. When my child is acting sad, he turns into a real brat.
6. When my child is sad, I am expected to fix the world and make it perfect.
7. I really have no time for sadness in my own life.
8. Anger is a dangerous state.
9. If you ignore a child's sadness it tends to go away and take care of itself.
10. Anger usually means aggression.
11. Children often act sad to get their way.
12. I think sadness is okay as long as it's under control.
13. Sadness is something one has to get over, to ride out, not to dwell on.
14. I don't mind dealing with a child's sadness, so long as it doesn't last
too long.

15. I prefer a happy child to a child who is overly emotional.
16. When my child is sad, it's a time to problem-solve.
17. I help my children get over sadness quickly so they can move on to
better things.

18. I don’t see a child's being sad as any kind of opportunity to teach the
child much.

19. I think when kids are sad they have overemphasized the negative in life.
20. When my child is acting angry, she turns into a real brat.
21. I set limits on my child's anger.
22. When my child acts sad, it's to get attention.
23. Anger is an emotion worth exploring.
24. A lot of a child's anger comes from the child's lack of understanding
and immaturity.

25. I try to change my child's angry mood into cheerful.
26. You should express the anger you feel.
27. When my child is sad, it's a chance to get close.
28. Children really have very little to be angry about.



- 62 -

29. When my child is sad, I try to help the child explore what is making
him sad.

30. When my child is sad, I show my child that I understand.
31. I want my child to experience sadness.
32. The important thing is to find out why a child is feeling sad.
33. Childhood is happy-go-lucky time, not a time for feeling sad or angry.
34. When my child is sad, we sit down to talk over the sadness.
35. When my child is sad, I try to help him figure out why the feeling is there.
36. When my child is angry, it's an opportunity for getting close.
37. When my child is angry, I take some time to try to experience this
feeling with my child.

38. I want my child to experience anger.
39. I think it’s good for kids to feel angry sometimes.
40. The important thing is to find out why the child is feeling angry.
41. When she gets sad, I warn her about not developing a bad character.
42. When my child is sad I'm worried he will develop a negative personality.
43. I'm not really trying to teach my child anything in particular about sadness.
44. If there's a lesson I have about sadness it's that it's okay to express it.
45. I'm not sure there's anything that can be done to change sadness.
46. There's not much you can do for a sad child beyond offering her comfort.
47. When my child is sad, I try to let him know that I love him no matter what.
48. When my child is sad, I'm not quite sure what she wants me to do.
49. I'm not really trying to teach my child anything in particular about anger.
50. If there's a lesson I have about anger it's that it's okay to express it.
51. When my child is angry, I try to be understanding of his mood.
52. When my child is angry, I try to let her know that I love her no matter what.
53. When my child is angry, I'm not quite sure what he wants me to do.
54. my child has a bad temper and I worry about it.
55. I don't think it is right for a child to show anger.
56. Angry people are out of control.
57. A child's expressing anger amounts to a temper tantrum.
58. Kids get angry to get their own way.
59. When my child gets angry, I worry about his destructive tendencies.
60. If you let kids get angry, they will think they can get their way all the time.
61. Angry children are being disrespectful.
62. Kids are pretty funny when they're angry.
63. Anger tends to cloud my judgment and I do things I regret.
64. When my child is angry, it's time to solve a problem.
65. When my child gets angry, I think it's time for a sp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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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When my child gets angry, my goal is to get him to stop.
67. I don't make a big deal of child's anger.
68. When my child gets angry, I usually don't take it all that seriously.
69. When I'm angry, I feel like I'm going to explode.
70. Anger accomplishes nothing.
71. Anger is exciting for a child to express.
72. A child's anger is important.
73. Children have a right to feel angry.
74. When my child is mad, I just find out what is making her mad.
75. It's important to help the child find out what caused the child's anger.
76. When my child gets angry with me, I think, "I don't want to hear this".
77. When my child is angry I think, "If only he could just learn to roll with
the punches".

78. When my child is angry I think, "Why can't she accept things as they are?".
79. I want my child to get angry, to stand up for himself.
80. I don't make a big deal out of my child's sadness.
81. When my child is angry I want to know what she is thinking.

주.
Emotion-Coaching(코칭형) : 16, 23, 27, 29, 30, 31, 32, 34, 35, 36, 37, 38,

39, 40, 51, 64, 71, 72, 73, 74, 75, 79, 81
Laissez-Faire(방임형) : 26, 44, 45, 46, 47, 48, 49, 50, 52, 53
Dismissing(억압형) : 3, 4, 5, 8, 10, 11, 20, 21, 22, 41, 42, 54, 55, 56,

57, 58, 59, 60, 61, 63, 65, 69, 70
Disapproving(축소형) : 1, 2, 6, 7, 9, 12, 13, 14, 15, 17, 18, 19, 24, 25,

28, 33, 43, 62, 66, 67, 68, 76, 77, 78,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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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연구2 설문지

정서 인식 및 조절 성향 설문(팀원용)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회사에서 팀장이 팀 내 관계와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본 설문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설문
도중에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따르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이 설문에 참여하시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이나 금전적
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팀장님과 팀원 분들께서 모두 본 설문에 응답해주신다면
연구자가 팀 내의 정서적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팀 단위의 피드백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 본 설문의 마지막 문항에 E-mail 주소를 남겨주시면 설문 결과를 정리하여
피드백을 정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개인적인
피드백 또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문에서 얻어지는 모든 개인정보는 저희 서울대 연구팀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며, 설문 응답 결과는 연구자의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경우, 연구책임자(이학준 수석연구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6. 10.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6동 M425호
연구책임자: 김 명 언 교 수

이 학 준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긍정에너지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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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의 팀장이 팀원의 정서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하여 귀하의 생각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마다, 귀하의 팀장에 대한 귀하의 견해로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팀원들이 때로 화를 느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 ◯ ◯ ◯ ◯ ◯ ◯

2. 화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3. 화를 다루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 ◯ ◯ ◯ ◯ ◯ ◯

4.
삶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행복과 행운으로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5.
팀원이 화났을 때는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 ◯ ◯ ◯ ◯ ◯ ◯

6. 화는 대개 공격성을 의미한다고 여긴다. ◯ ◯ ◯ ◯ ◯ ◯ ◯

7. 화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 ◯ ◯ ◯ ◯ ◯ ◯

8.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 알거나 오해해서
화를 낸다고 생각한다.

◯ ◯ ◯ ◯ ◯ ◯ ◯

9.
팀원이 화를 낼 때,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궁금해 한다.

◯ ◯ ◯ ◯ ◯ ◯ ◯

10.
화를 내는 것은 성질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 ◯ ◯ ◯ ◯ ◯ ◯

11.
팀원이 화를 낼 때, 위로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 ◯ ◯ ◯ ◯ ◯ ◯

12.
자신에게 화가 난 팀원을 보면,
"그런 화난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아"라고
생각한다.

◯ ◯ ◯ ◯ ◯ ◯ ◯

13.
팀원이 화났을 때, 무엇이 그 사람을
화나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

◯ ◯ ◯ ◯ ◯ ◯ ◯

14.
팀원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화를 낸다고 생각한다.

◯ ◯ ◯ ◯ ◯ ◯ ◯

15. 화가 날 때는 표현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16. 팀원의 화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 ◯ ◯ ◯ ◯ ◯ ◯

17. 인간은 누구나 화를 느낄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 ◯ ◯ ◯ ◯ ◯ ◯ ◯

18. 화난 팀원은 통제 불능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19.
팀원이 화를 낼 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잘 알지 못한다.

◯ ◯ ◯ ◯ ◯ ◯ ◯

20.
팀원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삶에서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21.
팀원이 화를 낼 때, 그 사람과 함께 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 ◯ ◯ ◯ ◯ ◯ ◯

22.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을 더
선호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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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장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3. 화는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24.
팀원이 화를 낼 때, 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 ◯ ◯ ◯ ◯ ◯

25.
화가 난 팀원을 보면,
"왜 그냥 받아들이지 못할까" 라고 생각한다.

◯ ◯ ◯ ◯ ◯ ◯ ◯

26. 화를 내면, 나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여긴다. ◯ ◯ ◯ ◯ ◯ ◯ ◯

27.
팀원이 화났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 이해하도록 돕고자 한다.

◯ ◯ ◯ ◯ ◯ ◯ ◯

28.
화가 난 팀원을 보면,
"누그러뜨리는 법을 좀 배우지" 라고 생각한다.

◯ ◯ ◯ ◯ ◯ ◯ ◯

29. 팀원의 나쁜 성격을 염려한다. ◯ ◯ ◯ ◯ ◯ ◯ ◯

30. 팀원의 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 ◯ ◯ ◯ ◯ ◯ ◯

31.
팀원이 화났을 때, 대개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 ◯ ◯ ◯ ◯ ◯ ◯

32. 화를 내는 팀원은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33.
팀원이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껴보려 한다.

◯ ◯ ◯ ◯ ◯ ◯ ◯

34.
팀원이 화가 났을 때, 빨리 화를 누그러뜨리고
더 좋은 일을 하게 하려고 애쓴다.

◯ ◯ ◯ ◯ ◯ ◯ ◯

35.
탐원들은 대개 상대방이 미안해하도록 만들기 위해
화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36.
무엇이 자신을 화나게 하는지를
팀원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37.
팀원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미성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 ◯ ◯ ◯ ◯ ◯

38.
팀원들이 화난 척 연기하다보면,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생각한다.

◯ ◯ ◯ ◯ ◯ ◯ ◯

39. 화는 탐색해 볼 가치가 있는 감정이라 여긴다. ◯ ◯ ◯ ◯ ◯ ◯ ◯

40. 화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만 괜찮다고 생각한다. ◯ ◯ ◯ ◯ ◯ ◯ ◯

41. 화는 후회할만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 ◯ ◯ ◯ ◯ ◯ ◯

42. 팀원이 화를 낼 때, 공감해준다. ◯ ◯ ◯ ◯ ◯ ◯ ◯

43.
팀원이 화났을 때, 무시하면 그냥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 여긴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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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팀장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4.
팀원들이 화를 낼 때가,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라고 생각한다.

◯ ◯ ◯ ◯ ◯ ◯ ◯

45.
화는 머무르게 하지 말고 빨리 누그러뜨려
잘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46. 팀원이 화를 낼 때, 성격이 나빠질까봐 염려한다. ◯ ◯ ◯ ◯ ◯ ◯ ◯

47. 팀원들이 화를 느껴보길 원한다. ◯ ◯ ◯ ◯ ◯ ◯ ◯

48.
일하면서 팀원들이 정말 화날만한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 ◯ ◯ ◯ ◯ ◯ ◯

49. 팀원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화를 낸다고 생각한다. ◯ ◯ ◯ ◯ ◯ ◯ ◯

50.
팀원이 화내는 이유를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 ◯ ◯ ◯ ◯ ◯

51.
팀원이 화났을 때, 조언이나 도움을 줄 기회라고 여
기지 않는다.

◯ ◯ ◯ ◯ ◯ ◯ ◯

52.
팀원이 화내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해
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 여긴다.

◯ ◯ ◯ ◯ ◯ ◯ ◯

53.
팀원이 화가 난 경우 명랑한 기분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 ◯ ◯ ◯ ◯ ◯ ◯

54. 화를 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여긴다. ◯ ◯ ◯ ◯ ◯ ◯ ◯

55. 화내며 허비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고 여긴다. ◯ ◯ ◯ ◯ ◯ ◯ ◯

56.
팀원이 화를 낼 때, 그러면 성격이 나빠진다고 주
의를 준다.

◯ ◯ ◯ ◯ ◯ ◯ ◯

57.
팀원이 화났을 때, 화를 멈추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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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의 문항들은 팀 구성원 간 관계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에서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서로에게 자신이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떤 어려움도 없다.

◯ ◯ ◯ ◯ ◯ ◯ ◯

2.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함께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 잘 대처하고 극복한다.

◯ ◯ ◯ ◯ ◯ ◯ ◯

3.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는 것에 대해 열려있다. ◯ ◯ ◯ ◯ ◯ ◯ ◯

4. 불쾌한 감정을 스스럼없이 표현할 수 있다. ◯ ◯ ◯ ◯ ◯ ◯ ◯

5.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함께 잘 풀어나간다. ◯ ◯ ◯ ◯ ◯ ◯ ◯

6. 서로의 의견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귀 기울인다. ◯ ◯ ◯ ◯ ◯ ◯ ◯

7.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할 때,
생산적인 방법으로 한다.

◯ ◯ ◯ ◯ ◯ ◯ ◯

8.
아무리 힘든 일이 발생하더라도 돈독한 관계를
잘 유지한다.

◯ ◯ ◯ ◯ ◯ ◯ ◯

9. 다른 의견이나 생각이 잘 받아들여진다. ◯ ◯ ◯ ◯ ◯ ◯ ◯

Ⅲ. 다음은 팀장의 리더십 관련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신의 취약점이나 실수를 팀원들에게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 ◯ ◯ ◯ ◯ ◯ ◯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 ◯ ◯ ◯ ◯ ◯ ◯

3. 팀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 ◯ ◯ ◯ ◯ ◯

4.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 ◯ ◯ ◯ ◯ ◯ ◯

5.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 ◯ ◯ ◯ ◯ ◯ ◯ ◯

6.
어떠한 임무를 맡기더라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 ◯

7.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운 팀장이다. ◯ ◯ ◯ ◯ ◯ ◯ ◯

8.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소신 있게 밀고 나간다. ◯ ◯ ◯ ◯ ◯ ◯ ◯

9. 팀원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하고 강화시켜준다. ◯ ◯ ◯ ◯ ◯ ◯ ◯

10.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명확한 업무지시를 내린다. ◯ ◯ ◯ ◯ ◯ ◯ ◯

11. 가능한 오랜 기간 함께 일하고 싶은 팀장이다. ◯ ◯ ◯ ◯ ◯ ◯ ◯

12. 팀원들과 돈독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 ◯ ◯ ◯ ◯ ◯ ◯

13. 팀원들이 힘들어 할 때 함께 나누고 배려해준다. ◯ ◯ ◯ ◯ ◯ ◯ ◯

14. 종합적으로 볼 때,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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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팀장의 정서 인식 및 조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1. 귀하께서는 팀원들이 화가 났을 때 귀하의 팀장이 그것을 잘 알아차린다고
생각하십니까?

◯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편이다.
◯ 보통이다.
◯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 잘 알아차린다.

2. 귀하께서는 팀원이 화가 난 상황에서 귀하의 팀장이 잘 대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잘 대처하지 못한다.
◯ 잘 대처하지 못하는 편이다.
◯ 보통이다.
◯ 잘 대처하는 편이다.
◯ 잘 대처한다.

Ⅴ. 다음은 귀하의 기본정보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여성 ◯ 남성

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______세

3. 귀하의 직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________

4. 귀하께서 현재 회사에 재직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만 _______년 ______개월

5. 현재 귀하의 소속(부서, 팀)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_____부서 ___________팀
* 명함에 기재되어 있는 공식 소속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께서 현재 팀에서 근무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만 _______년 ______개월

7. 귀하께서 설문에서 참고한 팀장의 직위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

8. 귀하께서 현재의 팀장과 함께 근무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만 _____년 ____개월

* E-mail을 남겨주시면 설문 결과를 정리하여 팀단위 피드백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ail : @

* 개인적인 피드백을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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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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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eta-emotion Style

in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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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had three goals: 1) applying “meta–emotion” concept

into organizational context, 2) exploring justification mechanisms of

meta-emotion style, and 3) developing “leader’s meta-emotion style

scale” based on justification mechanism model.

To achieve these goals, in study 1, justification mechanisms were

explored and preliminary “leader’s meta-emotion style scale” items

were generated. Based on Gottman(1997)‘s ERPSST(Emotion-Related

Parenting Style Self-Test) scale, items were re-described to fit the

organizational context. 16 justification mechanisms were explored and

57 preliminary items were generated.

In study 2, based on the survey result(N=134), 43 final items as

well as 14 justification mechanisms were selected by means of

correlation, reliability,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oreover, a

new type of meta-emotion style(switching style) was identified in

addition to existing four styles(emotion coaching, laissez-faire,

disapproving, and dismissing style).

Finall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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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ed along with several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 meta-emotion, justification mechanism,

leader’s meta-emotion style scale

Student Number : 2014-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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