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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의 노력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

행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직이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급변하는 최근의 국내․외 정세에서도

주요 의제로 강조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이처럼 중요한 주제인 리더십은 오랜 기간 광범위한 연구가 이

뤄져 왔는데, 최근의 리더십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한 리더십의 효과만을 검증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정한 리더십 이론은 리더십의 한 측면만을 제시할 뿐

그것이 리더십의 전부라고 오해하면 안 될 것이다. 또한 리더는 계

층에 따라 역할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리더십 특성도

다를 것이나 리더를 계층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연구도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특정한 리더십에 국

한하지 않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리더십 특성들을 도출한 후, 도출된

특성들을 과업·관계·변화·윤리지향의 4가지 리더십 측면으로 구분

하여 리더의 계층에 따라 어떠한 측면이 강조되는지 비교하였다.

리더의 계층은 3개 계층(최고·중간·하위계층)으로 구분하여 계층

별로 조직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리더십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는데, 개방형 질문(질적연구)을 먼저 실시한 후

설문조사(양적연구)를 실시하는 탐색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패키지 SPSS v.22를 사용하여 리더의 계층

별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리더십 특성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검증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의 응답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의 계층에 따라 중요하게 인식되는 리더십 특성은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계층 리더에게는 변화지향 측면

의 리더십이 중요하고, 하위계층 리더에게는 과업지향 측면의 리더

십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계층 리더에 대한 설문조사와

개방형 질문의 응답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설문조사 결과에

서는 과업지향 측면의 리더십이 중요하게 나타났고, 개방형 질문

응답결과에서는 관계지향 측면의 리더십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둘째, 윤리지향 리더십은 리더의 계층에 따라 중요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직의 윤리적 분위기 형성을 위

해서는 최고계층 리더의 의지표명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최고

계층 리더의 의지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중간계층 리더가 매개역할을

하여야 하고, 조직 구성원들은 대면 접촉이 가장 많은 하위계층

리더를 통해 조직 내의 제도를 습득하기 때문에 하위계층 리더의

윤리성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윤리·준법정신, 책임감,

봉사정신 등의 윤리지향 리더십 특성은 계층 구분 없이 갖추어야

할 리더의 기본 덕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리지향

리더십은 모든 계층의 리더에게 중요하며, 리더의 계층에 따라 중

요성의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리더의 계층별로 필요한 리더십 특성 차이

를 밝힘으로써 리더의 선발, 배치, 육성 등 인적자원 개발에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리더는 자신의 계층에 따라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리더십 특성을 갖춤으로써 구성원들의 심리적

수용도를 높여 리더십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 리더십, 리더십 특성, 리더의 계층, 계층별 특성, 공공기관,

개방형 질문

학 번 : 2016-2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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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7년 1월 스위스에서 제 47회 다보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매년 개최

되는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모

여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데, 금년도 포럼에서는 4차 산

업혁명 본격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성장둔화와 불확실성 증폭, 기후변화

대응 실패 등이 주된 이슈로 제시되었으며, 이처럼 급변하고 불확실한

세계정세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의제로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

선정되었다(현대경제연구원, 2017). 이는 세계의 주요 인사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리더십’임을 보여준다.

국내 정세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대통력 탄핵이라는 크나큰 혼란을 겪

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의 하나로 박근혜 前

대통령의 리더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소통하지 않으며, 권한을 행

사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박 前 대통령의

리더십은(전자신문, 2017)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소통을 거부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리더에 대한 저항이 어느 때보다 거센 현실(서울

경제, 2017)에서 우리 사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진정

한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십은 ‘관리 자체’와 동일시될 만큼 조직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직의 목표달성은 조직구성원의 활동을 통해 성취

되며, 리더십은 바로 조직구성원들의 노력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조직의 성패를 효과적인 리더십의 발휘 여부

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최항순, 2016: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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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경영진이 직면한 가

장 풀기 어려운 이슈가 ‘인적자원’이며 그 중에서도 리더십을 개발하여

승계구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지목될 만큼(The conference board,

2015) 리더십은 조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이처럼 중요한 ‘리더십’은 관련 연구가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

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리더십’을 검색어로 2000년

이후 연구논문을 검색해보니 1만4천여 건이 검색(2016. 11. 4. 기준)되었고,

본 연구의 대상과 밀접한 분야인 공공부문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더니

300여 편이 검색되었다. 이 중 중복으로 검색된 논문과 종교, 철학, 교육 등

관련되지 않은 논문들을 제외하고 나니 250여 편의 논문으로 추릴 수 있었

는데 이를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특정한 리더십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 편중되어 전체적인 시각에서 리더십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250여 편의 선행연구 중 특정한 리더십 이

론에 관한 논문이 대다수(241편)를 차지하였는데 그 현황은 <표 1-1>과

같다.

<표 1-1> 공공부문 리더십 관련 선행연구 분류

구분
거래적

변혁적
서번트 윤리적 진성 셀프 감성

팔로

워십
공유 코칭 기타 계

개수 125 25 14 8 16 12 7 6 5 47 265

비율

(%)
47.2 9.4 5.3 3.0 6.0 4.5 2.6 2.3 1.9 17.7 100

주) 한 논문에서 2~3개의 리더십 이론을 함께 다룬 경우에는 해당이론을 모두 개수에

포함하여 전체 개수는 논문 수보다 많은 265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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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상황에 따라 강조되는 리더십의 특성이 다양하여 수많은 리더

십 이론이 탄생하였지만, 어떠한 특정 리더십만이 해답이 될 수는 없다.

백기복 외(2016)는 리더십은 다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리더는 다방면의

행동을 적절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리더십의 특정이론

이 제시하는 관점은 리더십의 한 측면을 제시하며 그것이 리더십의 전

부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 문제점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리더십의 발휘 주체인 리더를 계층

별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리

더의 계층을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리더의 계층을

구분한 연구도 리더를 2개의 계층으로만 구분한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1).

다음 장에서 살펴볼 리더십 이론별 선행연구들에서 연구대상 리더를 어

떻게 정하였는지를 정리해보면 <표 1-2>와 같은데 연구대상 리더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 리더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73.6%)이었

으며, 리더를 특정한 연구는 26.4%에 불과하였는데 이 또한 다른 계층

의 리더와 구분하여 리더의 계층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지는 않았다.

리더의 계층에 따라 조직 내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다르므로 리더의 계

층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 특성도 다를 것이다. 대부분의 리더십 학자들

은 최상위 계층에 필요한 리더십 기술의 내용과 그 영향력이 발휘되는

과정은 하위계층 리더와는 차이를 보인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이형우,

2016: 93). 따라서 리더십 이론별 세부 구성요소들도 리더의 계층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

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특정 리더십 이론에 국한하

지 않고 기존 리더십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리더가 갖추어야할

1) 본 연구에서는 국내 리더십 선행연구 93편을 요약·정리하여 살펴보았는데

리더를 계층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연구는 6편에 불과하였고, 그 중 리더의

계층을 3개 계층으로 세분화한 연구는 1편이었으며, 나머지 87편의 연구는

리더를 계층별로 구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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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특성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도출하고, 리더는 계층별로 구분하여

(최고·중간·하위 3개 계층) 각 계층별로 조직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인

식하는 리더십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1-2> 리더십 이론별 선행연구의 연구대상 리더 분류

리더

리더십

특정계층
일반적 리더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거래적
변혁적

김형래(2005)
권영희(2014)
정병을(2010)
최송이(2008)
나병인(2015)

이효영(2014)
이선영(2009)
오효단(2007)
장혁진(2010)
최진국(2012)
이재은(2007)

윤창섭(2011), 강리경(2016), 오현옥(2012),
손효종(2015),이선영·손호중(2013),
신황용·이희선(2015), 유영철(2012),
김지한외(2010), 박상욱(2006),
진광선(2014), 윤상웅(2005), 박혜광(2013),
김성환(2012), 오운균(2007), 윤은숙(2009),
류종용(2016), 이종진(2009), 박미정(2007),
전원보(2007), 김영재(2007), 금리(2013),
한봉주(2009,2010), 이정일(2013),
이형우(2015)

윤리적 주은혜(2014) 박재춘(2015)

이현주(2016), 김순영(2014), 김종대(2012),
이유선(2010), 김윤정(2015), 안성은(2016),
김주현(2015), 김현철(2016), 박준엽(2014),
정상춘(2012)

서번트 -
안영희(2014)
양성석(2014)
황요완(2016)

이운용(2013), 김석규(2015), 양윤모(2010),
하지영(2012), 김동원(2010), 하홍길(2013),
배귀희(2009), 조정철(2015), 양재근(2010),
이수창(2012), 김정광·송병주(2011),
권우덕(2010), 김호선(2013), 홍종열(2012),
마은경·오미옥(2013), 장경숙(2013),
홍권표·윤동열(2013), 이영균(2015)

진성 - 양경흠(2015)
이순철(2015), 김동철(2012), 조동훈(2016),
문혜강(2014), 최순주(2014), 곽무주(2014),
김응조·홍아정(2015)

포괄적

오지은(2016)
이제학(2003)
신소영(2014)
박상언(2016)
이화섭(2009)

박영미(2011)
백기복외(2010), 이승호(2015),
이대웅(2015), 김종희(2015)

소계 11편(12.6%) 12편(13.8%)
64편(73.6%)

계 23편(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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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방법】개방형질문

대상 : 공기업정책학과 7기 52명

내용 : 본 받을만한 리더는 누구이며,

그 이유 3가지 제시

▾

【양적방법】설문조사

대상 : 공공기관 종사자 394명

내용 : 리더의 계층(최고,중간,하위)별로

어떠한 리더십 특성을갖추어야

하는지 3개선택

제 2절 연구의 대상 및 체계

1.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

여 그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리더십 특성이 리더의 계층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질적 방법을 실시한 후 양적 방법

을 실시하는 탐색적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방형 질문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7기 재학생을 대상으

로 하였고, “본받을 만한 리더는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3가지를

제시하시오.”라는 질문에 서면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응답

자들이 어떠한 리더십 특성들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 알 수 있었으며,

리더의 계층별로 중요한 리더십 특성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방형 질문의 응답자수는 52명에 불과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

학과 졸업생, 재학생(7기) 및 재학생들의 소속 기관 동료들이며, 리더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리더십 특성들을 리더의 계층에 따라 구분하여

3개씩 선택하도록 하였다. 연구방법을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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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이론 정리
관리이론,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윤리적측면리더십

▾

리더십 구성요소 도출

리더십 이론별 대표 개념 및

선행연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된 구성요소 도출

+

개방형 질문

리더십 특성 도출

응답자의답변내용을정리하여

공통되는리더십특성도출

▾

최종 리더십 특성도출
설문조사대상리더십특성도출

- 4개 측면, 16개 특성

2. 연구의 체계

리더의 계층별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리더십 특성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서는 먼저 리더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리더십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

는데, 이를 위해 리더십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개방형 질문 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리더십 특성을 도출하였다.

리더십 특성 도출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리더십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론별로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보편

적으로 사용한 리더십 구성요소를 선별하였으며, 다음으로 개방형 질문

의 응답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 특성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리더가 갖추어야 할 16개의 리더십 특성을 도출하였고, 과업·관계·변

화·윤리지향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리더십 특

성들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리더십 특성 도출과정을 정

리하면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리더십 특성 도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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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계층은 최고․중간․하위계층으로 구분하여 계층별로 조직 구

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리더십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과업·관

계·변화지향 리더십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으며, 윤리지향 리더십은 별

도로 리더 계층별로 중요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개방형 질문의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하였으며 설

문조사 결과는 통계패키지 SPSS v.22를 사용하여 리더의 계층별로 중요

하게 인식되는 리더십 특성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

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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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리더의 계층별 리더십 특성 차이

1. 리더의 계층별 역할 및 기술차이

최항순(2016)은 리더십은 조직의 최고관리층만의 전유물은 아니며 중간

및 하위관리층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리더십의 기능을 조직의 관리계층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리더의 계층별 역할 차이를 <표

2-1>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 2-1> 리더의 계층별 역할2)

계층 역 할

최고관리층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조직의 목표와 구조를 설정하며, 특히 막

연하게 표방된 조직목표를 합리적인 정책과 절차들로 구체화하

여 조직구성원들이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조직의 대표자로서 조직의 환경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서 유리한

여건은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불리한 여건에서는 조직을 보호하

는 역할을 수행함

중간관리층

최고관리층과 일선감독자의 중간에서 조직의 목표와 정책을 조직

세부단위들의 구체적인 조치로 구현시키는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감독관들을 감독하고 때로는 일선 기술자들까지

감독하거나 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단위조직들의 반자율적인 조

정에 힘을 기울이게 됨

실제상 이들은 위치적으로 최고관리층으로부터 일선감독관에

이르는 연속선상의 중간에 있으므로 그 리더십에 관해 이론화

하기가 어려우며 최고관리층과 일선감독관에 관한 이론이 모두

어느 정도씩 혼합적으로 적용됨

일선감독자

조직의 하위층에 위치하여 조직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

들과 함께 일하는 처지에 있는 관계로서 최일선 조직원들의 동

기, 생산성 및 인간관계에 관심의 초점을 둠

2) 최항순(2016), 『新 행정조직론』, 대명출판사, p 402-403 내용을 표로 정리



- 9 -

Katz(1955)3)는 효과적인 경영관리(리더십)는 경영자(리더)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본적 기술(전문적, 인간관계적, 개념적)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조직의 관리계층에 필요한 관리기술을 [그림 2-1]와 같이 도식화 하였으며, 관

리기술별 개념은 <표 2-2>와 같이 정의하였다4).

[그림 2-1] 관리 계층에 따라 필요한 기술 차이

필요한 기술

인간관계기술 개념적 기술최고 경영층
전문적 기술

인간관계기술중간 경영층
전문적 기술 개념적 기술

전문적 기술 인간관계기술일선 감독층
개념적 기술

<표 2-2> 관리기술별 개념

기술 개 념

전문적기술

어떤 구체적인 작업이나 활동에 관한 지식이고 그 같은 작업

이나 활동을 위한 능숙성이며, 어떤 특정한 전문영역에서 필

요한 역량이고 분석능력. 적절한 도구 및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함

인간관계기술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데 필요한 인간관계에 대한 지식과 사

람들과 더불어 일해갈 수 있는 능력

개념적기술

대체로 아이디어나 개념과 관련된 능력인데 관념, 착상, 비전,

계획 등과 같은 아이디어와 관련된 능력. 개념적 기술을 가진

리더는 조직의 계획과 거기에 따른 복잡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스스럼없이 제시하는 사람이고, 조직의 목표

를 설득적인 말로 표현하는 데 능숙함

3) “Skills of an effective administrator" by R. L. Katz, 1955, Harvard
Business Review

4) Northouse(2013), 『리더십 이론과 실제』, 경문사, p63-6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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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최고경영자들은 조직의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고 불확실한 외

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방대한 정보를 분석해야 할 경우가 많으며, 불

확실하고 분명치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요구 받는다. 고위직으로 올

라갈수록 조정해야 할 활동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관리해야 할 관계는 더

욱 복잡해진다. 또한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

복잡한 성과촉진요인들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전략적 결정을 내릴 때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

기도 하며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대인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결국 개념적 기술이 전략적 결

정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Yukl, 2013).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주로 기존의 구조를 보완하고 상위 계층에서 수립

한 방침과 목표를 실행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책임을 맡는다. 이러한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전문적 기술, 대인기술, 개념적 기술을

똑같이 구비할 필요가 있다.

하위관리자는 주로 방침을 실행하고 기존의 조직구조 내에서 업무흐름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는다. 이러한 관리자들의 경우에 전문적 기술은 개념

적 기술이나 대인 기술보다 더 중요해진다.5)

이러한 관리 계층에 따른 기술별 중요성을 그래프로 비교해 보면

[그림 2-2]와 같다.

5) Yukl(2013), 『현대조직의 리더십 이론』, 시그마프레스,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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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관리 계층에 따른 기술의 상대적 중요성6)

높음

낮음

필
요
한
 
기
술 
수
준

하위관리층 중간관리층 최고경영층

개념적기술

대인기술

전문적기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리더는 조직 내에서의 계층에 따라 그 역할과

책임이 다르며 계층별로 필요한 관리기술도 다름을 알 수 있다. 관리기

술과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을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볼 때 리더의 계층별로 필요한 관리기술이 다르다면 리더의 계층

별로 필요한 리더십 특성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Cropanzano et al(1993)은 리더를 최상위 계층과 하위계층으로 구분하여

계층별로 필요한 리더십 특성의 내용과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

이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이형우, 2016 재인용), 리더십 계층에 따

른 역할 차이를 목표 계층상의 특징과 연관하여 설명하였다. 즉, 최상위의

목표(mission)는 추상적이지만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반면, 최하위

의 목표(objective)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식을 설정하

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최상위 리더십의 역할은 조직의 전반적

6) Yukl(2013), 『현대조직의 리더십 이론』, 시그마프레스,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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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향(mission)을 설정하는 것이며, 하위리더십의 역할은 그 미션의 수

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을 집행(enact)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형우,

2016: 93).

리더의 계층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 역량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많지는 않은데 대체로 두 개 계층의 역량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최광욱(2001)은 공군장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

교를 소령과 대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상위계층의 리더에게는 비전제시

등 개념적 능력과 외부환경 변화를 인지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박천오(2009)의 연구에서는 리더를 실·국장과 과장의 두 개 계층으로

구분하였는데 실·국장에게는 책임의식과 목표의 명확화가 중요하며 과장은

팀의 구축과 관리 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길

(2008)은 재경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정책관리계층(4급)에게

는 목표방향제시, 전략적 사고가 중요하고 정책실무계층(5급)에게는 문제해

결능력이, 실무집행계층(6-7급)에게는 세밀한 일처리 능력이 중요하다는 결

과를 제시하였는데 리더를 3개의 계층으로 나누어 비교해, 계층별 리더십

역량 차이를 밝혔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

이 밖에 특정한 분야의 리더십 연구를 살펴보면 천대윤(2011)의 연구

에서는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서번트 리더십의 인식수준이 관리자가 실

무자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장소영(2010)의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관리자와 일반직원간의 리더십 교육 요구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관

리자에게는 변화지향, 일반직원에게는 관계지향의 리더십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우(2016)는 미국의 인사관리처 자료를 활용하여

조직 내에서 윤리적 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고관리

자의 리더십이며, 다음으로는 하위계층인 직상급자의 비편파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요약정리해 보면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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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리더의 계층별 차이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리더십 내용 결과

최광욱

(2001)

대위급이상

공군장교70명

(소령/대위구분)

개념적능력, 기술적능력,

인간관계능력, 의사결정능력,

비전・목표제시, 윤리・도덕성,
권한위임・동기부여,
환경대응력, 개선지향성

1.소령은 비전목표제시와 의사결정기

술, 개념적 능력 분야가 높은 결과를

보이며 대위는 비전목표제시와 개선지

향성, 의사결정기술 분야가 높은 결과

를 보이며 소령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대위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냄.

2.환경에 대한 대응력 항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외부환경 변화를 인

지하는 능력은 고급장교가 될 수록 보

다 중요한 리더십의 구성요소가 됨을

보여줌

박천오

(2009)

중앙부처 하

위직 공무원

206명

(실국장 /

과장 구분)

*행정관리자 리더십 역량 이론

(Van Wart)

개인적특성, 재능역량

행태역량

-과업행태: 정보의 모니터링과

업무산정, 운영기획, 역할과

목표의 명확화, 알림, 위임, 문제

해결, 혁신과 창조의 관리

-대인행태:상담, 인력의 기획 및

조직화, 인력개발, 동기부여,

팀구축 및 관리, 갈등관리,

인적변화관리

-조직행태:환경조망,전략적기획,

임무와 비전의 표명, 네트워킹

과 파트너 구축, 일반관리기능

수행, 의사결정, 조직변화관리

1.실국장과 과장 모두 가장 중시되는

역량은 책임의식과 의사소통임.

2.실국장에게는 책임의식, 역할과 목표의

명확화, 의사결정이 중시되며,

3.과장에게는 융통성, 분석재능, 팀의

구축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더 중시됨

이창길

(2008)

2007년 재경

부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216명

*정책관리계층

(4급),정책실무

계층(5급),실무

집행계층(6~7급)

구분

기존연구 및 컨설팅회사

Hewitt에서 활용중인 56종의

직무역량 리스트 활용

1.[정책관리계층의 핵심적인 필요역량]

-목표방향제시, 전략적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2.[정책실무계층의 핵심적인 필요역량]

-전문가의식, 문제해결능력, 전략적사고

3.[실무집행계층의 핵심적인 필요역량]

-정보수집관리, 전문가의식, 세밀한일처리

천대윤

(2011)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직원

199명

(관리자 /

실무자구분)

서번트리더십

-섬김, 진취성, 비전설정, 경청

-의사소통, 성찰, 감정이입

-직관력, 선견지명, 지각력

-설득력, 행동력, 비전실현재능

-치유능력, 공동체재건능력

-사람 키우는 능력, 권위

공무원사회에 있어서 서번트리더십의

인식수준은 관리자가 실무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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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리더십 내용 결과

장소영

(2010)

노동부 산하

A공공기관 직

원 346명

(관리자 / 일반

직원 구분)

*Yukl 12가지 리더십 행동분류

-과업지향

:목표명확화, 성과평가, 계획수립

-관계지향

:상담,지원,칭찬,진로개발,권한위임

-변화지향

:방향설정,위험감수,혁신적

사고장려,외부상황주시

[리더십교육요구도차이분석]

*관리자 : 변화지향>관계지향>과업지향

*일반직원: 관계지향>변화지향>과업지향

이형우

(2016)

미국 인사관리

처에서 매년

발 간 하 는

FEVS 2014년

자료(256,0280명)

(최고관리자/

직속상사구분)

*미국 인사관리처 자료활용

-최고지도자의 리더십

:정직성, 도덕성, 최고관리자에

대한 존경심, 동기부여,

최고관리자의정책과관행만족도

-직속상사의 개인적 관심

:일과 삶의 균형, 경청, 존중

-직속상사의 공정한 대우

:헌신, 다른배경의부하들과협업

[조직내윤리적분위기에 미치는요인]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고관리자

의 리더십이었고 다음으로는 직속상사의 비

편파적태도이었으며, 가장 적은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직속상사가 보여주는 개인적

관심의정도였음

리더의 계층이 높아질수록 업무 관리의 폭이 넓어지고,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리해야 될 요인들은 더욱 복잡해지는 반면에 리더의 계

층이 낮아질수록 주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러한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의 차이로 인하여 리더의 계층별로 필요한 리더십 특성은

다를 수밖에 없다.

리더의 계층별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리더십

특성에 관한 내용들을 비교해보면 상위계층의 리더일수록 조직의 목표,

비전제시, 전략적사고, 변화인지 등의 추상적이며 방향성을 중시하는 리

더십 특성이 필요하며, 하위계층의 리더일수록 세밀한 일처리 능력, 전

문가의식, 정보수집관리 등의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리더십

특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리더십 이론별로 제시하는 해당 리더십의 구성

요소들도 리더의 계층에 따라 중요도가 다를 것이며 조직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효과도 다를 것이다. 다음절부터는 리더십 이론별

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리더십 구성요소들이 무엇인지 도출한 후 리더의

계층에 따라 어떠한 구성요소가 중요시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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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리더십과 관리이론

1. 리더십

1) 리더십의 개념

리더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가 존재

한다. 그 만큼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고 <표 2-4>와 같이 리더십을 정의하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표 2-4> 리더십의 정의7)

연구자 정 의

Hemphill &
Coons(1957)

개인의 행동이며 집단의 활동들을 공유 목표로 행하게 하
는 것

Kats & Kahn
(1978)

조직의 일상적인 지시에 기계적으로 응종하도록 하는 것
에 더해서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

Burns(1978) 개인이 부하들을 동기유발 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도
적, 정치적, 심리적 및 기타 자원을 동원할 때 발휘되는 것

Rauch &
Behling(1984)

조직화된 집단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목표를 성취하도록
하는 과정

Richard &
Engle(1986)

비전을 명확히 하고 가치를 구체화시키며, 그 안에서 일이
달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창조하는 것

Gibson et al.
(1988)

어떤 한 개인이 강제적 권력의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집
단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

Jacobs &
Jaques(1990)

집합적 노력에 목적, 즉 의미 있는 방향을 부여하는 과정
이며,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켜서 목적의 성취를 위
해 사용하는 것

오석홍(1991) 일정상황에서 목적 성취를 위해 개인이나 집단 활동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

Schein(1992) 문화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며, 보다 적응적인
진화적 변화과정에 착수할 수 있는 능력

Drath & Palus
(1994)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개입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

House et al.
(1999)

개인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기를 부여하며 타인이
조직의 효과성과 성공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Northouse(2013)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개인이 집단의 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

Northouse(2013: 8)는 리더십의 중심이 되는 몇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리더십은 과정이다. 둘째, 리더십과정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셋째, 리더십은 집단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넷째, 리더십은 목표달성

7) Yukl(2013), 『현대조직의 리더십 이론』, 시그마프레스, p3 에 내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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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과정이다.” 라는 점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리더십은 조직 구성

원에게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리더십 이론의 분류

리더십 연구는 오랜 기간 방대하게 이뤄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 중이므로 기존의 리더십 이론을 모

두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므로 리더십 이론을 분류할 기준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Van Wart(2013)가 제시한 리더십이론의 분

류기준을 본 연구 취지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Van Wart(2013)는 리더십 이론을 5가지 관점에서 분류하였는데 세부내

용을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표 2-5> 리더십의 5가지 분류8)

구 분
리더십

이론
내 용

Leading for

results

고전적

관리이론

조직은 인력, 기술을 활용해 목표를 달성하는 시스템

리더는 조직의 고성과 창출에 대한 책임이 있음

Leading

followers

거래적

리더십

리더와 구성원과의 교환 거래 관계에 바탕을 둠

리더는 목표와 보상을 명확히 알려주며 부하는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함

Leading

organizations

변혁적

리더십

리더가 조직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비전을 제시

장기적 목표달성을 위한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

Leading

systems

수평적

리더십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 통합 강조

조직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중시

Leading

with values

윤리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구성원들이 윤리적 행동을 하도록 촉진함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Van Wart(2013)의 관점에 따르되 수평적 리

더십에서 강조하는 협력, 통합 등의 개념은 윤리적 측면의 리더십인 서

8) Van Wart(2013), "Lessons from Leadership Theory and the Contemporary

Challenges of Leade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73, Iss. 4, pp. 553–
565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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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트 리더십에서도 강조하고 있으므로, 수평적 리더십은 제외하고 4가지

관점에서 리더십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윤리적 측면의 리더십은

본래적 의미의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진성 리더십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9),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6. 9.28. 부)되는 등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걸쳐 청렴이 중

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윤리적 측면의 리더십 이론

을 상세히 살펴보는 것은 연구의 적실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

된다.

2. 고전적 관리이론

고전적 관리이론은 18세기의 산업혁명과정에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으며, 전문화와

분업화를 통해 생산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당시의 전문가들의 사고방식

에서 출발하였다(최항순, 2016).

1) 개 념

Van Wart(2013)는 고전적 관리이론은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리더

십이론이라고 설명한다. 조직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가를 연구한 이론이 고전적 관리이론이다. 고전적 관리이론에서의

리더는 조직의 성공과 구성원의 만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면

서 성과 창출을 위하여 조직 구성원 간 직무를 나누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잘 훈련된 고성과자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9) Van Wart(2013)의 리더십 분류 기준에 따르면 윤리적 측면의 리더십 이론으

로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진성 리더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Northouse(2013)는 윤리적 리더십의 원칙으로 타인존중, 타인을 위한 봉사, 정

의감 표출, 정직성 표출, 공동체 구축이라는 5개의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번트 리더십과 진성리더십도 넓은 관점에서 윤리적 리더십

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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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의 성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그

것을 구성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고전적 관리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은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인데, 과학

적 관리론에서는 분업과 작업의 과학적 조직화 노력, 성과급 지급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관리방법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과학적 관리론은 작업장 수준에서의 근로자만 분석한다는 이론적

한계가 있으며 근로자의 생산성 못지않게 관리자의 생산성도 중요하기 때

문에 관리자의 관리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행정관리론이 등장하였다.

행정관리론은 먼저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설정한 후 이 일

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를 다룬다. 즉 행정관리론에서는 관리자가 능률적인 일의 수행을 위해서

취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한다(김병섭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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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소

행정관리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Fayol이 있는데 그는 <표 2-6>과 같은

14가지 관리원칙을 제시하였다.

<표 2-6> Fayol의 관리원칙10)

관리원칙 내 용

분업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의 수를 줄여서 업무의 전문화를 기함

권한과책임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음

규율
규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
로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지킬 의무가 있음

명령 통일 근로자는 단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함

업무일원화 목적이 같은 활동은 한 사람의 책임자가 하나의 계획 하에 추진

전체이익우선 근로자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을 압도해서는 안됨

보상 보상은 공정해야 하며, 노력에 상응하도록 의욕을 북돋을 수 있
어야 하고,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과다하게 지불되어서는 안됨

집권화 집권화 또는 분권화의 문제는 비율의 문제로서 관리자의 경험
등에 따라 달라짐

위계서열
최고 관리자로부터 최하위 계층까지 이어지는 명령은 연쇄관
계를 이루나 모든 의사소통은 상급자의 이해를 전제로 하여
하급자간의 직접적 수평적 의사전달도 가능해야 함

질서 물건이나 사람은 자리가 할당되어 항상 제자리에 위치되어야 함

형평 근로자가 실제로 형평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인력의
안정성

종업원이 새로운 일을 익히고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력의 안정이 필요

자발성 자발성은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사항이므로 근로
자들의 자발성의 실험을 허용해야 함

단결 회사의 인사내에서의 조화와 단결은 그 회사의 강력한 힘이므
로 단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10) 김병섭 외(2008), 『휴먼조직론』, 대영문화사, 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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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ick은 Fayol의 영향을 받아 관리자의 핵심기능으로 계획(Planning),

조직(Organizing), 인사(Staffing), 지휘(Directing), 조정(Coordinating),

보고(Reporting), 예산(Budgeting)을 들었는데, 이 영문의 첫머리 글자를

따서 POSDCoRB라고 칭하기도 한다(김병섭 외, 2008: 78). Gulick이 관

리자의 핵심으로 제시한 관리활동의 개념을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표 2-7> Gulick의 관리자의 핵심기능11)

구 분 내 용

계 획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윤곽을 세움

조 직
수립한 계획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인 직무와 권한을 배분하여 공식적인 구조를 갖추도록 함

인 사 직원들을 채용하고 훈련시키며, 알맞은 근무조건을 유지하도록 함

지 휘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르도록 함

조 정 조직 내의 여러 부서 상호간에 협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함

보 고 상사나 관리자에게 업무의 진행과정이나 결과 등을 보고함

예 산 조직의 목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고 회계를 담당함

3. 리더의 계층에 따른 차이

최항순(2016)은 Fayol의 관리원칙은 최고관리자에게 특히 중요하며,

Gulick이 제시한 POSDCoRB 이론 역시 최고관리자에게 필요한 기능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고전적 관리

기능이 최고계층 리더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

고전적 관리이론이 유행한 시기(19세기 후반부터 1930년까지)에는 조직

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직의 목표(최항순, 2016)였기 때

문에 당시의 시대적 배경 하에서는 관리기능은 최고계층 관리자에게 중

11) 행정학용어 표준화 연구회(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네이버 지식백과에 수록된 내용 발췌



- 21 -

요하게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조직의 생

산성만을 중시하는 관리자의 역할보다는 조직의 변화를 추구하고 조직

구성원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관리자와 리더의

개념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관리자들은 안정, 질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반면에 리더는 유연성, 혁신,

적응을 중시하며, 관리자들은 일을 수행하는 방식에 중점을 둔다. 관리자

들은 구성원들이 일을 더 잘하여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

는 반면 리더는 일 자체가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

려고 노력한다.(Yukl, 2013: 9).

Kotter(1990)는 관리는 예측 가능성과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고

리더십은 조직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두 가지

역할은 모두 필요하지만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관리역할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관료주의를 유발할 수 있고,

리더십역할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질서를 훼손하고 비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Yukl, 2013: 9 재인용).

Bennis와 Nanus(1985)는 흔히 인용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두 개

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관리자는 일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고, 리

더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다(Northouse, 2013 : 2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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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와 리더십의 기능을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2-8>과 같다.

<표 2-8> 관리와 리더십의 기능비교12)

관 리 : 질서와 안정성 추구 리더십 : 변화와 발전의 추구

계획ㆍ예산

-행동지침의 설정, 계획표 작성

-자원의 배분

방향설정

-비전 및 전략설정

-전체적인 상황의 확인

조직화ㆍ충원

-조직구조의 설계, 직무배치

-규칙과 절차의 개발

목표를 위한 제휴ㆍ협력

-목표에 대한 의사소통

-헌신과 몰입 추구, 팀과 연합체의 구축

통제ㆍ문제해결

-인센티브제도의 수립

-창의적인 해결책, 수정조치

동기유발 및 의욕(영감)의 고취

-의욕과 활기의 고취, 자율권 부여

-미충족된 욕구의 충족

* 자료 : John P. Kotter, A Force for Change : How Leaders Differs From

Manegement, p.3-8, 1990, New York : Free Press

이와 같은 관리와 리더십의 개념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고전적 조직이

론이 강조되던 시대에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활동이 최고

계층 리더에게 필요한 기능이었겠지만, 조직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요구하는 최근의 리더십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관리

활동은 오히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어진 과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여야 하는 하위계층 리더에게 필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12) Northouse(2013), 『리더십 이론과 실제』, 경문사, p.1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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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거래적·변혁적 리더십

1. 거래적 리더십

1) 개 념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과의 관계를 교환관계라는 관점에서 설

명한다. 리더가 상황에 따라 보상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으

로 이해 할 수 있다(이효영, 2014). 거래적 리더는 부하에게 책임을 부여

하고 목표를 알려주는데(이효영, 2014),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는 조직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을 얻어내는 대신 리더가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여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하게 만드는 상호적인 관계로 이

해할 수 있으며, 거래적 리더들은 조직의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래적 리더들의 역할은 리더라기보다는 관리자로서의 역

할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이제학, 2003).

Van Wart(2013)는 거래적 리더십을 리더와 구성원 간의 비용-효과의

교환 거래 관계에 바탕을 둔 리더십이라고 설명하는데, 리더는 부하에게

목표와 보상을 명확히 알리고, 부하는 보상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상을

받기 위하여 성과 달성에 더욱 노력하게 되므로 보상 수준이 큰 직원일

수록 더 적극적인 태도와 높은 생산성을 보이게 된다. 거래적 리더는 조직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보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하며, 조직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성과달성에 대한 보상 수준이 크도록 해야 하며,

목표 설정 등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

렴하여 목표에 따른 보상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 하고 직원의 자발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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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소

리더십 이론별로 해당 리더십을 설명하는 세부 구성요소는 학자마다 달리

정의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후 선행연구들

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 구성요소에 대해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거래적 리더십은 주로 변혁적 리더십과 비교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선행연구들에서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무엇으로 정의하였는지 정리

해 보면 <표 2-9>와 같다.

<표 2-9>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연구자(연도)

조건적 보상,

예외적 관리

* Bass(1985)

윤은숙(2009), 이효영(2014), 한봉주(2010),

류종용(2016), 이종진(2009), 김영재(2007),

박미정(2007), 권영희(2014), 정병을(2010),

손효종(2015), 이선영(2009), 최송이(2008),

오효단(2007), 유영철(2012), 장혁진(2010),

전원보(2007), 김지한 외(2010), 박상욱(2006),

한봉주(2009)

조건적 보상,

예외적 관리
자유방임

금리(2013), 최진국(2012)

* 이형우(2015) : 조건적 보상만 포함

주) 밑줄 친 연구는 연구대상 리더의 계층을 특정(최고관리자 또는 중간관리자)한 경우

이며13), 리더의 계층에 따라 구성요소가 달리 적용되고 있지는 않음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별로 리더의 계층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

날 수 있으나 거래적 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연구대상 리더를 특

정한 경우만 일부 있을 뿐, 리더를 계층별로 비교하여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는 Bass(1985)가 제시한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며, 그

세부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최고관리자로 특정한 연구는 권영희(2014,병원장), 정병을(2010,의료기관장),

최송이(2008,지자체장)이며, 중간관리자로 특정한 연구는 이효영(2014, 팀

장), 이선영(2009, 팀ㆍ과장), 오효단(2007, 팀ㆍ과장), 장혁진(2010, 위관급장

교), 최진국(2012, 부ㆍ차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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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건적 보상

구성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리더와 구성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격려, 급여인상, 승진, 보너스 등이 주

어지고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학, 2003: 9).

② 예외에 의한 관리

조직의 지속적인 현상 유지를 중요시하는 리더의 행태를 의미하는데 구

성원이 일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이탈했을 경우에 한하여

리더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제학, 2003: 9). 예외관리는 적극적,

소극적 형태를 취하는데 적극적 형태의 예외관리는 리더가 구성원들의

실수와 규칙위반을 항시 살피며 즉시 수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극적 형태의 예외관리는 구성원들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문제가 나타

난 후에만 개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Northouse, 2013: 270).

2.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론은 1978년 Burns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는데, 이

이론은 기존의 리더십 이론들이 리더와 하급자간의 교환적인 관계를 중시

한 거래적 리더십에 치중해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특히 Burns 이후 변혁

적 리더십이론을 발전시킨 Bass는 리더와 구성원이 거래관계에만 머무른

다면 장기적으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

혁적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백기복, 1994)

1) 개 념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조직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감지하고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조직 구성원에게 제시하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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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이며 조직의 미래 비전과 조직구성원 간의 공동체적인 사명감을 강

조하고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변화를 촉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Van Wart(2013)는 변혁적 리더는 강한 내적 가치관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조직 구성원에게 영감을 주어 자신의 이익 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리더는 무엇이 변화해야 되는지 구체적

으로 알 필요는 없고, 단지 조직 구성원이 더 높은 업무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부여를 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리

더가 독단에 빠질 때는 조직 전체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변혁적 리더십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하여 폭넓게 연구되고 있는데 그간

연구되어온 변혁적 리더의 특성에 대해 정리해 보면 <표 2-10>과 같다.

<표 2-10> 변혁적 리더의 특성14)

연구자 변혁적 리더의 특성과 전략

Bass(1985)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 분발 고취

Bennis &

Nanus(1985)

비전을 통한 관심 확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의미 창출,

신뢰구축, 자기관리

Kouzes &

Posner(1987)

조직 현상에 도전 가하기, 조직에 공유비전 불어 넣기, 구성

원이 마음껏 행동 펼칠 수 있게 하기, 모범보이기, 구성원을

정서적으로 고양하기

Tichy &

Devanna(1997)

자기 자신을 변화주도자로 간주, 용기, 타인신뢰, 핵심적 가

치관의 명확한 표출, 지속적 학습, 불확실성 극복 능력, 비

전의 창출과 제시

Sashkin(1986)

이미지를 구축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 중요한 문제에

관심의 초점을 맞춤, 계산된 위험을 감수, 일관성과 신뢰성

있는 행동

Trice &

Beyer(1993)

리더가 조직의 이념 및 가치관, 신념, 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

14) 조선일(2015), “공공부문 리더십 특성요인 연구 : 장관을 중심으로”, 한국인

사행정학회보 제14권 제3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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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소

변혁적 리더십 이론을 처음 제시한 Burns(1978)는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

구성요소로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후 Bass(1985)는 Burns의 연구에 기초하여 변혁적 리더십을 보다 정교하

게 다듬어서 개정이론을 제시하였는데,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로 영감

적 동기부여를 추가 하였다. 이후 Bass & Avolio(1997)에 의해 카리스마

는 이상화된 영향력으로 수정되기도 하였다(조혜정, 2012).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무엇

으로 정의하였는지 정리해 보면 <표 2-11>과 같다.

<표 2-11>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연구자(연도)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

* Burns(1978)

윤창섭(2011), 이재은(2007), 강리경(2016),

오현옥(2012), 이선영·손호중(2013), 손효종(2015),

신황용·이희선(2015), 권영희(2014), 정병을(2010),

이선영(2009), 최송이(2008), 유영철(2012),

장혁진(2010), 김지한 외(2010), 박상욱(2006)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

* Bass(1985)

영 감 적

동기부여

진광선(2014), 윤상웅(2005), 박혜광(2013),

김성환(2012), 오운균(2007), 윤은숙(2009),

김형래(2005), 이효영(2014), 류종용(2016),

이종진(2009), 박미정(2007), 오효단(2007),

전원보(2007), 나병인(2015), 김영재(2007)

이상화된 영향력,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

* Bass & Avolio(1997)

영 감 적

동기부여

금리(2013), 최진국(2012)

* 한봉주(2009,2010) : 영감적 동기부여 제외

* 기타

이정일(2013) :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동기부여

이형우(2015) : 개별적 배려, 비전 제시, 동기부여, 긍정적 사고

 주) 밑줄 친 연구는 연구대상 리더의 계층을 특정(최고관리자 또는 중간관리자)한 경우

이며15), 리더의 계층에 따라 구성요소가 달리 적용되고 있지는 않음

15) 최고관리자로 특정한 연구는 김형래(2005, 기관장), 권영희(2014,병원장), 정병을

(2010,의료기관장), 최송이(2008,지자체장), 나병인(2015, 공공병원장)이며, 중간관리

자로 특정한 연구는 이효영(2014, 팀장), 이선영(2009, 팀ㆍ과장), 오효단(2007, 팀

ㆍ과장), 장혁진(2010, 위관급장교), 최진국(2012, 부ㆍ차장), 이재은(2007, 팀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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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은 Burns(1978)와 Bass(1985)가 제시한 개념이며, 본 연구에서는

Burns의 이론을 발전시킨 Bass의 정의를 중심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기로 하며, 세부 내용16)은 다음과 같다.

① 카리스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리더가 제시한 비전을 따르도록 만드는 특별한 능

력을 가진 사람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카리스마적 리더는 구

성원들에게 강력한 역할모델이 되는데 구성원들은 이러한 리더의 행동을

본받으려고 하며, 그들을 존경한다.

② 지적 자극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자극하고, 구성원들이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접근을 시

도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지원하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③ 개별적 배려

개별적 배려를 하는 리더는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욕구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구성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구성원의 성장을 돕기 위해 권한위임을 하기도 한다.

④ 영감적 동기부여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높은 기대를 보내며, 구성원간에 공유된 비전을

실현하는 데 헌신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더는 구

성원들 개개인의 이익추구를 뛰어넘어 조직의 목표달성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정서적 호소를 하거나, 집단 목표를 위한 상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16) 변혁적 리더십의 4가지 구성요소의 개념은 Northouse(2013), 『리더십 이론

과 실제』, 경문사, p.266-268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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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가.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기타 영향에 관한 연구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변혁적 리더십은 대

체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그 영향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카리스마는 직무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직몰입에 유의

한 영향을 주며(윤상웅, 2005 ; 오운균, 2007), 개별적 배려는 직무만족에,

지적자극은 조직몰입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

현옥, 2012).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요약정리하면 <표 2-12>와 같다.

<표 2-12>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윤창섭

(2011)

근로복지공단

소속 어린이집

보육교사260부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조직몰입

-애착,근속

직무만족

-상사의감독

-업무

변혁적리더십이 조직

몰입 및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침

진광선

(2014)

충남 C시

공무원 225명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영감적

동기부여

신뢰

조직시민행동

조직유효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1.변혁적리더십 중 카

리스마와 지적자극은

신뢰에 정(+)의 영향

을 미치며, 조직시민행

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2.상사를 신뢰할 경우

조직몰입은 가져올 수

있으나 직무만족까지

는 가져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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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윤상웅

(2005)

서울시 구청

공무원 119명,

삼성SDS등

5개사 129명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영감적

동기부여

직무만족

조직몰입

-정서몰입

-근속몰입

-규범몰입

1.직무만족의 경우 지적

자극과 개별적 배려가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

으며, 조직몰입의 경우

카리스마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2.민간부분의 경우 변혁

적 리더십이 조직효과

성에 일부 기여하며, 공

공부문은 유의미한 결

과를 내지 못함

오운균

(2007)

5급이하 충북

공무원 387명

및 건설업체

직원 536명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분발고취

직무만족

-직무자체

-대인관계

-임금승진

조직몰입

-정서적몰입

-지속적몰입

1.공공조직의 직무만족

에 있어서 카리스마 요

인만 영향을 주지 못했

으며, 조직몰입에 있어

서는 개별적배려 요인

은 영향을 주지 않았음

2.민간부문은 지적자극

요인이 직무만족 및 조

직몰입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

3.변혁적리더십은 민간

조직보다 공공조직에서

더 큰 영향을 발휘함

이정일

(2013)

대구경북지역

공공구호기관

종사자 196명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동기부여

-개별적

업무격려

임파워먼트

-의미성

-유능함

-자기결정

-영향력

-의사소통

조직효과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변혁적리더십은 임파

워먼트,의사소통,조직

효과성에 각각 정(+)

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

이재은

(2007)

대학교 교직원

285명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조직몰입

-정서적몰입

-근속적몰입

-규범적몰입

변혁적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조직

몰입도가 높게 나타났

으며, 하위변인중에서

는 카리스마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오현옥

(2012)

공공스포츠

조직 구성원

218명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직무만족

조직몰입

1.변혁적리더십은 직무

만족 및 조직몰입에 긍

정적영향을 미치며, 변

혁적리더십의 하위요소

중 카리스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2.개별적배려는 직무만

족에, 지적자극은 조직

몰입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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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변혁적 리더십은 조

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혜광, 2013 ;

김성환, 2012), 신황용·이희선(2015)의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중 ‘카리스마’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요소들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요약정리하면 <표 2-13>과 같다.

<표 2-13>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박혜광

(2013)

중국 공공기관

종사자 278명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영감적

동기부여

절차공정성

조직시민행동

-이타성

-양심성

-예의성

-시민정신

-스포츠맨십

1.절차공정성과 조직

시민행동간에 정(+)의

관계가 있으며, 변혁

적리더십은 절차공정

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음.

2.절차공정성은 변혁

적리더십과 조직시민

행동간의 관계에서 부분

적인 매개효과를 보임

김성환

(2012)

공공기관

종사자 605명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학습조직구축

-지속학습

-연구대화

-팀학습

-자율역량

조직시민행동

-이타적행동

-양심적행동

-예의바른행동

-참여적행동

변혁적리더십은 학습

조직 구축 및 조직시

민행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조직

구축을 매개로 조직시

민행동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신황용

이희선

(2015)

수산업협동

조합 직원

307명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리더신뢰 조직시민행동

1.카리스마는 조직시민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쳤으나 개별적배

려와 지적자극은 영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고, 리더신뢰도 조직시

민행동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침.

2.지적자극을 제외한 카

리스마와 개별적배려는

리더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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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리더십의 기타 효과를 살펴보면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변화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나병인, 2015), 조직냉소주의(강리경, 2016), 직무스

트레스(이선영·손호중, 2013)에 부(-)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의 기타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요약정리하면 <표 2-14>

와 같다.

<표 2-14> 변혁적 리더십의 기타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나병인

(2015)

하권익,Kizer

사례연구

개인특성

-성격,권한

-직무경험

리더지각

-대내외

환경지각

-변화필요성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비전제시

조직변화

-전략,조직

-가치관,행동

병원장의 개인특성은 환

경과 변화필요성에 대한

리더지각에 영향을 미쳐

리더가 어떤 리더십 행

동이 적합한지 판단하게

하며 종국에는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냄

강리경

(2016)

우체국 직원

277명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계약위반
조직냉소주의

1.변혁적리더십은 조직

냉소주의와 심리적계

약위반에 부(-)의 영

향을 미쳤으며, 직무스

트레스는 조직냉소주의

와 심리적계약위반에

정(+)의 영향을 미침.

2.심리적계약위반은 변

혁적리더십과 조직냉

소주의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

이선영

손호중

(2013)

경기도 사회

복지공무원

683명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직무스트레스

변혁적리더십의 하위요

인 중 카리스마요인은

직무스트레스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며, 지적자

극요인은 오히려 직무

스트레스를 과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개별

적배려요인은 직무스트

레스를 낮춰주지 못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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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비교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 비교하여 이해할 때 그 개념을 보다 명

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효과를 비교한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를 비교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직

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기타 영

향에 관한 연구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은 대체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정, 2007 ; 손효종,

2015 ; 이선영 2009). 반면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몰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김영환, 2010 ; 오효단, 2007). 변혁적·거래

적 리더십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요

약정리하면 <표 2-15>와 같다.

<표 2-15>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김형래

(2005)

전남지역 지자

체 및 농협 각

22개,

지자체 658명,

농협 659명

전통적리더십

-구조주도

-배려,약속,보상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

(상황변수)

지역특성

-시,군

조직특성

-공공,준공공

직무만족

조직몰입

1.카리스마를 제외한

모든 리더십행태가 직

무만족에 긍정적영향

2.배려와보상, 지적자

극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가 조직몰입에 긍

정적 영향

3.변혁적리더십이 준

공공조직에서 보다 효

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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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금리

(2013)

중국세무청 ,

한국안행부

공무원 253명

거래적리더십

-업적에

따른 보상

-예외관리

-자유방임

변혁적리더십

-영감적

동기부여

-이상적영향력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직무만족

-동기요인

-위생요인

조직몰입

1.중국의경우 변혁적리

더십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

치지 않고 거래적 리더

십은 직무만족 및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침

2.한국은 직무만족은

중국과 반대의 결과를

보였으며, 조직몰입에

는 두 리더십 모두 영

향을 미치지 않음

김영재

(2007)

공공건설

현장감독자

154명

거래적리더십

-조건적보상

-예외적관리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비전제시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직무만족

-직무자체

-보수,승진

-동료관계

-감독스타일

-회사정책

카리스마적 요인과 동

기부여적 요인이 직무

만족에 통계적인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으며, 거래적리더십의

요인들은 모두 직무만

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

박미정

(2007)

경기도 공무원

133명

거래적리더십

-조건적보상

-예외적관리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분발고취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직무스트레스

-역할모호

-역할갈등

-업무량과다

조직효과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변혁적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조직효과성

에 더 큰 영향을 미쳤

으며, 거래적리더십 중

에는 조건적 보상이 높

을수록, 변혁적리더십

중에는 개별화된 배려

가 높을 수록 직무스트

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남

정병을

(2010)

공공의료기관

직원384명

거래적리더십

-상황적보상

-예외적관리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개인적배려

-지적자극

리더신뢰

조직시민행동

조직유효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

변혁적리더십과 거래

적리더십 모두 리더신

뢰와 조직시민행동,조

직유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유효성

에 비슷하거나 강한

효과를 보임

김영환

(2010)

경남도청

공무원 428명

리더십

-거래적

-변혁적

개인특성

-성별,학력

-직급,근무연수

조직갈등

-갈등원인:의존

갈등,역할갈등

-갈등관리:갈

등예방,갈등해

소,갈등자극

조직몰입

1.변혁적리더십은 조직

몰입에 정(+)의 영향

을 미치며,거래적리더

십은 부(-)의 영향을

미침

2. 역할갈등은 조직몰

입에 부(-)의 영향, 갈

등예방은 정(+)의 영

향을 미침. 개인특성

중 성별만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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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손효종

(2015)

경기도 소방

공무원 270명

거래적리더십

-조건적보상

-예외적관리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개인적배려

-지적자극

조직만족도

-조직몰입

-직무만족

변혁적,거래적리더십 모

두 직무만족 및 조직몰

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변혁적리더십

이 더 큰 영향을 미침

이선영

(2009)

경기도 지자체

공무원 555명

거래적리더십

-조건적보상

-예외적관리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개인적배려

-지적자극

임파워먼트

조직효과성

-조직몰입

-직무만족

1.변혁적리더십과 조직

효과성의 연계성이 거

래적리더십보다 크게

나타났음

2.변혁적리더십과 거래

적리더십 모두 임파워

먼트에 정(+)의 효과를

주며 임파워먼트는 조

직효과성에 정(+)의 효

과를 줌

오효단

(2007)

산동성에진출한

한국기업 직원

145명

거래적리더십

-보상

-예외관리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배려,자극

-관심

신뢰

직무만족

조직몰입

1.변혁적리더십과 거래

적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

며, 변혁적리더십이 거

래적리더십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침.

2.조직몰입과 신뢰에 있

어서 거래적리더십은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

주지 못하였음.

유영철

(2012)

관광서비스

노조 조합원

200명

인구학적특성

-성별,연령

-학력,임금

-결혼상태

거래적리더십

-조건적보상

-예외적관리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개인적배려

-지적자극

노조몰입

-헌신,자부심

-노력

-대의원출마의지

-간부요청에

응할의지

-위험부담수용

변혁적리더십과 거래

적리더십 모두 노조몰

입에 영향을 주며, 50

대이상의 높은 연령층

이 변혁적리더십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함

다음으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살펴보면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은 대체로 조직시민행동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이효영, 2014 ; 최송이,

2008), 일부연구(박상욱, 2006)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류종용(2016)의 연구에서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은 공공봉사동기를 매개로 하여 조직시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원보(2007)의 공·사 조직을 비

교한 연구에서는 사조직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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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한봉주(2010)의 연구에서는 공공조직의 경우 거

래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을 매개로 하여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선행연구를 요약정리하면 <표 2-16>과 같다.

<표 2-16>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이효영

(2014)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327명

거래적리더십

-조건적보상

-예외적관리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동기부여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조절변수)

리더성별

조직효과성

-리더에 대한

만족감

-조직시민행동

-조직몰입

-직무만족

1.변혁적리더십은 조

직효과성 모두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

쳤으며, 거래적리더십

은 조직몰입과 직무만

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

2.리더성별은 조절작

용을 하지 않음

한봉주

(2009)

공공기관 선진

화 추진대상

종사자 365명

조직문화

-개발,합의

-위계,합리

거래적리더십

-거래적보상

-예외적관리

변혁적리더십

-이상적인

영향력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구성원태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이타주의

-양심적행동

-예의바른행동

-시민정신

-스포츠맨십

1.조직문화 중 개발문화

와 합리문화, 거래적리더

십이 조직시민행동에 효

과를 보임.

2.조직문화, 리더십 그리

고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과 조

직몰입이 매개변수이나,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의

매개 작용을 통해 조직

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침

한봉주

(2010)

공공조직 선

진화 대상 7

개조직 365명,

sk네트웍스외

18개 조직

732명

조직문화

-개발,합의

-위계,합리

거래적리더십

-거래적보상

-예외적관리

변혁적리더십

-이상적인

영향력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이타주의

-양심적행동

-예의바른행동

-시민정신

1.민간조직의 변혁적리

더십이 조직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치며,

조직몰입의 정(+)의

매개효과가 있음

2.공공조직의 거래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침.

거래적리더십과 조직

시민행동 간의 관계에

서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의 정(+)의 매개효

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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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류종용

(2016)

중앙 및

지방공무원

865명

변혁적리더십

-이상적영향

(카리스마,행동)

-영감적동기

-지적자극

-개별적배려

거래적리더십

-연계보상

-적극적/소극적

예외관리

공공봉사동기

-공공봉사

호감도

-공공가치몰입

-동정심

-자기희생

조직시민행동

-개인지향적

-조직지향적

1.변혁적리더십은 공공

봉사동기에 정(+)의 영

향을 미치며, 거래적리

더십은 부(-)의 영향을

미침.

2.공공봉사동기는 조직

시민행동에 정(+)의 영

향을 미치며, 변혁적리더

십과 거래적리더십은 공

공봉사동기를 매개로 하

여 간접적 영향을 미침

최송이

(2008)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703명

거래적리더십

-상황적보상

-예외적관리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조직몰입

-정서적

-근속적

-규범적

조직시민행동

-이타주의

-양심성

-예의성

-시민정신

-스포츠맨십

변혁적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

에 정(+)의 영향을 미치

며, 조직몰입의 경우 규

범적몰입과 정서적몰입

이 조직시민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침

전원보

(2007)

공공조직 232명,

사조직226명

거래적리더십

-조건적보상

-예외적관리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동기부여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1.변혁적리더십과 거

래적리더십은 모두 조

직효과성에 정(+)적영

향을 미치며, 변혁적

리더십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남.

2.변혁적리더십은 조

직몰입과 조직시민행

동에 미치는 영향이

사조직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적리더십은 차이

가 없음

박상욱

(2006)

공공스포츠조

직 직원 247명

거래적리더십

-상황적보상

-예외적관리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직무몰입 조직시민행동

1.거래적리더십은 조직

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변혁적

리더십의 경우 지적자

극은 조직시민행동과

유의미한관계가 없었음.

2.변혁적리더십은 직무

몰입을 경유하여 조직

시민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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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기타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변혁적 리

더십은 거래적 리더십보다 사업성과(이종진, 2009), 신뢰(권영희, 2014), 인사

공정성(김지한 외, 2010)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형

우(2015)의 연구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은 직무소진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

만 변혁적 리더십은 그러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의 기타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요약정리하면 <표2-17>과 같다.

<표 2-17>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기타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이종진

(2009)

공공기관 종사

자중프로세스

혁신 유경험자

176명

거래적리더십

-조건적보상

-예외적관리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부여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프로세스혁신 사업성과

1.변혁적리더십이 거

래적리더십보다 프로

세스 혁신 및 사업성

과 달성에 더 많은 영

향을 미침

2.업무가 단순하지 않

고 조직이 관료화되지

않으며 구성원의 업무

처리 능력이 높을 수

록 변혁적리더십과 상

호작용하여 프로세스

혁신을 강화하고 높은

사업성과를 창출

권영희

(2014)

공공의료기관

직원 104명

거래적리더십

-상황적보상

-예외적관리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개인적배려

-지적자극

신뢰

-인지적

-정서적

병원장의 리더십에 대

해 거래적리더십보다

변혁적 리더십을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을 많이 발휘할수록

병원장에 대한 신뢰는

높아짐

김원형

(2012)

민 간 출 신

CEO 사례

변혁적리더십

-비전재정립

-직접소통

-혁신사상

거래적리더십

-공개경쟁

보직제도

-MBO인사평가

-성과연봉제

조직문화

-혁신문화

조직성과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직원만족도

공기업의 권위적이고 안

정지향적인 관료문화를

혁신지향적 문화로 개혁

하는데 CEO의 변혁적리

더십과 거래적리더십 양

자를 적절하게 행사할

때 구성원들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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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장혁진

(2010)

보병대대

병사 137명

거래적리더십

-조건적보상

-예외적관리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개인적배려

-지적자극

리더십유효성

-조직몰입

-직무만족도

-공직서비스

동기

변혁적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나, 직무만족에는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공공서비스동기

에는 부분적으로 영향

을 미침

최진국

(2012)

한국남동발전㈜

직원379명

변혁적리더십

-이상적영향력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자극

-개별적배려

거래적리더십

-조건적보상

-예외적관리

비리더십

-자유방임

리더십 개발

수요

-필요인식 리

더십 수준과

현재 평가된

리더십 수준

차이

영향력,동기부여,지적

자극,개별배려,업적보

상의 리더십요소에서

차장의 리더십개발수

요가 부장보다 크게

나타남

*부장과 차장의 구분

김지한

외

(2010)

공공기관종사

자 741명

거래적리더십

-조건적보상

-예외적관리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개별적배려

-지적자극

공공기관유형

-공기업형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연구형

인사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1.변혁적리더십과 거래

적리더십 모두 인사공

정성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치며

변혁적리더십이 보다

강한 영향을 미쳤음

2.공기업형,위탁집행형,

연구형 공공기관에서

는 거래적리더십이 인

사공정성 인식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침

이형우

(2015)

대전지역

공기업 직원

357명

경쟁스트레스

업무과부하

변혁적리더십

-개별적배려

-비전제시

-열정 및

자신감고취

-긍정적사고

거래적리더십

-상황적보상

직무소진

1.스트레스와 업무과부하

는 모두 직무소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거래적리더십은 직무소

진의 정도를 감소시킴

2. 변혁적리더십은 직무

소진을 낮추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만 업무과부

하가 직무소진으로 이행

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

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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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된
영향력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

영감적
동기부여

업적에 따른 보상
+

예외관리 기대된 성과 기대를 초월한 업적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3. 리더의 계층에 따른 차이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들의 효과성이 리더의 계층

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두 리

더십의 개념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의 한계를 비판하며 이론을 발전시켜 왔

는데 거래적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욕구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여 그들을

리더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유형이라면 변혁

적 리더십은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동

기와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이 공동의 선과 목표를 추구하도

록 이끌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황요완, 2015). Bass and Avolio(1990)의

연구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를 거래적 리더십과 비교하여 [그림

2-3]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을 통해 구성

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초월하여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

다는 점에서 거래적 리더십과 차이가 있다(Northouse, 2013).

[그림 2-3] 변혁적 리더십의 추가적인 효과17)

* 자료 : Bass and Avolio, “The implications of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for individual, team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1990, Research
in organizational change and development 4, 231-272

17) Northouse(2013), 『리더십 이론과 실제』, 경문사, p.26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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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2-18>

과 같다.

<표 2-18>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의 비교18)

구 분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현 상 현상변화 현상유지

목표지향
일반적 현상보다 매우 높은

이상적인 목표지향

현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목

표지향

시 간 장기적 전망 단기적 전망

전략적

동기부여

조직원들에게 자아실현과 같은

높은 수준의 개인적 목표를 동

경하도록 동기부여

조직원들에게 즉각적이고 가

시적인 보상으로 동기부여

행동표준
변혁적이고 새로운 시도에 도전

하도록 조직원 격려

조직원들이 규칙과 관례를

따르기를 좋아함

문제해결

질문을 하여 조직원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격려하거나 조

직원과 동참

조직원들을 위해 문제를 해

결하거나 조직원들에게 해답

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

특 징

카리스마

-역할모델(존경과 신뢰)

-자부심을 주입

개별적 배려

-개인에게 관심, 지도 및 충고

지적 자극

-지식, 합리성

-문제해결 능력 증진

영감적 동기부여

-비전과 사명감을 제공

-조직목표에 헌신

조건적 보상

-노력에 대한 보상 및 교환

-성과에 따른 보상 차별화

-성과 인정

예외에 의한 관리

-표준의 차이 시정 조치

-표준에 명백한 이탈 시 개입

18) 손효종(2015), “소방조직의지휘관리더십유형이조직만족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p.27 에 내용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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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건적 보상은 단기

적인 성과를 중시하고 예외에 의한 관리는 규정에 따른 정확한 업무처

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하위계층 리더에게 중시된다

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변혁적 리더십 이론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변화를 중

시하기 때문에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

위계층의 리더에게 중시된다고 볼 수 있다.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구성요소들은

리더의 계층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카리스마와 영감적

동기부여는 최고계층 리더에게 적합하고 유리한 반면, 개별배려와 지적

자극은 부하들과 접촉이 잦은 중간계층 리더에게 더 자주 활용될 수

있다(김호정, 2001: 213).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들은

리더의 계층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살

펴본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리더를

계층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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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윤리적 측면의 리더십

1. 윤리적 리더십

권력을 갖고 있는 리더는 조직과 조직 구성원들을 이용해서 리더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만듦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이 리더 자신에게 복종하

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Beu & Buckey, 2004 ; Hinrichs, 2007)19).

이처럼 조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의 권력 남용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

1) 개 념

윤리적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정의들을

제시하고 있다. Gini(1997)는 리더의 의사결정, 관여하는 행동,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있어서 리더가 사회적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정의하고, Ciulla(2003)은 윤리적 리더십을 올바른 이유를 위

해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일을 하도록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도덕적 인

간의 영향력으로 정의하며, Northouse(2013)는 윤리적 리더십을 어떠한 좋

은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바른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공공의 이익을 달성

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20)

Brown et al(2005)은 윤리적 리더십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데 첫째는 정직, 배려, 신뢰, 공정을 특징으로 하는 리더의 자질 측면이며,

둘째는 의사소통, 강화, 역할모델을 중심으로 한 관리자의 역할 측면이다.

19) Yukl(2013), 「현대 조직의 리더십 이론」, 시그마프레스, p.505 재인용

20) 최도림 외(2016), “공무원이 지각하는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직

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윤리풍토의 매개효과”, 한국인사행정학

회보, 제15권 제2호: p17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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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 Trevino(2006)도 다양한 기업조직의 관리자와 윤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윤리적 리더십에는 두 가지 차원 즉 ‘도덕적 사

람’(moral person)과 ‘도덕적 관리자’(moral manager)가 있음을 밝혔다.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 두 가지 차원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윤리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기본적 구성요소로 인정받고 있으며(Heres &

Lasthuizen, 2012) 윤리적 리더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사람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덕적 관리자도 되어야 한다(Trevino et al., 2000)21)는 점이

강조된다.

이처럼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된 윤리적 리더십의 개념을 정리하면

<표 2-19>와 같다.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한 개념적 특징은 앞서 살펴보

았듯이 윤리적 리더는 도덕성을 갖추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역할모델, 의사

소통,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직 내에 윤리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윤

리적 관리자의 역할을 하여야 된다는 점이다.

21) 김호정(2013), “공공조직의 윤리적 리더십”, 한국조직학회보, 10(2), 32-3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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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윤리적 리더십의 개념

연구자 구성요소

Kanungo &

Mendonca(1998)
리더의 동기부여, 리더의 영향력 전략, 리더의 특성

Solomon(1999)
양심적 행동, 결정력, 공정성, 정직, 온화함, 인내, 열정,

용기, 책임감

Guillen &

Gonzalez(2001)

성실성, 결정력, 공정성, 정직, 온화함, 인내, 열정, 용기,

책임감

Trevino, Brown

& Hartman(2003)

인간중심, 올바른 일을 하는 것, 정직성, 신뢰성, 양심적

행동, 열린 의사소통, 수용적 청취자

Khuntia &

Suar(2004)
신중함, 자부심, 인내, 헌신

Zhu, May &

Avolio(2004)
도덕적 용기, 집단의 이익 중시

Brown at al.

(2005)

-자질 : 정직, 배려, 신뢰, 공정

-역할 : 의사소통, 강화(보상, 규제활용), 역할모델 등

Trevino et al.

(2006)

1) 윤리적 인간

-개인특성(청렴,정직,신뢰성)

-행동(올바른 일, 배려, 개방성, 개인적 윤리)

-의사결정(가치관,객관성,공정성,사회배려,윤리기준준수)

2) 윤리적 관리자

-가시적 행동을 통한 역할 모델링

-보상과 징벌

-윤리 및 가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Resick et al.

(2006)

개인의 성격 및 성실성, 윤리적 인식, 공동체 및 인간중

심, 집단적 동기부여, 격려와 권한 위임, 윤리적 책임관리

Northouse(2013)
타인존중, 타인을 위한 봉사, 정의감 표출, 정직성 표출,

공동체 구축

Eisenbeiss(2012) 인간, 책임성 지속가능성, 정의, 절제

조경훈(2008) 분배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투명성, 공헌성, 정직성

김호정(2013) 인간지향성, 정의지향성, 사회적 책임성, 절제

* 자료 : 이현주(2016) 및 김주현(2015)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내용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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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소

윤리적 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윤리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무엇

으로 정의하였는지 정리해 보면 <표 2-20>과 같다.

<표 2-20> 윤리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구성개념 연구자(연도)

자질:정직,배려,신뢰,공정

역할:의사소통,강화(보상,규정

활용),역할모델

(Brown et al, 2005)

이현주(2016), 김순영(2014), 김종대(2012),

이유선(2010), 김윤정(2015), 안성은(2016),

주은혜(2014), 김주현(2015), 김현철(2016),

박준엽(2014),

성실성, 공정성, 정직성,

투명성, 책임성
정상춘(2012)

도덕적행동, 행동진실성,

맥락적진실성

(Moorman et al, 2013)

박재춘(2015)

주) 밑줄 친 연구는 연구대상 리더의 계층을 특정(최고관리자 또는 중간관리자)한 경우

이며22), 리더의 계층에 따라 구성요소가 달리 적용되고 있지는 않음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윤리적 리더십의 개념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Brown et al(2005)의 정의이다. 이들은 윤리적 리더

십을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강화 등

을 통해 구성원들의 윤리적인 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리더의 자질 측면을 강

조한 것인데 윤리적 리더가 규범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덕목인

정직, 신뢰, 공정의 행동을 보여서 리더로서 구성원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김호정, 2013), 윤리

적 관리자 측면은 아래와 같이 3가지 개념23)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2) 최고관리자로 특정한 연구는 주은혜(2014, 지자체장)이며, 중간관리자로 특

정한 연구는 박재춘(2015, 팀장)임

23) 윤리적 리더십의 관리적 측면의 3가지 개념은 김호정(2013), “공공조직의 윤

리적 리더십”, 한국조직학회보, 10(2), p.33-34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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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사소통

윤리적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과 개방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윤리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고, 구성원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그들의 윤리

적 행위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해 주어야 한다.

② 강 화

보상과 처벌을 통해 윤리기준의 준수를 강화시킨다는 의미이다. 윤리

적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만 윤리기준을 위반한 사람은 그에 상응

하는 처벌을 하게 된다.

③ 역할모델

구성원들이 규범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보여서, 리더

로서 정당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리더의 자질 측면과 중복될 수 있으나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가시적으로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직시

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기타 영향에 관한 연구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윤리적 리더십

은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를 살

펴보면 상사신뢰(이현주, 2016), 동기부여(김순영, 2014)가 매개효과가 있

으며, 청렴도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은혜, 2014). 박재

춘(2015)의 연구에서는 윤리적 리더십의 적하효과를 연구하였는데 차

상위리더의 도덕적 행동이 팀장의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구성원의 태도와 리더십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

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요약정리하면

<표 2-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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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이현주

(2016)

공공도서관

직원 259명

윤리적리더십

-자질:정직,배

려,신뢰,공정

-역할:의사소

통,강화(보상,

규제활용),역

할모델

상사신뢰

조직몰입

-정서적몰입

-지속적몰입

-규범적몰입

조직시민행동

-이타주의

-양심적행동

-예의및배려

-시민행동

-스포츠맨십

윤리적리더십은 조직

몰입 및 조직시민행동

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며, 상사신

뢰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

주은혜

(2014)

경남 기초지

자체 공무원

238명

윤리적리더십

-자질:정직,배

려,신뢰,공정

-역할:의사소

통,강화(보상,

규제활용),역

할모델

청렴도 조직몰입

윤리적리더십은 조직

몰입과 청렴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나,

청렴도의 매개효과는

없음

정상춘

(2012)

공무원 및

일반사업장

노동조합원

261명

노조윤리

-민주성,자주성

-공헌성,연대성

윤리적리더십

-성실성,공정성

-정직성,투명성

-책임성

노조몰입

-충성심

-책임감

-일할의지

-노조신념

노조윤리와 노조간부

의 윤리적리더십이 노

조몰입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며,

윤리적리더십의 영향

력이 더 크게 나타남

박재춘

(2015)

기업, 공공기

관 및 대학의

팀장-구성원

236쌍

윤리적리더십

-도덕적행동

-행동진실성

-맥락적진실성

차상위리더의

도덕적행동

(적하효과)

중간관리자인

팀장의 윤리

적리더십

(매개효과)

조직성과

-조직몰입

-이직의도

-리더효과성

-지각된팀성과

1.차상위리더의 도덕적

행동이 팀장, 구성원에

게 적하효과를 보임

2.윤리적리더십 중 맥락

적일관성은 오히려 구

성원의 태도와 리더십,

지각된 팀 성과를 떨어

뜨리는데 팀장이 상황

에 상관없이 자신의 가

치를 지키려고 하는 태

도는 조직성과에 부정

적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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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김윤정

(2015)

제주도 내외

의 기업 및

공무원 558명

리더십발휘동기

-정서적

-비계산적

-사회규범적

윤리적리더십

-자질:정직,배

려,신뢰,공정

-역할:의사소

통,강화(보상,

규제활용),역

할모델

리더십유효성

정서적팀몰입

리더십 발휘동기는 윤

리적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윤리적

리더십은 리더십 유효

성, 정서적 팀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치며,

윤리적리더십은 부분매

개 역할을 함

김순영

(2014)

공 공 조 직

155명 및 일

반사기업 직

원 177명

윤리적리더십

-자질:정직,배

려,신뢰,공정

-역할:의사소

통,강화(보상,

규제활용),역

할모델

동기부여

-위생요인

-동기요인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팀효과성

-팀성과

-팀몰입

윤리적리더십은 동기

부여와 팀효과성 하위

요인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윤리적

리더십과 팀효과성의

관계에서동기부여가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

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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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

주현, 2015 ; 박준엽, 2014 ; 김종대, 2012), 매개변수를 살펴보면 집단주의

성향이 매개효과가 있으며(김주현, 2015), 직무몰입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박준엽, 2014).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요약정리하면 <표 2-22>와 같다.

<표 2-22>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김주현

(2015)

일반기업 및

정부, 공공기관

종사자 257명

윤리적리더십

-자질:정직,배

려,신뢰,공정

-역할:의사소

통,강화(보상,

규제활용),역

할모델

개인주의-

집단주의성향

조직시민행동

-이타주의

-양심적행동

-예의및배려

-시민행동

-스포츠맨십

1.윤리적리더십은 조

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개인주

의 성향에는 유의하지

않았고 집단주의 성향

에 정(+)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쳤음.

2.집단주의 성향은 조

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쳤음

박준엽

(2014)

광주,전남 지

자체 공무원

363명

윤리적리더십

-자질:정직,배

려,신뢰,공정

-역할:의사소

통,강화(보상,

규제활용),역

할모델

직무몰입

직무성과

조직시민행동

-개인

-조직

1.윤리적리더십은 직무

성과 및 조직시민행동

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며,직무몰입에도 유

의한 영향을 미침

2.직무몰입은 윤리적리

더십과 직무성과의 관

계에서 부분 매개효과

를 보임

김종대

(2012)

국세청 공무

원 602명

성격적특성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안정성

-개방성

윤리적리더십

-자질:정직,배

려,신뢰,공정

-역할:의사소

통,강화(보상,

규제활용),역

할모델

조직시민행동

-이타성

-양심성

-예의성

-참여정신

-스포츠맨십

상사의 모든 성격적

특성이 윤리적 리더십

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며,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의 모든

구성 요소들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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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리더십은 기타 효과를 살펴보면 비윤리적 행동에 부(-)의 영향

(이유선, 2010), 조직정치지각을 매개로 하여 직무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안성은, 2016), 직무열의에 정

(+)의 영향(김현철, 201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리더십의 기

타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요약정리하면 <표 2-23>과 같다.

<표 2-23> 윤리적 리더십의 기타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이유선

(2010)

고양시 공무

원 355명

윤리적리더십

-자질:정직,배

려,신뢰,공정

-역할:의사소

통,강화(보상,

규제활용),역

할모델

윤리적가치관

(조절변수)
비윤리적행동

윤리적리더십이 부하

직원의 비윤리적 행동

에 부(-)의 영향을 미

치며, 부하개개인의

윤리적 가치관은 조절

작용을 하지 못하였음

안성은

(2016)

공공기관 및

기업체 861명

윤리적리더십

-자질:정직,배

려,신뢰,공정

-역할:의사소

통,강화(보상,

규제활용),역

할모델

(매개변수)

조직정치지각

-갈등회피분위기

-승진보상정책

-일반정치행위

(조절변수)

정치적기술

-인맥관리능력

-사회적통찰력

-대인관계영향력

혁신행동

직무소진

-정서적소진

-비인격화

-개인성취감

감소

윤리적리더십은 조직

정치지각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조직정

치지각이 직무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

며 혁신행동에 부(-)

의 영향을 줌

김현철

(2016)

H공공기관

305명

윤리적리더십

-자질:정직,배

려,신뢰,공정

-역할:의사소

통,강화(보상,

규제활용),역

할모델

잡크래프팅

-과업가공

-인지가공

-관계가공

직무열의

-활력

-헌신

-몰두

윤리적리더십은 직무

열의 및 잡크레프팅에

정(+)의 영향을 미치

며,잡크레프팅은 부분

매개효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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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번트 리더십

1) 개 념

서번트 리더십의 기원은 Greenleaf(1970)의 저술에서 시작되었고 그는 서

번트 리더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서번트 리더는

무엇보다 첫째로 그 자체가 섬기는 자이다. 그것은 섬기고자 하는 자연스

러운 감정에서 시작된다, 그런 의식적인 선택은 리더로 하여금 리드하기를

열망하게 한다.” (Northouse, 2013 재인용)

다른 리더십 이론들은 리더가 조직구성원을 이끈다는 관점에서 리더

십을 정의하지만 서번트 리더십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리더가 조직 구

성원을 받들고 섬긴다는 점에서 큰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데, Hale &

Field(2007)는 서번트 리더는 리더 자신보다 구성원들을 우선시하고 구성

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고 설명한다(Northouse, 2013). Gradham(1991)은

서번트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 행동을 보인다고 설명

하는데, 이는 서번트 리더십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Northouse,

2013).

배귀희(2009: 110)는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십을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있

어서 리더가 자기이익을 넘어서 사람들을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며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을 발전시키고 가치를 증진시키며, 공동

체를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리더십을 제

공하고, 권한을 나누며, 각 개인들의 공공선을 세우고, 전체 조직과 구

성원들을 조직을 통해 섬긴다고 설명하며, 협력과 조정을 강조하는 새

로운 거버넌스 상황에서 적실성이 높은 리더십 이론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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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번트 리더십은 아래의 <표 2-24>와 같이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폭

넓게 연구되었다.

<표 2-24>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

연구자 구 성 요 소

Sims(1997)
솔직한 대화, 상대의 입장을 이해, 공유 비전의 촉진, 타

인의 필요를 위한 노력, 성장, 공동체 형성과 협력의 장려

Spears(1998)
경청, 감정이입, 치유, 설득, 자각, 통찰, 개념화, 청지기정

신, 성장에 대한 몰입, 공동체 형성

Laub(1999)
인간존중, 인간개발, 공동체 구성, 진정성 실천, 리더십 제

공, 리더십 공유

Wong & Davey

(2007)

섬김 및 인간개발, 타인 상담 및 포용, 겸손 및 자아의식,

통합 및 진정성 모델링, 타인에 대한 영감고취

Barbuto &

Wheeler(2006)

이타적 소명, 감정적 치유, 지혜, 설득적 매핑, 조직 청지

기 정신

Dennis &

Bocarnea(2005)
위임, 신뢰, 겸손, 사랑, 비전

Liden et al.

(2008)

감정적 치유, 공동체를 위한 가치창조, 개념정의능력,

위임, 부하의 성장과 성공에 대한 지원, 구성원 우선,

윤리적 행동

Sendjaya et al.

(2008)

변혁적인 영향력, 자발적인 낮춤, 진정성, 초월적 영성,

계약적 관계, 책임있는 도덕성

Dierendonck,

D. V.(2011)

권한위임과 개발, 겸손, 진정성, 대인관계에서의 수용성,

방향 제시, 청지기 정신

배귀희(2009)
옳은 방향으로 이끔, 공동체 형성, 신뢰구축, 권한 분배,

공공선 추구, 조직을 통한 섬김

* 자료 : Dierendonck, D. V.(2011) 및 조정철(2015)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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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소

서번트 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서번트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무엇

으로 정의하였는지 정리해 보면 <표 2-25>와 같다.

<표 2-25> 서번트 리더십의 구성요소

구성개념 연구자(연도)

경청, 공감, 설득, 치유, 인식,

통찰, 비전제시, 구성원의 성장,

청지기의식, 공동체형성

* Spears(1998)

이운용(2013), 김석규(2015), 양윤모(2010),

하지영(2012), 김동원(2010), 안영희(2014),

하홍길(2013), 배귀희(2009)

이타적 소명, 감정적 치유,

지혜, 설득적 매핑, 청지기 정신

*Barbuto & Wheeler(2006)

조정철(2015), 양재근(2010), 이수창(2012),

김정광·송병주(2011)

* 권우덕(2010) : 청지기정신 제외

청지기정신, 성장

지원, 공동체형성

비전제시
김호선(2013), 양성석(2014)

* 마은경·오미옥(2013) : 청지기정신만 포함

인간적배려,

공감대

형성과 협력

황요완(2016)

* 기타

홍종열(2012) : 경청, 정직, 성장지원, 공동체 형성, 봉사

홍권표·윤동열(2013) : 상사와 부하의 동등성, 도덕성 및 윤리성

장경숙(2013) : 공감대 형성, 도덕성, 성장, 협동행동장려

이영균(2015) : 신뢰, 배려, 경청, 인간관계, 학습과 성장기회 제공, 책임감,

정직성, 비전제시, 솔선수범, 정보공유

 주) 밑줄 친 연구는 연구대상 리더의 계층을 특정(최고관리자 또는 중간관리자)한 경우

이며24), 리더의 계층에 따라 구성요소가 달리 적용되고 있지는 않음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서번트 리더십의 구성요소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 개념은 Spears(1998)가 제시한 10가지 구성요소인데, 이를 정리

하여 개념을 살펴보면 <표 2-26>과 같다.

24) 최고관리자로 특정한 연구는 없었으며, 중간관리자로 특정한 연구는 안영희(2014,

사립학교 행정실장), 황요완(2016, 경찰지구대장), 양성석(2014, 소방안전센터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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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서번트 리더십의 구성요소별 개념

구성요소 개 념 관련성

경청

서번트 리더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고, 부하에 대

한 존중과 수용적 태도로, 구성원의 의견을 주의 깊

게 잘 듣는 태도

공감대

형성

공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데, 구성원의 입장에서 상황과 견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행위

치유

업무로 인한 건강의 악화, 가족을 포함한 직장동료,

구성원들과의 관계악화와 같은 상처로부터 오는 구

성원들의 정서적 감정과 업무적 스트레스를 경감시

켜주는 행위

설득
리더로서 권위나 일방적인 지시나 통제가 아닌 쌍방

향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영향력을 행사는 행위

인지

다른 사람보다 주변 환경에 대해 더 잘 아는 것으

로, 전체적인 상황과 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함
구체적

방향통찰
경험과 직관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결과를 예측

할 수 있는 능력

비전의제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분명한 목표와 연결시

켜 방향을 설정해 주는 행위

청지기의식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무의식임. 리더에게 맡겨

진 역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신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 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그 결과가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서번트 리더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음

도덕성

구성원의성장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

며, 또한 잠재력을 발휘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성장

공동체형성

서번트 리더는 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며 구성원들은 공동체 구축이라는 더 큰 가치

와 자신들을 동일시 하며 공감하게 됨.

서번트 리더는 구성원들 간의 깊은 유대관계를 갖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의사

소통과 협력을 장려함

협력

행동

장려

* 자료 : 안영희(2014) 및 Northouse(2013)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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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기타 영향에 관한 연구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서번트 리더십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

보면 서번트 리더십은 대체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이운용, 2013 ; 김호선, 2013 ; 양성석, 2014 ;

홍권표, 2013 ; 이수창, 2012), 일부 연구에서는 조직몰입에는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홍종열, 2012), 장경숙(2013)의 연구에

서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변수로는 직무스트레스(이운용, 2013), 임파워먼트(김호선, 2013), 심리적

자본(홍권표, 2013)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번트 리더십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요약정리하면

<표 2-27>과 같다.

<표 2-27> 서번트 리더십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홍종열

(2012)

서울시 본청

및 종로구 공

무원 248명

거래적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서번트리더십

-경청,정직

-성장지원

-공동체 형성

-봉사

직무만족

-직무자체

-대인관계

-임금,상사

-승진

조직몰입

-정서적몰입

-근속적몰입

-규범적몰입

1.변혁적리더십과 서

번트리더십은 직무만

족에 정(+)의 영향

2.세가지 리더십 모두

조직몰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운용

(2013)

농어촌공사

2급이하 직원

1,027명

서번트리더십

-경청,공감

-설득,치유

-인지,통찰

-비전의제시

-구성원의성장

-청지기의식

-공동체성장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서번트리더십이 부하

직원의 직무스트레스

를 완화시켜 직무만족

과 직무몰입에 정(+)

의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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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장경숙

(2013)

서울시 기초

자치단체 공

무원 350명

거래적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서번트리더십

-공감대형성

-도덕성,성장

-협동행위장려

조직문화

조직효과성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몰입

1.변혁적,거래적,서번

트리더십 모두 조직효

과성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지만

직무만족에는 변혁적,

조직몰입에는 서번트,

직무몰입에는 거래적

리더십이 더 큰 영향

을 미침

2.조직문화의 경우 합

의,개발문화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김호선

(2013)

경기도 지역

보건의료기관

구성원 312명

서번트리더십

-청지기정신

-성장지원

-공동체형성

-비전제시

임파워먼트

-과업의미성

-역할수행력

-자기결정력

-업무영향력

직무만족

-직무자체

-상사와의관계

-동료와의관계

-승진기회

-보수

조직몰입

-정서적몰입

1.서번트리더십은 선택

적으로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침.

2.서번트리더십과 조직

효과성 간 관계에서 임

파워먼트는 부분 매개

역할을 함

양성석

(2014)

경기도 소방

공무원 268명

서번트리더십

-청지기의식

-성장지원

-공동체형성

-비전제시

정서노동정도

-심화행동

-표면행동

직무태도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서번트리더십은 직무

태도변화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정서노동은 표면행동

보다는 심화행동이 직

무태도에 더 강한 영

향을 줌

홍권표

윤동열

(2013)

수도권 기업

및 공공기관

470명

서번트리더십

-상사와 부하

의동등성강조

-도덕성 및 윤

리성 강조

심리적자본

-희망

조직몰입

-정서적몰입

-규범적몰입

서번트리더십은 희망

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으며, 동등성을 강조

하는 서번트리더십은

정서적몰입에, 윤리성

을 강조하는 서번트리

더십은 정서적몰입과

규범적몰입에 모두 유

의한 영향을 미쳤음.

희망은 매개효과를 보

여줌

이수창

(2012)

대구,경북,울산

소속 공무원

251명

서번트리더십

-이타적소명

-감정적치유

-지혜,설득

-조직의청지기

정신

조직시민행동

-이타성

-양심성

-예의성

-시민정신

-스포츠맨십

조직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서번트리더십은 조직시

민행동과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으며,조직시민행동이 서

번트리더십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

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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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번트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면 서번트 리

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권우덕, 2010 ; 안영희,

2014 ; 이영균, 2015), 공공서비스신념(양윤모, 2010), 조직몰입(양재근,

2010), 임파워먼트(김정광·송병주, 2011) 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

구를 요약정리하면 <표 2-28>과 같다.

<표 2-28>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권우덕

(2010)

서울시 6급이하

공무원 304명

서번트리더십

-이타적소명

-감성적치유

-지혜,설득

상사몰입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이타주의

-양심,예의

-시민정신

-스포츠맨십

지혜는 조직시민행동

에 긍정적 영향

이타적소명과 감성적

치유는 직무만족을 매

개로 유의미한 영향

양윤모

(2010)

보훈병원 종

사자 340명

서번트리더십

-경청,공감

-설득,치유

-인지,통찰

-비전의제시

-구성원의성장

-청지기의식

-공동체성장

(조절변수)

공공서비스

신념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서번트리더십은 직무만

족,조직몰입,조직시민행

동 모두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었으며, 공공서

비스 신념은 서번트리

더십과 조직몰입,조직

시민행동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보임

안영희

(2014)

경상북도 중

고등학교 행

정실 직원

206명

서번트리더십

-경청,공감

-설득,치유

-인지,통찰

-비전의제시

-구성원의성장

-청지기의식

-공동체성장

조직몰입

직무성과

조직시민행동

직무몰입

서번트리더십은 조직몰

입,직무성과,조직시민행

동 및 직무몰입에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

(+)의 상관관계가 있음

양재근

(2010)

공공스포츠센터

근무자 283명

서번트리더십

-이타적소명

-감정적치유

-지혜,설득

-청지기정신

조직몰입

-정서적몰입

-규범적몰입

-계속적몰입

조직시민행동

-양심적행동

-정당한행동

-참여적행동

-호의적행동

서번트리더십은 조직몰

입 및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몰

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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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김정광

송병주

(2011)

통합창원시

공무원 496명

서번트리더십

-이타적소명

-감정적치유

-지혜,설득

-청지기정신

임파워먼트

-의미성

-역량성

-자기결단력

-영향력

조직시민행동

-이타적행동

-양심적행동

-예의바른행동

-참여적행동

-정당한행동

서번트리더십은 임파워

먼트,조직시민행동과 유

의한 정(+)의 관계를 가

지며, 임파워먼트는 서

번트리더십과 조직시민

행동간의 관계에 부문

매개역할을 함

이영균

(2015)

경찰공무원,국

정원직원,군인

195명

서번트리더십

-신뢰,배려,경청

-학습과성장

-인간관계

-책임감,정직성

-비전제시,

-솔선수범

-정보공유

조직시민행동

-개인적

-조직적

서번트리더십이 개인적

조직시민행동과 조직적

조직시민행동 모두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

적 영향 관계가 있음

서번트 리더십의 기타 효과를 살펴보면 서번트 리더십은 공공봉사동기

(김석규, 2015), 임파워먼트(조정철, 2015; 하지영, 2012), 고객지향성(김동

원, 2010), 조직혁신(장원영, 2016)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번트 리더십의 기타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요약정리하면

<표 2-29>와 같다.

<표 2-29> 서번트 리더십의 기타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김석규

(2015)

특정직(군인,

경찰 ,국정원

직원) 공무원

161명

거래적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서번트리더십

-경청,공감,치유

-지각,설득

-개념화

-선견지명

-청지기정신

-인력성장헌신

-공동체구축

공공봉사동기

-합리적

-규범적

-정서적

조직몰입

-정서적몰입

-지속적몰입

-규범적몰입

1.거래적,서번트리더십은

공공봉사동기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긍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변혁적리더십은 부정

적영향을 미침

2.거래적리더십은 조

직몰입에 긍정적영향

을 미친 반면 변혁적

리더십은 유의미한 관

계 없음. 서번트리더

십은 규범적 몰입에

대해만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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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조정철

(2015)

기업 및 공

공기관 직장

인 222명

서번트리더십

-이타적소명

-감정적치유

-지혜

-설득적매핑

-조직 청지기

정신

임파워먼트

-과업의미성

-역할수행력

-자기결정력

-업무영향력

개인성과 및

행동

-선제적행동

-조직몰입

-직무성과

서번트리더십은 임파

워먼트,개인성과 및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임파워먼트

는 서번트리더십이 개

인성과 및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매개함

하지영

(2012)

대구광역시

시청 공무원

128명

거래적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서번트리더십

임파워먼트

-의미감

-역량

-자기결정력

-영향력

거래적,변혁적,서번트리

더십 모두 임파워먼트

와 유의미한 정(+)의 상

관관계가 있으며 서번

트리더십의 상관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김동원

(2010)

스포츠시설

종업원 314명

서번트리더십

-경청,공감

-설득,치유

-인지,통찰

-비전의제시

-구성원의성장

-청지기의식

-공동체성장

직무만족

-업무,보수

-승진,동료

-상사

조직몰입

-정서적

-유지적

고객지향성

-고객응대

-고객욕구충족

-서비스제공

-고객과의관계

서번트리더십은 직무만

족, 조직몰입,고객지향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으며, 직무만족 및 조

직몰입은 고객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장원영

(2016)

코레일 직원

208명

거래적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서번트리더십

(조절변수)

조직문화

-합의문화

-위계문화

-개발문화

-합리문화

조직혁신

서번트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반면 거래적리더십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음. 리더십은

조직문화의 변화에 크

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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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성 리더십

진성 리더십은 리더십 연구 분야 중 최근에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Northouse, 2013). 진성리더십은 긍정심리학과 자기조절

에 관련된 심리학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리더의 말과 행동 및 가치

에 대한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Yukl, 2013: 524).

1) 개 념

진성(authentic) 리더십의 ‘authentic’이란 어휘는 ‘진정한’, ‘정직한’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는데 리더 자신만의 신념, 사상, 정신 등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참된 자신에 걸 맞는 행동을 실천하는 리더

가 진성 리더십을 갖춘 리더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Harter et al. 2002

; 문혜강, 2013 재인용).

Avolio & Gardner(2004)는 진정한(authentic) 리더는 자신의 생각과 행

동, 자신과 타인의 가치ㆍ도덕적 관점, 지식, 강점에 대해 인식하는 것과

같이 타인에 의한 지각에 대해 깊게 인식하고 있는 리더이며, 그들이 운영

하는 상황을 인식하며 확신 있고,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탄력적이며, 도

덕적 특성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고 설명한다(이명신, 2009: 30 재인용).

Walumbwa et al.(2008)은 진성 리더십을 “긍정적인 심리적 능력을 유도

하고 긍정적인 윤리적 풍토를 촉진하는 리더행동의 패턴이다. 심리적 능

력을 유도하고, 윤리적 풍토를 촉진하여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는 리더가

자아인식 능력을 키우고 내면화된 도덕적 시각을 키우며 균형 잡힌 정보

처리 능력 및 관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고 나아가 긍정적인 자기개발

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Northouse, 2013: 369 재인용).

지금까지 살펴본 진성리더십의 개념을 종합하여 보면 진성 리더십을 갖

춘 리더는 자신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진실 되며, 구성원들과의 진정성 있

는 관계를 바탕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리더라고 할 수

있다(양경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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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리더십은 <표 2-30>과 같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표 2-30> 진성 리더십의 개념25)

연구자 구성요소

Luthans&Avolio(2003) 긍정적 심리역량, 자아의식, 절제된 긍정적 행위

George(2003)
목적 이해 능력, 가치 실천, 가슴으로 관리, 지속적

관계 수립, 자기규율

Kernis(2003) 자아의식, 편견 없는 처리, 행동, 관계성

Avolio et al.(2004) 자아의식, 열린 자세, 신뢰관계

Ilies et al.(2005) 자아의식, 편견없는 처리, 진성적 행위, 관계의 진정성

Shamir & Eilam(2005)
자아충실, 명확한 목적성, 개인적 확신 행동, 가치부

합 행동

Walumbwa et al.(2008)
자아인식, 관계 투명성, 내면화된 도덕적 관점,

균형된 정보처리

2) 구성요소

진성 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진성리더십의 구성요소를 무엇으로

정의하였는지 정리해 보면 <표 2-31>과 같다.

<표 2-31> 진성 리더십의 구성요소

구성개념 연구자(연도)

자아인식, 내면화된 도덕적 시각

균형잡힌 정보처리, 관계의 투명성

(Walumbwa et al, 2008)

이순철(2015), 김동철(2012), 양경흠(2015),

조동훈(2016), 문혜강(2014), 최순주(2014),

곽무주(2014), 김응조·홍아정(2015)

주) 밑줄 친 연구는 연구대상 리더의 계층을 특정(중간관리자)한 경우이며26), 리더의 계

층에 따라 구성요소가 달리 적용되고 있지는 않음

25) 문혜강(2013), “진성리더십이 구성원의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상사신뢰

의 매개효과 중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p15

26) 최고관리자로 특정한 연구는 없었으며, 중간관리자로 특정한 연구는 양경흠

(2015, 중ㆍ대대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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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진성리더십의 하위구성요소는 Walumbwa et

al.(2008)이 제시한 아래의 4개의 구성요소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27)

① 자아인식

리더의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을 의미한다. 리더가 자신의 강점과 단점

을 포함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또 리더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② 내면화된 도덕적 시각

자기조절(자기통제)의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리더는 자기조절을 통

해서 자신의 내면적 도덕기준과 가치관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③ 균형 잡힌 정보처리

자기조절의 과정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

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검토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개

념이다. 균형 잡힌 처리능력은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한 편견이나 선

입견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④ 관계의 투명성

자신의 참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정직하게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포함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실들을

진실되게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27) 진성리더십의 4개의 구성요소별 개념은 Northouse(2013), 『리더십 이론과 실제』,

경문사. p370-371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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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진성 리더십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조직효과성, 창의성, 혁

신, 주인의식 등 다양한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 진성 리더십은 조

직몰입(이순철, 2015), 주인의식(김동철, 2012), 지식공유(곽무주, 2014),

집단창의성(김응조·홍아정, 2015)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심

리자본을 매개로 하여 주인의식(김동철, 2012)과 혁신행동(조동훈, 2016)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리더 신뢰를 매개로 조직몰입(양경흠, 2015),

조직유효성(문혜강, 2014)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

리더십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요약정리하면 <표 2-32>와 같다.

<표 2-32> 진성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이순철

(2015)

정부부처 및

공기업직원

181명

진성리더십

-자아인식

-관계의투명성

-도덕적관점

-균형잡힌처리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별적배려

조직몰입

-정서적몰입

-지속적몰입

-규범적몰입

조직시민행동

-이타주의

-시민의식

-양심

1.진성리더십은 정서

적몰입과 규범적 몰

입,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2.변혁적리더십과의

비교결과 조직몰입에

더 큰 영향력

김동철

(2012)

정부조직 및

준정부조직

(공기업,연구

기관) 741명

진성리더십

-자아인식

-관계의투명성

-도덕적관점

-균형잡힌처리

심리적자본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

심리적주인의식

-책임감

-소속감

-자기정체성

1.진성리더십은 심리

적자본, 심리적주인의

식에 모두 정(+)의 영

향을 미쳤음

2.심리적자본은 진성리

더십과 심리적주인의

식과의 관계를 매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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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결과

양경흠

(2015)

육군 대대급

복무 소대장

327명

진성리더십

-자아인식

-관계의투명성

-도덕적관점

-균형잡힌처리

리더신뢰

-인지기반신뢰

-감정기반신뢰

조직몰입

-정서적몰입

-지속적몰입

-규범적몰입

1.진성리더십은 조직

몰입 및 리더신뢰에

정(+)의 영향이 있으

며, 리더신뢰는 진성

리더십과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

개하는 것으로 밝혀짐

2.차상위 리더는 소대

장들의 정서적 몰입

에, 상위 리더는 정서

적,규범적 몰입에 유

의적 영향을 미침

조동훈

(2016)

H사 종업원

246명

진성리더십

-자아인식

-관계의투명성

-도덕적관점

-균형잡힌처리

긍정심리자본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

혁신행동

진성리더십 하위요소

중 자기인식과 균형적

인 분석처리는 긍정심

리자본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쳤으며, 그 중

자기인식은 혁신행동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문혜강

(2014)

공공기관 및

기업체 997명

진성리더십

-자아인식

-관계의투명성

-도덕적관점

-균형잡힌처리

상사신뢰

-인지적

-정서적

조직유효성

-업무열중

-직무만족

-정서적몰입

-조직시민행동

진성리더십은 직접적

으로 조직유효성에 영

향을 미치지는 못하였

고, 상사신뢰를 통해 간

접적인 영향을 미쳤음

최순주

(2014)

사기업과

공기업 직원

273명

진성리더십

-자아인식

-관계의투명성

-도덕적관점

-균형잡힌처리

커뮤니케이션

만족

정서적몰입

선제적행동

1.진성리더십은 커뮤

니케이션만족, 정서적

몰입, 선제적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줌

2.커뮤니케이션 만족

과 정서적 몰입은 유

의미한 간접 매개효과

를 보임

곽무주

(2014)

17개기업

36개팀,

상사-구성원

161쌍

교환이데올로기

신뢰성향

팀의 공정성

분위기

진성리더십

-자아인식

-관계의투명성

-도덕적관점

-균형잡힌처리

구성원의

지식공유

진성리더십은 지식공

유와 정(+)적인 관계

가 있으며, 신뢰성향

과 지식공유의 관계를

매개함

김응조

홍아정

(2015)

공기업직원

195명

진성리더십

-자아인식

-관계의투명성

-도덕적관점

-균형잡힌처리

개인-환경

적합성

-개인, 직무

적합성

-개인, 조직

적합성

집단창의성

-확산적사고

-창의적

문제해결

진성리더십은 집단창의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환경적합

성은 진성리더십과 집

단창의성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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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더의 계층에 따른 차이

윤리적 측면 리더십의 구성요소들의 효과성이 리더의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윤리적 측면의 리더십

이론 간의 개념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윤리적 측면의 리더십인 윤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진성 리더십은 리더 개인의 품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

지만 이론 간의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Dierendonck(2011)는 서번트 리더십의 주요 특성으로 권한위임과 개발,

겸손, 진정성, 대인관계에서의 수용성, 방향제시, 청지기 정신을 꼽았는데,

진성리더십과의 비교에서는 진정성과 겸손이 비슷하며, 다른 네 개의 특성

도 일부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하였다. 윤리적 리더십과의 비교에서는 윤리

적 리더십은 지시적이고 규범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반면에 서번트 리더십

은 구성원들의 성장을 더욱 강조한다고 하였다.

이명신(2009)은 윤리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을 비교하며 서번트 리

더십은 개인적 삶을 반성하고 영감적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타인에

대한 봉사와 섬김을 강조하여 윤리적 리더십에서 강조하는 점과 다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Brown & Trevino(2006)는 진성 리더십과 윤리적 리더십 모두 배려적

인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나 진성 리더십은 진정성, 자기인식과 같은 윤

리적 리더십이 포함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는 반면 윤리적 리더십은 오

히려 자기인식보다 타인에 대한 인식, 즉 타인에 대한 보살핌과 관심이

탁월하다28)고 하였다.

28) 이명신(2009), “윤리적 리더십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p3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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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과 진성 리더십이 가지는

윤리적 리더십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표 2-33>과 같다.

<표 2-33> 윤리적 리더십과 다른 리더십 이론들과의 비교29)

구분 유사점 차이점

서번트 리더십

-타인에 대한 관심

(이타주의)

-성실성

-역할 모델링

- 윤리적 리더는 도덕적 관

리와 타인인식을 강조

- 서번트 리더는 섬김과 봉사,

자기인식을 강조

진성 리더십

-타인에 대한 관심

(이타주의)

-윤리적 의사결정

-성실성

-역할 모델링

- 윤리적 리더는 도덕적 관

리와 타인인식을 강조

- 진정한 리더는 진정성과

자기인식을 강조

* 자료 : Brown, M. E.,& Trevino, L.K.(2006). Ethical leadership : A review

and future directions. The Leadership Quarterly. 17. 595-616

윤리적 리더십이 서번트·진성 리더십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도덕적 관리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의사소통, 강화, 역할모델 등의 관

리활동을 통해 조직 내 윤리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

층의 리더가 각각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최고계층 리더의 의지는 조직 내 윤리적 분위기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에 하위계층 리더는 최고계층과는 다르게 구성원

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어 윤리적 분위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이형우, 2016), 중간계층 리더는 최고계층의 의지를 하위계층으로

전파하는 매개역할을 한다(박재춘, 2015)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윤리적 리더십은 모든 계층의 리더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9) 이명신(2009), “윤리적 리더십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p33. 연구자가 일부발췌하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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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번트 리더십의 구성요소별로 리더의 계층에 따라 어떻게 중요성이

다를 것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간계층 리더는 최고계층과 하

위계층의 중간에서 조직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 중점을 둔 경청, 공감, 치유, 설득,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 형성

이라는 구성요소들이 중요할 것이고, 조직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계층 리더에게는 통찰, 비전의

제시라는 구성요소들이 중요할 것이다. 책임성을 강조하는 청지기 의식

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이라는 점에서 모든 계층의 리더에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진성 리더십은 리더 개인의 진정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리더가 갖추어

야 할 기본 덕목이라는 점에서 모든 계층의 리더에게 중요할 것으로 판

단되나 자아인식, 내면화된 도덕적 시각, 균형 잡힌 정보처리, 관계의

투명성 이라는 구성요소들은 리더의 계층에 따라 중요성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최고계층 리더의 경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복잡한 상황

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내면화된 도덕적 시각이

중요할 것으로 볼 수 있고, 인간관계 기술이 중시되는 중간계층 리더에

게는 관계의 투명성이 중요할 수 있다. 업무처리 능력이 중시되는 하위

계층 리더에게는 균형 잡힌 정보처리가 중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윤리적 측면의 리더십의 구성요소들은 리더의

계층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윤리

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진성 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리더를

계층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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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리더십 특성 도출

1. 리더십 이론별 구성 요소 종합

지금까지 살펴본 리더십 이론별로 선행연구 및 이론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구성요소를 종합해 보면 <표 2-34>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2-34> 리더십 이론별 구성요소

관리이론 거래적 변혁적

윤리적

윤리적 서번트 진성

계획・예산

조직・인사

지휘

조정

보고

조건적보상

예외에

의한 관리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

(개인자질)

정직

배려

신뢰

공정

(관리자역할)

의사소통

강화

역할모델

경청

공감

치유

설득

인지

통찰

비전제시

청지기의식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형성

자기인식

내면화된

도덕적

시각

균형잡힌

정보처리

관계의

투명성

주) 고전적 관리이론의 경우 최근 리더십 연구에서는 다뤄지는 경우가 드물어, 선행연

구를 통해 구성요소를 도출하지 않고 대표적 학자인 Gulick이 정의한 관리자의

핵심기능 개념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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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더십 구성요소 분류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리더십의 특성이 리더의

계층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리

더십의 계층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리더십 특성을 개별적

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상위의 리더십 특성 분류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비

교해 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Yukl(2013)이 제시한 리

더십 유형 분류기준에 윤리지향 측면을 추가하여 리더십 특성들을 분류

하고자 한다.

Yukl(2013: 75-76)은 리더십을 크게 과업지향, 관계지향, 변화지향이라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설명하고 있다.

과업지향적 행동은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과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으며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과업을 할당하고 성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며 표준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관계지향적 행동은 상호간의 신뢰, 협력, 직무만족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리더는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구성원들의 문제를 경청하며, 구성원들과 협

의하며 그들의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변화지향적 행동은 외부환경을 이해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며, 전

략, 업무과정에서의 변화를 이루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리더는 구성원

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조직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

하도록 동기부여를 한다.

Yukl(2013)이 제시한 리더십 유형별 구체적인 행동사례는 <표 2-3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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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리더십 유형별 행동사례30)

[과업지향행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활동을 조직화한다.

․단기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업무를 집단이나 개인에게 할당한다.

․과업에 대해 기대되는 결과를 명확히 한다.

․서로 다른 과업목표에 대해 우선 순위를 설명한다.

․과업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기준을 설정한다.

․규칙,방침,표준 운영절차를 설명해 준다.

․집단활동을 지휘하고 조정한다.

․운영과 성과를 점검한다.

․업무를 방해하는 당면문제를 해결한다.

[관계지향행동]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해준다.

․개인 또는 집단에게 어려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다.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한다.

․공헌과 성취를 인정해준다.

․필요할 때 코치와 후견인 역할을 한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결정에 관해서는 그들과 협의한다.

․사람들이 과업을 수행하는 최선의 방식을 결정하도록 임파워먼트시킨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행동조치에 대해 계속 정보를 제공한다.

․갈등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도움을 준다.

․팀 상징, 의식, 행사, 일화를 사용하여 팀 정체성을 구축한다.

․부서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촉진한다.

․팀이나 조직을 위해 유능한 신규 구성원을 모집한다.

[변화지향행동]

․외부환경을 점검하고 위협과 기회를 탐색한다.

․변화의 절박한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건을 해석한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경쟁자와 외부인들을 연구한다.

․조직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가능성을 그려본다.

․문제나 기회를 다른 방식으로 보도록 사람들을 격려한다.

․핵심역량과 연계된 혁신적인 새 전략을 수립한다.

․조직에서 혁신과 창업가 정신을 격려하고 촉진한다.

․팀이나 조직에서 집합적 학습을 격려하고 촉진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실험해 본다.

․새로운 비전이나 전략과 일치하는 상징적 변화를 추진한다.

․주요 변화를 실행하도록 구성원에게 활력을 부여한다.

․변화를 실행하는 과정의 진전사항을 알리고 축하해준다.

30) Yukl(2013), 『현대조직의 리더십 이론』, 시그마프레스,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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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리더십 행동 분류는 리더의 계층별로 필요한 관리 기술의 차이를

밝힌 Katz(1955)가 제시한 전문적 기술, 인간관계 기술, 개념적 기술의 분

류와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Yukl(2013)의 리더십 유형 분류는

리더의 계층별 리더십 특성 차이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분류기준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Yukl(2013)이 제시한 3가지 유형에 윤리지향 유형을 추

가하여 리더십 요소들을 4가지 측면에서 분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

펴본 리더십 이론 중에서 윤리적 측면의 리더십 이론은 최근 활발히 연

구가 이루어지는 분야이나 Yukl(2013)이 제시한 3가지 리더십 유형에는

포함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윤리지향 유형을 추가하여 4가지 범주

로 리더십 특성을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윤리지향 범주를 추가한 4가지 리더십 유형에 따라 리더십 요소들을

구분하면 <표 2-36>과 같은데,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개별적

인 리더십 구성요소들을 Yukl(2013)이 제시한 3가지 유형의 행동사례와

비교하여 개념상 유사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Yukl(2013)의 3가지 리

더십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윤리적 측면의 리더십 구성요소들은 윤리지

향 측면의 리더십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 73 -

<표 2-36> 리더십 구성요소 분류

구분 관리이론 거래적 변혁적

윤리적 측면

윤리적 서번트 진성

과업

지향

계획・예산
조직・인사
지휘

조정

보고

조건적

보상

예외에

의한

관리

관계

지향

개별적

배려

(개인자질)

배려

경청

공감

치유

설득

구성원의

성장

공동체형성

변화

지향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자극

인지

통찰

비전제시

윤리

지향

(개인자질)

정직

신뢰

공정

(관리자역할)

의사소통

강화

역할모델

청지기의식

자기인식

내면화된

도덕적

시각

균형잡힌

정보처리

관계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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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이론과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는 관리활동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구성원의 성과를 관리하는 활동들이므로 과업지향적 측면으로 분

류하였으며,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중 개별적 배려 요소는 관계지향적

측면으로 분류하였고 나머지 구성요소는 변혁적 리더십의 주된 특성인 변

화지향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윤리적 리더십의 개인자질 측면의 구성요소 중 배려 요소는 관계지향적

측면으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 구성요소는 윤리지향 측면으로 분류하였

다. 서번트 리더십의 인지, 통찰, 비전의 제시 요소는 조직외부 환경분석,

미래예측, 방향제시와 관련되는 요소이므로 변화지향 측면으로 분류하였

고, 청지기 의식은 도덕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므로 윤리지향 측면으로 분류

하였으며, 나머지 요소들은 구성원과의 공감대 형성, 성장지원, 협력을 강

조하는 개념이므로 관계지향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진성리더십의 구성요소인 리더의 진정성, 도덕적 시각, 공정성, 투명성은

개념상 모두 윤리지향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3. 선행연구 정리

지금까지는 특정 리더십 이론별로 선행연구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리더십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는데, 본 항에서는 리더십의 여러 측면을

포괄하여 전반적인 리더십 특성을 도출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일

반적으로 리더에게 필요한 리더십 특성은 어떠한 것들이 제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포괄적인 리더십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특정 직책에 필요

한 리더십 특성에 대한 연구와 특정 분야의 리더십 특성에 관한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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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정 직책의 리더십 특성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특정 조직의 장에게

필요한 리더십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오지은(2016)의 연구

에서는 공공도서관장의 리더십 특성으로 비전제시, 전략적 사고, 책임성,

합리적 의사결정, 조정 통합력 등을 제시하였고, 이제학(2003)의 연구에서

는 지방자체단체장의 리더십 특성으로 비전제시, 전문지식, 조직관리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신소영(2014)은 직업훈련기관장의 리더십 특성으로 열정, 진정성, 자기성

찰, 커뮤니케이션, 배려와 공감 등을 제시하였고, 박상언(2016)은 지역문화

재단장의 리더십 특성으로 네트워크 파트너십, 전문성, 윤리적 책임성 등

을 제시하였다.

이화섭(2009)은 경찰청장의 리더십 특성으로 비전창출능력, 인적자원개발

능력, 전략적 실행능력을 제시하였다.

박영미(2011)는 중간계층 리더인 지자체 여성 팀장에게 필요한 리더십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리더십을 개인속성, 업무수행역량, 조직관리역량,

대인관계 측면으로 분류하였고, 개인속성에서는 책임감, 업무수행역량에서는

업무전문성, 조직관리역량에서는 동기부여능력, 대인관계에서는 팀워크 증

진을 가장 중요한 리더십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특정 직책의 리더십 특성

에 관한 선행연구를 요약정리하면 <표 2-37>과 같다.

<표 2-37> 특정 직책의 리더십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리더십 내용 결과

오지은

(2016)

서울시 자치단

체 106개 공공

도서관관장및

사서431명

공공도서관장의 리더십

-비전제시, 도서관이해도

-전략적사고, 기획력, 공동체가치

-자원 및 조직관리, 전문지식

-책임성, 열정, 전문가의식

-합리적 의사결정, 공정성

-커뮤니케이션, 판단력

-조정통합력, 신뢰성, 문제해결

-네트워킹, 동기부여

*문헌 및 설문조사로 도출

공공도서관장 리더십 역량모델을 개발

하여 공공도서관 인적자원관리에 활용

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하고 현재 보

유하고 있는 리더십 역량수준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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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리더십 내용 결과

이제학

(2003)

지방자치단

체장, 공무원,

지방의원, 지

역언론인 등

과의 면담과

토론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개인: 비전제시, 전문지식과

소양, 경영학적 마인드, 소명의

식과 반전통적 행동, 엄격한

사생활관리

-조직: 정책결정팀 구축, 조직

관리능력, 합의도출 및 조정

-외부: 네트워크, 정확한인수인계

*Bass의 변혁적 리더십과 국내의

변환적행정가연구결과종합

민선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발휘에 따라

지방정치의 성격이 달라지고 주민복지

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임. 리더십

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원의

신뢰를 얻어야 함

신소영

(2014)

최우수직업훈련

기관장 8인대상

심층인터뷰

최우수 직업훈련기관장 리더십

내적:열정,진정성,에너지,긍정

마인드,겸손과감사,인내,

자기성찰(인식,분석,반성)

상호작용:커뮤니케이션,배려와

공감,격려와지지,위기대응 및

대안마련

최우수 훈련기관장은 기본적으로 열정이

많고 소통을 기반으로 조직을 이끌며

개인과 조직 간의 관계에서 신가족주

의자의 역할,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

에서 인본주의자의 역할, 조직과 사회

간의 관계에서 참교육자의 역할을 함

박상언

(2016)

현리더십인식

확인을 위해

문화재단 임

직원, 공무원,

예술가, 교수

등 202명 대상

설문조사

지역문화재단장 리더십

-네트워크 파트너십

-예술경영 전문성

-윤리적 책임성

-지역문화현장 소통력

-책임경영환경

-지역특화과제 수행력

문화예술 전문기관인 문화재단의 경영에

적합한 리더십 구성요인을 도출하였음

이화섭

(2009)

참여정부

경찰청장 3명

경찰청장 리더십

-비전창출능력:미래비전,목표공유

-인적자원개발능력: 인사 및

사기관리, 역량개발

-전략적실행능력: 실천의지,

성과관리

[경찰행정리더십과 조직성과 연구]

비전창출능력과 인적자원개발 능력은

조직성과와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전략적 실행능력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함

박영미

(2011)

지자체 여성

팀장 110명

지자체 여성팀장 리더십

개인속성(조직헌신도,전문가의

식,고객지향성,자기통제력,경영

마인드,책임감,적응력)

업무수행역량(전략적사고,정보

수집관리,의사결정,기획력,추진

력,업무전문성,정책집행 및 관

리,문제해결,성과관리)

조직관리역량(동기부여,통솔

력,조정통합력,인재육성,권한위

임,공평성,갈등관리,목표/방향

제시,여성후배육성,변화주도)

대인관계(인맥관리,의사소통,팀

워크증진,협상력,협조성,정치력)

*중앙인사위 역량자료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 리

더십 역량모델을 연구하였음. 개인속성

에서는 책임감, 업무수행에서는 업무전

문성, 조직관리에서는 동기부여능력,

대인관계에서는 팀워크증진이 가장 중

요하게 여기는 요인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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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백기복 외(2010)는

한국형 리더십의 요인들을 내적요인, 대인관계요인, 조직·전략요인으로 구

분하였는데 리더십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리더들이 하급자들로

부터 솔선수범, 하향온정, 미래비전에 대하여 보다 큰 요구를 받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성취열정, 환경변화, 상향적응 등의 행동에 치중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승호(2015)는 군 리더십 역량으로 가치역량, 지적역량, 행동역량을 제

시했는데 리더십 역량은 조직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

적 자본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데 행동역량과 가치역량은 영향을

미쳤으나 지적역량은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웅(2003)은 한국 경찰간부의 리더십을 지도자 측면, 지휘자 측면,

학자 측면, 과학자 측면, 관리자 측면, 국제적 감각으로 제시하였으며,

김종희(2015)는 스포츠 리더십으로 배려, 비전, 결단력, 분석력을 제시

하였다. 특정 분야의 리더십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요약정리하면

<표 2-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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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연구대상 리더십 내용 결과

백기복

외

(2010)

산업계각분야

2,000명 층화

표본추출

한국형 리더십의 요인들

내적요인: 자기긍정, 솔선수범,

성취열정

대인관계요인: 상향적응, 수평

조화, 하향온정

조직・전략요인: 미래비전,
환경변화

*문헌조사, FGI, 워크숍

리더십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리

더들이 하급자들로부터 솔선수범,하향온

정,미래비전에 대하여 보다 큰 요구를

받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성취열정,

환경변화, 상향적응 등의 행동에 치중함

이승호

(2015)

전투중대

구성원 965명

군 리더십 역량

-가치역량 : 품성, 군인정신

-지적역량 : 개념적능력,

대인관계, 군사전문지식

-행동역량 : 리더십발휘,

조직개발, 임무달성

*육군 리더십 센터자료

[리더십 역량과 사회적자본이 조직효

과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연구]

리더십역량은 조직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적자본을 매

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데 행동역량

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은 가치역량이 영향을 미쳤으며, 지적

역량은 사회적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이대웅

(2003)
문헌연구

한국 경찰간부의 리더십

지도자,지휘자(규칙중시,감정비

개입),학자(지식,철학),과학자

(수평적사고,아이디어),관리자,

국제적감각

*선행연구 종합

현재 관리자로 있거나 장차 관리자 역

할을 맡게될 사람들을 위해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를 정리함

김종희

(2015)

충남천안 스포

츠센터 회원

489명

스포츠리더십

배려,비전,결단력,분석력

*선행연구 종합

[스포츠리더십과 혁신행동,조직몰입,조

직효율성의 관계 연구]

혁신행동에는 비전만 영향을 미쳤으며,

조직몰입에는 분석력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영향을 미쳤음. 혁신행동은 조

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침

<표 2-38> 특정 분야의 리더십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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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방형 질문 응답내용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

기업정책학과 7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의 본

받을 만한 리더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3가지를 제시하시오”

라는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다.

개방형 질문은 질문 자체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어 새로운 사실을

발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풍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또한 양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설문조사에서 밝힐 수 없는 구

체적인 사항이나 응답자가 생각하는 이유나 생각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양적인 연구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병섭, 2010:

485-486).

공기업정책학과 7기 재학생의 수는 총 66명이나, 서면면접에 성실히 응

답한 응답자는 총 52명이며, 이 중 1명이 3명 리더 사례를 제출한 관계

로 분석 대상 리더는 총 54명이다. 리더의 계층은 최고계층, 중간계층,

하위계층으로 분류하였는데 CEO·사장·이사장은 최고계층 리더로 분류하

였고 본부장~처장 직급은 중간계층31)리더로, 팀장․부장 직급은 하위계

층리더로 분류하였다.

분석 방법은 개별 자료에서 언급한 해당 리더를 본 받을 만한 이유

를 개방코딩32)과정을 통하여 리더십 특성으로 도출하였고, 리더십 특

성들은 앞서 검토한 4가지 리더십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39>와 같다.

31) 노조위원장의 사례가 1건 있었는데,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경영진과 근로자

와의 사이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책이라는 점에서 중간계층에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32) 개방코딩은 수집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개념화한 후, 비슷한 개념

들을 보다 추상성이 높은 범주로 묶어가는 과정이다.(김병섭, 2010: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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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9> 개방형 질문을 통한 리더십 특성도출

내 용 소분류 대분류

폭 넓은 지식, 전문적 지식, 현장업무 경험, 업무에 대한

이해, 뛰어난 업무능력, 정확한 판단, 위기극복
업무능력

과업

지향
목표공유, 명확한 방향제시, 해야할 일을 정확히 알려줌,

대외기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부서간의 이해관계

조율, 외부 네트워크

명확한 지시

및 조정

신상필벌, 명확한 업무분장, 적절한 직무배분 성과관리

의사경청, 많은 대화의 시간, 지시가 아닌 동의, 포용

력, 현장에서의 격의 없는 대화, 열린자세, 단합, 공감

능력

공감,

소통능력
관계

지향
고충해결, 믿음, 칭찬, 격려, 권한부여, 존중, 리더 자신

을 낮춤, 공은 부하에게 돌려줌, 부하육성, 편안한 근무

환경 조성

타인에

대한 존중

미래성장 비전제시, 꿈, 희망, 도전정신, 본보기가 되어

줌(자기개발)
비전제시

변화

지향
시스템 개선, 변화에 대처, 혁신사업 추진, 새로운 시

도, 고객지향적 혁신

창의,

혁신성

공정한 의사결정, 경비사용 최소화, 청렴성, 부정청탁

거절, 부정한 유혹을 이겨냄, 옳고 그름의 명확한 기준,

일관된 행동, 업체와의 사적자리 기피

윤리,

준법정신

윤리

지향문제 발생 시 리더가 직접 책임짐, 결과에 대한 책임,

윗사람에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자신감
책임감

기피업무 자청, 열정, 야근 및 주말근무 솔선수범,

희생정신, 성실성
봉사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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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적 리더십 특성 도출

본 항에서는 리더십 이론별 선행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연구에 사용되

었던 리더십 구성요소, 선행연구, 개방형 질문을 통한 리더십 특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에서 사용할 리더십 특성을 도출하였다.

각 리더십 이론 간에 중복되거나 개념상 유사한 구성요소들은 묶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였으며, 학술적인 개념은 개방형 질문 응답

자들의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이해하기에 친숙

한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구체적으로 리더십 특성 도출과정을 살펴보면 개방형 질문 응답자들의

답변 내용을 통해 도출한 리더십 특성과 리더십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리더십 특성들을 종합하여 도출하였다.

고전적 관리이론의 ‘보고’는 리더의 역할이라기보다는 하급자가 상급

자에게 행하는 행위이므로 설문조사 대상 리더십 특성에서 제외하였으

며, 윤리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관리자 역할은 리더가 갖추

어야 할 리더십 특성이라기보다는 관리 기술적 내용이므로 제외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리더십 구성요소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리

더십 개념에서 기본적으로 내포된 리더십 특성들을 추가로 포함하여,

설문항목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한 리더십 특성 및 출처를

<표 2-40>에 정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항목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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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0> 설문조사 대상 리더십 특성 및 출처

구분 리더십특성 출 처 비고

과업
지향

지적능력 과업지향적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개인 특성

업무능력 Gulick의관리자의핵심기능중계획, 예산, 조직, 인사 O

명확한지시
및조정 Gulick의 관리자의 핵심기능 중 조정, 지휘 O

성과관리 Bass(1985)의 거래적 리더십 구성요소
:조건적 보상, 예외 관리 O

관계
지향

공감,
소통능력

Spears(1998)의 서번트 리더십 구성요소
: 경청, 공감, 설득 O

타인에
대한 존중

Bass(1985)의 변혁적 리더십 구성요소 : 개별적배려
Brown et al(2005)의 윤리적 리더십 구성요소 : 배려
Spears(1998)의서번트리더십구성요소 : 구성원의성장

O

공동체
의식 Spears(1998)의 서번트 리더십 구성요소 : 공동체형성

겸손함 서번트 리더의 기본적인 리더십 특성

변화
지향

비전제시
Bass(1985)의 변혁적 리더십 구성요소
: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부여
Spears(1998)의 서번트 리더십 구성요소 : 비전제시

O

통찰력 Spears(1998)의 서번트 리더십 구성요소 : 인지, 통찰

혁신,
창의성 Bass(1985)의 변혁적 리더십 구성요소 : 지적자극 O

윤리
지향

윤리,
준법정신

윤리적 리더의 기본적인 리더십 특성
Walumbwa et al(2008)의 진성 리더십
구성요소: 내면화된도덕적시각

O

정직,
진정성

Brown et al(2005)의 윤리적 리더십 구성요소 : 정직
Walumbwa et al(2008)의 진성 리더십
구성요소: 자기인식, 관계의 투명성

사회적
책임감

Spears(1998)의 서번트리더십구성요소
: 청지기 의식, 공동체 형성
김호정(2013)의 공공조직의 윤리적 리더십
구성요소: 사회적 책임감

O

정의감
Brown et al(2005)의 윤리적 리더십 구성요소 : 공정
Walumbwa et al(2008)의 진성 리더십
구성요소: 균형잡힌 정보처리

봉사정신 Spears(1998)의 서번트리더십구성요소 : 청지기 의식
Brown et al(2005)의 윤리적 리더십 구성요소 : 신뢰 O

주) 비고에서 ‘O’ 표시된 리더십 특성은 개방형 질문의 응답내용에 포함된 리더십

특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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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의 설계

제 1절 연구문제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는데 첫 번째 연구문제는

“리더의 계층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리더십 특

성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이며 이와 관련하여 리더의 계층별로 필요한

리더십 특성 차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관리계층에 따라 필요한 기술 차이에 대해서 Kats(1955)는 상위계층의 관

리자들이 탄탄한 개념적 기술이 없을 때 조직 전체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개념적 기술은 최고위 경영층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직무수행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업무를 추진해 가는 능력인 인간

관계기술은 세 가지 관리계층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중간관리

계층 내에서 세 가지 기술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그림 2-2

참조) 중간관리 계층에게는 인간관계기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인 작업이나 활동에 관한 지식이며 그 같은 작업이나 활동을 위한

능숙성을 의미하는 전문적 기술은 하위관리계층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

고 하였다(Northouse, 2013: 64-67 재인용)

Katz & Kahn은 최상급계층의 리더십 유형을 시발형이라고 하고, 중간계

층의 리더십유형을 보충형이라 하였으며, 하급계층의 리더십유형을 집행형

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또 최상급 리더들은 카리스마적이어야 하고, 중간계

층의 리더들은 인간관계에 관한 기술에 능숙해야 하며, 하급리더들은 보상

과 제재의 배분을 공평하게 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오

석홍, 2014: 571-572 재인용).

Yukl(2013)은 최고경영자의 역할인 전략적 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념적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하위관리자는 전문적 기술이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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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는 전문적 기술, 대인기술, 개념적 기술이 모두 중요하다고 하였다.

Cropanzano et al(1993)은 리더십 계층에 따른 역할 차이를 목표 계층상의

특징과 연관지어 설명하였는데 최상위 리더십의 역할은 조직의 전반적인

방향(mission)을 설정하는 것이며, 하위 리더십의 역할은 그 미션의 수행

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이형우, 2016: 93

재인용).

지금까지 살펴본 리더의 계층별로 중요한 리더십의 특성에 관한 학자들

의 견해를 정리하면 <표 3-1>과 같은데, 이를 종합하면 최고계층 리더에

게는 비전, 카리스마, 조직방향 설정과 같은 변화지향 측면의 리더십이 중

요하고 중간계층 리더에게는 관계지향 측면의 리더십이 중요하며, 하위계

층 리더에게는 작업지식, 능숙성, 보상과 제제, 미션 집행과 같은 과업지향

측면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1> 리더의 계층별로 중요한 리더십 특성

구분 최고계층 중간계층 하위계층

Katz

비전, 착상 등

인간관계

작업지식, 능숙성등

인간관계 인간관계

Katz & Kahn 카리스마 인간관계 보상과 제제

Yukl 비전, 착상 등

비전, 착상 등

작업지식, 능숙성등인간관계

작업지식, 능숙성등

Cropanzano et al 조직방향설정 미션 집행

종 합 변화지향측면 관계지향측면 과업지향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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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리더의 계층별로 필요한 리더십 특성 차이에 대한 논의

를 종합하여 세운 첫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리더의 계층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중요하게 인식

되는 리더십 특성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연구가설 : 리더의 계층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리더십 특성은 차이가 있다 .

가설 1 : 최고계층리더에게는 변화지향 측면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다.

가설 2 : 중간계층리더에게는 관계지향 측면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다.

가설 3 : 하위계층리더에게는 과업지향 측면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다.

첫 번째 연구문제의 개별 연구가설에서는 리더의 계층별로 중요한 리더

십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윤리지향 리더십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유형에 윤리지향 측면의 리더십을 포함시

켜 비중 있게 다루었고, 특히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윤리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으며, 윤리적 측면의 리더십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윤리지향 리더십의 리더 계층별 중요도 차이에 대해 별

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으로 두 번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 윤리지향 리더십은 리더의 계층에 따라 중요성의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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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된 윤리적 리더십의 리더 계층별 차이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33) 별도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검

증하지는 않았으며, 설문조사의 윤리지향 리더십에 대한 결과를 개방형

질문의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함으로써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

아보고자 하였다.

제 2절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개방형 질문)을 탐색적으로 먼저 실시34)한

후 양적 연구방법(설문조사)을 실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개방형 질문의 응답자들이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대상 리

더십 특성을 도출하여 설문조사 항목에 사용된 리더십 특성에 대한 현

실 적합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리더의 계층별

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리더십 특성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개방형 질문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리더의

계층별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리더십 특성이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에 해

석함으로써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장점을 살릴 수 있었는데, 양적연구

와 질적연구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3) 제 2장 제4절 에서 다룬 윤리적 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 12편, 서번트 리더

십에 관한 선행연구 18편, 진성 리더십에 관한 선행연구 8편을 살펴본 결과

리더를 계층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34) 탐색적 설계방법은 질적 방법의 결과를 토대로 양적방법을 사용한다. 이 설

계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탐색이 필요한 경우, 즉, 측정수단 또는 도구

가 없는 경우, 주요 변수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도적인 이론이나 개념

틀이 없는 경우 등에 활용된다. 이 설계는 질적 방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현상을 탐색하거나,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검증하거나, 계량적 연

구를 수행하기 전에 주요 변수를 확인하는 데 적합하다(남궁근, 2010, p.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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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연구방법론이 아니며 양

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일반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결과 중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

과가 도출된 과정이나 복잡한 인간의 행태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양적 연구와 질적연구는 <표 3-2>와 같이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면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제

고하고, 연구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다(김병섭, 2010).

<표 3-2>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비교35)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논리실증주의적 시각 : 사회현상의

사실과 인과관계를 중시하며 개인의

주관적 상태는 경시

▪강제되고 통제된 측정을 이용

▪객관적

▪자료로부터 격리 : 외부자 시각

▪검증지향, 확증적, 연역적, 추론적,

가설적

▪결과중심

▪신뢰성 강조 : 확실하고 복제 가능한

자료 선호

▪일반화 가능 : 다중사례연구

▪배타적, 부분적

▪안정적인 현실 가정

▪현상학적 시각 : 행위자의 준거틀에

입각하여 인간의 행태이해

▪통제되지 않은 관찰

▪주관적

▪자료에 밀접함 : 내부자 시각

▪발견지향, 탐색적, 기술적, 설명적,

귀납적

▪과정 중심

▪타당성 강조 : 현실적이고 풍부하며

깊이 있는 자료선호

▪일반화에 한계 : 단일사례연구

▪포괄적, 전체적

▪현실의 역동성을 가정

* 자료 : Glaser & Strauss(1967)

35) 김병섭(2010), 『편견과 오류 줄이기』, 법문사, p.45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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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연구

1) 응답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기

업정책학과 7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의 본 받을

만한 리더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3가지를 제시하시오”라는

개방형 질문을 실시36)하였으며, 2016년 6월 28일까지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다. 공기업정책학과 7기 재학생의 수는 총 66명이나, 성실히 응답한

응답자는 총 52명이며, 이 중 1명이 3명 리더 사례를 제출한 관계로 분

석 대상 리더는 총 54명이다.

개방형 질문의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성별은 남성은 40명(76.9%), 여성은 12명(23.1%)으로서 남성이 더 많았는

데 이는 공공기관의 남성인력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설문

조사 표본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직위는 팀장이 2명(3.8%), 차장이 30명

(57.7%), 과장이 20명(38.5%)이었다. 직무는 사무행정계열이 39명(75.0%),

기술계열이 13명(25.0%)이었는데, 이는 행정대학원에 소속된 공기업정책학

과의 학과 특성상 사무행정계열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

며, 설문조사 표본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의 소속기관 유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분류37)하였는데, 공기업(13개 기관)에 재직 중인 인원은 33명(63.5%), 준정

36)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의 2016년 여름학기 과목 중 『공공윤리

와 리더십』과목의 과제로 부여된 질문이며, 과제 제출자들의 동의를 얻어

본 연구에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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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관(11개 기관)에 재직 중인 인원은 15명(28.8%), 지방공기업(1개 기관)

에 재직 중인 인원은 2명(3.8%), 기타공공기관(1개 기관)에 재직 중인 인원

은 2명(3.8%)이었다.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공기업’은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

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으로 이는 다시 시장형 공기업(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과 준시장형 공기업(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 구분되며, ‘준정부기관’

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

기관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된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

공기관을 말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

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통

칭하여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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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개방형 질문 응답자의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40 76.9

여성 12 23.1

직위

팀장 2 3.8

차장 30 57.7

과장 20 38.5

직무
사무행정계열 39 75.0

기술계열 13 25.0

소속

기관

유형

공기업

(13개)

한국토지주택공사 7 13.5

한국전력공사 6 11.5

한국공항공사 3 5.8

한국수력원자력 3 5.8

한국수자원공사 3 5.8

인천국제공항공사 2 3.8

한국남동발전 2 3.8

한국철도공사 2 3.8

한국남부발전 1 1.9

한국동서발전 1 1.9

한국마사회 1 1.9

한국서부발전 1 1.9

한국지역난방공사 1 1.9

공기업 소계 33 63.5

준정부

기관

(11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3.8

신용보증기금 2 3.8

한국농어촌공사 2 3.8

한국산업단지공단 2 3.8

국민연금공단 1 1.9

중소기업진흥공단 1 1.9

한국산업인력공단 1 1.9

한국자산관리공사 1 1.9

한국주택금융공사 1 1.9

한국환경공단 1 1.9

근로복지공단 1 1.9

준정부기관 소계 15 28.8

지방공기업 경기도시공사 2 3.8

기타공공기관 기업은행 2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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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분석방법

응답자가 답변한 본 받을 만한 이유에 대하여 해당 리더십 특성 및 측

면별로 빈도수 및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문에서는 본

받을 만한 이유를 3가지 제시하라고 되어있었으나, 각 사례마다 정확히

3가지로만 제시된 것은 아니었고 이유가 좀 더 많거나 적은 경우도 있었

으며 공통적인 리더십 특성으로 분류하다보니 여러 가지 이유가 하나의

리더십 특성으로 묶이는 경우도 있었다.

분석대상 최고계층 리더는 7명, 중간계층 리더는 28명, 하위계층 리더는

19명으로 설문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본의 수가 작기 때문에 통계적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응답자들의 구체적인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설

문조사 결과를 해석하였다.

3. 양적 연구

1) 표본의 특성 및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1~6기 졸업생 392명, 7기 재학생 64명 및 7기 재학생의 소속기관 직원들이

다. 표본추출방법은 편의표본추출(공기업정책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 및

누적표본추출(공기업정책학과 7기 재학생 소속기관 직원)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온라인 설문방법(Naver Office)과 서면 설문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설문 응답자 수는 381명(96.2%), 서면 설문 응답자

수는 15명(3.8%)으로 총 396명이 응답을 하였으며 모든 문항의 응답을

동일하게 한 불성실한 답변을 한 설문지 2부를 제거하여 최종 실증분석

에는 394부의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4월 9일부

터 4월 30일까지 약 3주 동안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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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4>와 같다. 성별은

남성은 295명(74.9%), 여성은 99명(25.1%)으로서 남성이 3배가량 많았다.

근속연수는 21년 이상이 53명(13.5%), 11~20년이 196명(49.7%), 4~10년

이 110명(27.9%), 3년 이하가 35명(8.9%)로 나타나 11~20년이 절반 가까

이 되는 비율을 차지하였다.

직급은 2급 이상이 19명(4.8%), 3급이 158명(40.1%), 4급이 162명

(41.1%), 5급 이하가 55명(14.0%)로 4급이 가장 많았고 3급은 근소한 차

이로 그 뒤를 이었다.

직무는 사무행정계열이 263명(66.8%), 기술계열이 131명(33.2%) 이었다. 응

답자의 소속기관 유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

기업법」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분

류하였는데 공기업(20개 기관)에 재직 중인 인원은 213명(54.1%), 준정부

기관(14개 기관)에 재직 중인 인원은 146명(37.1%), 지방공기업(2개 기관)

에 재직 중인 인원은 20명(5.1%), 기타공공기관(2개 기관)에 재직 중인 인

원은 6명(1.3%)이었으며, 소속기관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인원이 9명

(2.3%)이었다. 응답자 소속기관별 현황은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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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설문조사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95 74.9

여성 99 25.1

근속연수

21년 이상 53 13.5

11~20년 196 49.7

4~10년 110 27.9

3년 이하 35 8.9

직급

2급 이상 19 4.8

3급 158 40.1

4급 162 41.1

5급 이하 55 14.0

직무
사무행정계열 263 66.8

기술계열 131 33.2

소속기관

유형38)

공기업 213 54.1

준정부기관 146 37.1

지방공기업 20 5.1

기타공공기관 6 1.5

무응답 9 2.3

인원수 394 100.0

38) 기관별 소속기관 유형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된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 및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된 2017년도

지방공기업 설립현황 자료에 따라 분류하였음



- 94 -

<표 3-5> 설문조사 응답자 소속기관 현황

구 분 빈도 비율(%)

공기업

(20개 기관)

한국전력공사 51 12.9

한국도로공사 28 7.1

한국토지주택공사 23 5.8

한국수자원공사 18 4.6

인천국제공항공사 16 4.1

한국수력원자력 14 3.6

한국가스공사 14 3.6

한국공항공사 11 2.8

한국남동발전 11 2.8

한국남부발전 6 1.5

한국서부발전 5 1.3

한국지역난방공사 5 1.3

한국동서발전 2 0.5

한국마사회 2 0.5

한국철도공사 2 0.5

한국광물자원공사 1 0.3

한국중부발전 1 0.3

한전 KDN 1 0.3

한국전력기술 1 0.3

해양환경관리공단 1 0.3

소 계 213 54.1

준정부기관

(14개 기관)

한국환경공단 33 8.4

한국농어촌공사 30 7.6

근로복지공단 15 3.8

한국산업단지공단 13 3.3

신용보증기금 13 3.3

한국자산관리공사 9 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 2.0

공무원연금공단 5 1.3

예금보험공사 5 1.3

한국산업인력공단 5 1.3

국민연금공단 4 1.0

중소기업진흥공단 3 0.8

한국주택금융공사 2 0.5

한국국토정보공사 1 0.3

소 계 146 37.1

지방공기업

(2개 기관)

경기도시공사 18 4.6

부산교통공사 2 0.5

소 계 20 5.1

기타공공기관

(2개 기관)

기업은행 5 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0.3

소 계 6 1.3

무응답 9 2.3

총 계 39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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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설문 대상자 선정은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인 편의표본추출과

누적표본추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표본이 얼마나 대표성 있게 추

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본 설문조사 응답 표본의 특

성과 응답자 소속 모집단의 특성39)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른 인원 구성비에 대해 살펴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

템에 공시된 응답자 소속기관 직원의 성별에 따른 구성비는 남성이 78.6%,

여성 21.4%로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구성비(남성 74.9%,

여성 25.1%)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직급별 구분에 따른 인원 구성비에 대해 비교하여 보았는데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응답자 소속기관 직원의 직급별 구성

비는 2급 이상은 10.0%, 3급 22.8%, 4급 42.5%, 5급 이하는 24.7%로 본 연

구의 설문 응답자 표본의 직급별 구성비(2급 이상 4.8%, 3급 40.1%, 4급

41.1%, 5급 이하 14.0%)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

해 보았을 때 설문조사 응답자의 상위직급(2급 이상)과 하위직급(5급 이

하)의 비율이 낮고 중간직급(3~4급)의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모집단과 유사한 직급별 분포를 보였지만, 세부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설문

응답자의 경우 모집단에 비해 3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급 이상과

5급 이하가 다소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39) 응답자 소속 모집단의 특성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설문 응

답자 소속기관별 인원현황(성별, 직급별)자료(2017년도 1/4분기 현원 기준)

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공시되지 않은 항목인 근속연수, 직무별 인원 구분에

대해서는 비교하지 못하였다. 공기업 20개 기관, 준정부기관 14개 기관, 기

타공공기관 2개 기관으로 총3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직급별 현

황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지방공기업 2개사는 제외하였다. 기관 특성상 별도

의 직급체계를 가진 기관(한국전력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정직군(해

상직)에 대해서는 직급체계 구분을 하지 않은 기관(해양환경관리공단), 4/5

급을 구분하지 않은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은 직급별 구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였다.



- 96 -

소속기관 유형에 따른 인원 구성비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

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전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원비율을 산정40)하

였는데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된(2016년 12월말 기준) 공기업

의 정원은 119,570명이며, 준정부기관의 정원은 82,973명으로 기타 공공

기관을 제외하고 비율을 산정해보면 공기업은 59.0%, 준정부기관은

41.0%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자의 소속기관

유형별 인원 비율인 공기업 59.3%(213명), 준정부기관 40.7%(146명)과 유

사한 분포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설문조사 표본의 특성과 모집단

의 특성은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일부 항목은 세부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모집단의 특성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40) 본 연구 설문조사 응답자의 소속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38개 기

관 중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수는 각각 2개에 불과하여 기타 공공

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하고 응답자 소속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기

업과 준정부기관의 인원비율만 비교하였다.



- 97 -

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연구문제에 관한 설

문(1~3항)에서는 응답자 소속 기관의 리더의 계층(최고, 중간, 하위)에

따라 갖추어야 되는 리더십 특성이 무엇인지 3개를 선택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고,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묻는 항목(4~8항)에서는 성별,

근속연수, 직급, 직무, 소속기관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리더십 특성별 조작적 정의는 <표 3-6>에 정리하였는데 리더십 이론

별로 제시된 구성요소 개념과 개방형 질문의 응답자들이 제시한 리더십

특성 내용을 바탕으로 응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을 사

용하여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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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설문대상 리더십 특성별 조작적 정의

구분 리더십특성 조작적 정의

과업

지향

지적능력
리더 개인의 지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업무에 대한 이해

도가 높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함

업무능력
자신의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히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배분함

명확한지시

및조정

막연한 지시보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지시하며. 다른 부서

와의 업무조정을 원만히 함

성과관리
구성원들의 성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며, 기준

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리더가 개입함

관계

지향

공감,

소통능력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조직 화합을 이룸

타인에

대한 존중

구성원 개개인을 믿어 적극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인

간적인 배려를 해줌

공동체

의식

구성원들 간의 깊은 유대관계를 갖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나를 넘어서는 조직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함

겸손함 자신을 낮추고 부하직원들을 받들어 섬김

변화

지향

비전제시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달성에 헌신할 수 있도록 비전

을 제시하며, 동기부여를 함

통찰력
전체적인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고, 경험과 직관을 가지

고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남

혁신,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를 장려하여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어 냄

윤리

지향

윤리,

준법정신

청렴한 성품을 지니며, 리더 개인 내면에 확고한 윤리적

기준이 자리 잡음

정직,

진정성

리더 스스로 자신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거짓 없이 자

신의 참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드러냄

사회적

책임감

자신의 맡은바 역할에 책임을 지며, 더 나아가 사회,

환경과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함

정의감
편견과 차별의식 없이 공정하게 의사결정을 하며, 조

직 내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함

봉사정신
타인을 돌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솔선수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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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리더의 계층에 따라 중요한 리더십 특성이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하여 리더의 계층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성의한 응답은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에 사용된 설

문지는 394부이며, 설문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패키지

SPSS v.22를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는 리더 계층별 리더십 특성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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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 결과의 분석

제 1절 리더의 계층별 리더십 특성 차이

1. 리더의 계층에 따른 리더십 특성차이

1) 설문조사 결과

“리더의 계층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리더십

특성은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

시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유의확률이 .000이므로 유의확률 95%

신뢰수준에서 리더의 계층과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리더십 특성 간에는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으며 가설은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카이제곱 값은 594.511이고,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더를 계층별로 구분하여 볼 때

계층에 따라 조직 내에서 역할과 책임이 다르며, 그에 따라 필요한 리

더십 특성, 관리기술 등이 다르다는 기존 이론 및 선행연구 결과와 부

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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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리더계층 * 리더십측면 교차분석표(설문조사)

구 분

리더십 측면

총 계과업

지향

관계

지향

변화

지향

윤리

지향

리

더

계

층

최고

계층

개수 190 330 461 201 1,182

리더계층 내 % 16.1% 27.9% 39.0% 17.0% 100.0%

중간

계층

개수 581 374 119 108 1,182

리더계층 내 % 49.2% 31.6% 10.1% 9.1% 100.0%

하위

계층

개수 548 335 111 188 1,182

리더계층 내 % 46.4% 28.3% 9.4% 15.9% 100.0%

총 계 1,319 1,039 691 497 3,546

주) 카이제곱 값 : 594.511, 자유도 6, 유의확률 : .000,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은 없음

응답자 394명이 리더계층별로 3개의 특성을 선택하여 계층별 총 빈도수는 1,182임

<표 4-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고계층·중간계층·하위계층 리더간

의 필요한 리더십 측면은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고, 최고

계층·중간계층, 최고계층·하위계층, 중간계층·하위계층 간의 필요한 리더

십 측면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 한 결과는 <표 4-2>와 같은데 유의확률

이 모두 .000이므로 유의확률 95% 신뢰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

으로 입증되었다.

<표 4-2> 2개의 리더 계층 간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결과

리더의 계층 카이제곱 값 자유도 유의확률

최고 : 중간 430.692 3 .000

최고 : 하위 388.297 3 .000

중간 : 하위 25.010 3 .000

주)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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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형 질문 응답 결과

개방형 질문 응답 결과에 대해서는 통계적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표 4-3>을 살펴보면 최고계층의 경우 변화지향 측면의 리더십의 비율

이 높았으며, 중간계층의 경우 관계지향 측면의 리더십의 비율이 높았고,

하위계층의 경우 윤리지향 측면의 리더십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리

더의 계층별로 본 받을 만한 리더십 특성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방형 질문 응답 결과도 “리더의 계층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리더십 특성은 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한다. 하지만 중간계층과 하위계층 리더에게 필요한 리더십 유형은

설문조사 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별

가설 검증에서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표 4-3> 리더계층 * 리더십측면 교차분석표(개방형질문)

구 분

리더십 측면

총 계과업

지향

관계

지향

변화

지향

윤리

지향

리

더

계

층

최고

계층

개수 4 6 10 2 22

리더계층 내 % 18.2% 27.3% 45.5% 9.1% 100.0%

중간

계층

개수 21 30 7 25 83

리더계층 내 % 25.3% 36.1% 8.4% 30.1% 100.0%

하위

계층

개수 16 16 6 18 56

리더계층 내 % 28.6% 28.6% 10.7% 32.1% 100.0%

총 계 41 52 23 45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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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계층 리더에게 중요한 리더십

1)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최고계층리더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리더십 측

면을 분석해 보면 변화지향 측면의 리더십의 비율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지향 측면의 리더십은 27.9%로 뒤를 이었으며, 윤리지

향 측면의 리더십은 17.0%, 과업지향 측면의 리더십은 16.1%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최고계층 리더에게는 변화지향 측면의 리더십

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고경영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하며 비전, 계획 등과 같은 아이디어 개념과 관련된 개념

적 기술이 최고경영자에게 필요하다는 기존 이론 및 선행연구 결과와 부

합된다고 볼 수 있다.

최고계층 리더에게 필요한 리더십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4-4>

와 같은데 변화지향 리더십 특성 중에서는 ‘비전제시’의 빈도수가

250(21.2%)으로 가장 높았으며, 관계지향 리더십 특성 중에서는 ‘공감·소

통능력’의 빈도수가 238(20.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최고

계층리더에게는 ‘비전제시’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었으며, ‘공감·

소통능력’도 중요하게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윤리지향 측면의 리더십

특성에서는 ‘윤리·준법정신’의 빈도수가 94(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과업지향 측면의 리더십 특성에서는 ‘명확한 지시 및 조정’

의 빈도수가 104(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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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최고계층 리더에게 중요한 리더십 특성

리더십 측면 리더십 특성 빈 도 비 율

변화지향

비전제시 250 21.2%

통찰력 183 15.5%

혁신·창의성 27 2.3%

기타(추진력) 1 0.1%

소 계 461 39.0%

관계지향

공감·소통능력 238 20.1%

타인에 대한 존중 51 4.3%

공동체 의식 28 2.4%

겸손함 13 1.1%

소 계 330 27.9%

윤리지향

윤리·준법정신 94 8.0%

사회적 책임감 70 5.9%

정직·진정성 27 2.3%

정의감 7 0.6%

봉사정신 2 0.2%

기타(복지부동금지) 1 0.1%

소 계 201 17.0%

과업지향

명확한 지시 및 조정 104 8.8%

지적능력 42 3.6%

업무능력 38 3.2%

성과관리 6 0.5%

소 계 190 16.1%

총 계 1,18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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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형 질문 응답 결과

개방형 질문 응답 결과에 따른 최고계층 리더에게 본 받을 만한 리더

십 측면을 분석해 보면 변화지향 측면의 리더십의 비율이 45.5%로 가

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최고계층 리더

에게는 변화지향 측면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연구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관계지향 측면의 리더십도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관계

지향 측면의 리더십이 차지하는 비율은 27.3%로 두 번째로 높았다.

최고계층 리더를 본 받고 싶다는 응답자들의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변

화지향 측면의 리더십 특성인 비전 제시, 관계지향 측면의 리더십 특성

인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등이 본 받고 싶은 리더십 특성으로 제시되었다.

“임기를 고려한 근시안적 성과주의가 아닌 미래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진

정성 있는 비전 제시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조직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여 조

직 구성원들에게 열정적으로 일할 동기를 부여했다.”

“임원회의를 실시간으로 영상 중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장과 임원의 의사

결정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원이 직접 회의에 참여하여 

의사발언의 기회도 부여하였는데 부하직원의 보고내용을 그대로 읽는 의례적

인 임원회의가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공기업 CEO의 특성상 3년 이하의 짧은 임기로 노조와의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은데 OOO 사장님의 경우 경영권이나 인사권을 강압적으로 행사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많은 토론을 하였고, 기존 관행이나 원칙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노조로부터 신뢰를 얻기 시작했으며, 노

조도 회사나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 106 -

3. 중간계층 리더에게 중요한 리더십

1)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중간계층 리더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리더십

측면을 분석해 보면 과업지향 측면의 리더십의 비율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지향 측면의 리더십은 31.6%로 뒤를 이었다. 변화지향

측면의 리더십은 10.1%, 윤리지향 측면의 리더십은 9.1%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설과는 다르게 과업지향 측면의 리더십이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으므로 “중간계층 리더에게는 관계지향 측면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중간계층 리더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4-5>와 같은데 과업지향 리더십 특성 중에서는 ‘명확한 지시 및 조정’의

빈도수가 224(19.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공공기관

의 특성 상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가 강조되다 보니 구성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업무처리보다는 상급자에 의한 명확한 지시 및 조정이 중시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계지향 리더십 특성 중에서는 ‘공감·소통능력’의 빈도수가 227(19.2%)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리더십 개별 특성별로 비교해 볼

때 ‘명확한 지시 및 조정’ 보다 근소한 차이로 빈도수가 높게 나와 전체

특성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중간계층 리더에게 ‘공감·소

통능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변화지향 측면의 리더십 특성

에서는 ‘혁신·창의성’의 빈도수가 57(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으며, 윤리지향 측면의 리더십 특성에서는 ‘윤리·준법정신’의 빈도수가

55(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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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중간계층 리더에게 중요한 리더십 특성

리더십 측면 리더십 특성 빈 도 비 율

과업지향

명확한 지시 및 조정 224 19.0%

업무능력 202 17.1%

성과관리 89 7.5%

지적능력 66 5.6%

소 계 581 49.2%

관계지향

공감·소통능력 227 19.2%

타인에 대한 존중 83 7.0%

공동체 의식 45 3.8%

겸손함 19 1.6%

소 계 374 31.6%

변화지향

혁신·창의성 57 4.8%

통찰력 48 4.1%

비전제시 14 1.2%

소 계 119 10.1%

윤리지향

윤리·준법정신 55 4.7%

정직·진정성 27 2.3%

사회적 책임감 14 1.2%

정의감 7 0.6%

봉사정신 3 0.3%

기타(성실함,복지부동금지) 2 0.2%

소 계 108 9.1%

총 계 1,18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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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형 질문 응답결과

개방형 질문 응답 결과에 따른 중간계층 리더에게 본 받을 만한 리더십

측면을 분석해 보면 관계지향 측면의 리더십의 비율이 36.1%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윤리지향 측면의 리더십은 30.1%, 과업지향 측면의 리더

십은 25.3%로 뒤를 이었으며 변화지향 측면의 리더십은 8.4%로 가장 낮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중간계층 리더에게는 관계지향 측면의 리더

십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연구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렇다면 왜 설문조사 결과와 개방형 질문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

일까?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개방형 질문의 응답자를 포함하여 누적표본

추출을 하였기 때문에 응답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최항순(2016)은 중간계층 리더는 최고계층으로부터 하위계층에 이르는

연속선상의 중간에 있으므로 그 리더십에 관해 이론화하기가 어려우며,

최고계층과 하위계층에 관한 이론이 모두 어느 정도씩 혼합적으로 적용

된다고 하였듯이, 중간계층 리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개방형 질문의

응답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어느 결과는 옳고 다른 결과는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닐스 플래깅(2012)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단지 돈을 위해서

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며 내 잠재력을 실현하

려는 마음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스스로는 확신하지만 타인에 대

해서는 그러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의 지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

기 때문에 시대가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아직까

지도 상사는 지시하고 부하직원은 따르기만 하는 업무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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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개방형 질문의 응답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도

닐스 플래깅(2012)의 견해와 같이 응답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상반된 시

각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적연구 방법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가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리더십 특성에 대해 응답한 반면, 질적연구 방법인 개방형 질문의

응답자는 응답자 본인이 본 받을 만큼 마음이 이끌리는 주관적인 리더십

특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결과를 해석해 본다면 설문조사와 개방형

질문의 응답 결과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개방형 질문의 응답자들은 리더의 자신에 대한 믿음,

인간적인 배려, 소통과 화합 등을 통해 리더를 본 받고 싶은 마음이 생

겼다고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다.

“부하직원의 고충에 대해서는 항상 시간을 할애하여 본인 일처럼 챙기고 해결

하려고 노력하신다. 이러한 점이 직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게 만드는 리더의 

덕목이 아닌가 싶다.”

“항상 먼저 빠른 걸음으로 가까이 오셔서 말을 건네시고 근황을 물어봐 주시는 

모습에서 내가 윗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낮은 직급의 직원일지라도 인간적으로 격려해주시고 인생 선배로써 좋은 말씀

들을 자주 해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믿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도 본받을 

만한 점이라 생각한다.”

“업무에 뒤쳐져서 소외되는 직원들을 포용하여 어떻게든 조직 내에 융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함께 가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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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중간계층 리더에게 필요한 리더십 특성은

‘명확한 지시 및 조정’ 등의 과업지향 리더십 특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앞서 닐스 플래깅(2012)이 지적한 내용과 유사한 결

과이다.

개방형 질문의 응답자는 자신에게는 인격적으로 배려해주고, 자신과 적

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지향적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반면에

설문조사 응답자는 조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다른 조직구성원들

에는 ‘명확한 지시와 조정’ 등을 중시하는 과업지향적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 설문조사와 개방형 질문의 응답결

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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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위계층 리더에게 중요한 리더십

1)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하위계층 리더에게 필요한 리더십 측면을 분석

해 보면 과업지향 측면의 리더십의 비율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관계지향 측면의 리더십은 28.3%, 윤리지향 측면의 리더십은 15.9%

로 뒤를 이었으며 변화지향 측면의 리더십은 9.4%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하위계층 리더에게는 과업지향 측면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위계층의 리더의 역할은 조직의 미션 수행을 위한 구

체적인 방식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전문적 기술이 중시된

다는 기존 이론 및 선행연구 결과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하위계층 리더에게 필요한 리더십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4-6>

과 같은데 과업지향 리더십 특성 중에서는 ‘업무능력’의 빈도수가

297(25.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관계지향 리더십 특성 중

에서는 ‘공감·소통능력’의 빈도수가 128(10.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윤리지향 측면의 리더십 특성에서는 ‘정직·진정성’의 빈도

수가 81(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변화지향 측면의 리

더십 특성에서는 ‘혁신·창의성’의 빈도수가 90(7.6%)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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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하위계층 리더에게 중요한 리더십 특성

리더십 측면 리더십 특성 빈 도 비 율

과업지향

업무능력 297 25.1%

지적능력 110 9.3%

성과관리 75 6.3%

명확한 지시 및 조정 66 5.6%

소 계 548 46.4%

관계지향

공감·소통능력 128 10.8%

공동체 의식 99 8.4%

타인에 대한 존중 77 6.5%

겸손함 31 2.6%

소 계 335 28.3%

윤리지향

정직·진정성 81 6.9%

윤리·준법정신 42 3.6%

봉사정신 28 2.4%

사회적 책임감 25 2.1%

정의감 12 1.0%

소 계 188 15.9%

변화지향

혁신·창의성 90 7.6%

통찰력 16 1.4%

비전제시 5 0.4%

소 계 111 9.4%

총 계 1,18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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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형 질문 응답 결과

개방형 질문 응답 결과에 따른 하위계층 리더에게 본 받을 만한 리더

십 측면을 분석해 보면 윤리지향 측면의 리더십의 비율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업지향과 관계지향 측면의 리더십의 비율은 각각

28.6% 이었으며, 변화지향 측면의 리더십은 10.7%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하위계층 리더에게는 과업지향 측면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윤리지향 측면의 리

더십과 과업지향 리더십의 빈도수 차이는 크지 않아41) 연구가설을 부분

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위계층 리더를 본 받고 싶다는 응답자들의 개방형 질문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책임감, 윤리성, 업무 전문성 등이 본 받고 싶은 리

더십 특성으로 제시되었다.

“일이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

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신뢰가 두터워졌으며, 어떤 일을 추진

하더라도 두렵거나 회피하지 않았고 항상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매력적인 가치가 무수히 많고 매력적인 리더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을 존경할만하다고 부르기는 힘들다. 회사의 볼펜 한자루, 종이 한 장 까

지도 아끼는 모습을 보였던 그 분은 존경 받을만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 흔히 발생하여 조직원들이 간과하기 

쉬운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였다.”

“거의 모든 영역의 업무에 대해 업무능력이 뛰어나며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문

제의 본질을 잘 파악한다.”

41) 개방형 질문 응답 결과 하위계층 리더의 윤리지향 리더십의 빈도수는

18(32.1%), 과업지향 리더십의 빈도수는 16(28.6%)로 빈도수 차이가 2에 불과하

였음(표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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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더십 유형에 따른 비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리더의 계층에 따라 중요하게 인식되는 리더십

특성은 과업지향, 관계지향, 변화지향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본 항에

서는 각 리더십 유형의 세부 특성별로 리더의 계층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았다.

1) 과업지향 리더십의 세부 특성별 비교

과업지향 측면의 리더십의 세부 특성은 지적능력, 업무능력, 명확한 지

시 및 조정, 성과관리로 나뉘는데, <표 4-7>에 정리된 과업지향 리더십

의 특성별 차이를 보면 최고계층 리더와 중간계층의 리더에게는 ‘명확한

지시 및 조정’ 특성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계층의

리더에게는 ‘업무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같은 과업지향 리더

십 특성이라 할지라도 리더의 계층에 따른 역할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리더의 계층에 따라 세부 특성별로 필요한 비중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하위계층의 리더는 주로 방침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업

무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상위계층으로 올라갈수록 분명치

않은 문제들을 다루게 되고 조정해야 할 활동의 폭이 넓어지므로(Yukl,

2013), 중간계층과 최고계층의 리더에게는 ‘명확한 지시 및 조정’ 특성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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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과업지향 리더십의 특성별 차이

리더십 특성
리더의 계층

계
최고계층 중간계층 하위계층

지적능력
42

(22.1)

66

(11.4)

110

(20.1)

218

(16.5)

업무능력
38

(20.0)

202

(34.8)

297

(54.2)

537

(40.7)

명확한 지시 및 조정
104

(54.7)

224

(38.6)

66

(12.0)

394

(29.9)

성과관리
6

(3.2)

89

(15.3)

75

(13.7)

170

(12.9)

계
190

(100.0)

581

(100.0)

548

(100.0)

1319

(100.0)

주) 숫자는 빈도수, ( )의 숫자는 비율을 의미함

2) 관계지향 리더십의 세부 특성별 비교

관계지향 리더십의 세부적인 리더십 특성을 살펴보면 <표 4-8>과 같

은데 모든 계층에서 ‘공감·소통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 되었으며 ‘타

인에 대한 존중’이 그 뒤를 이었다. 앞서 이론 검토에서 리더십을 ‘조직

구성원에게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과

정’으로 정의하였는데,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리더십 특성은 바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일 것이다.

따라서 공감·소통능력은 리더십 특성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특성이며,

리더의 계층 구분 없이 중요하게 인식된다고 하겠다.

Dance & Larson은 리더십과 관련한 소통의 기능으로 소통은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며, 리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을 때

그 단서를 포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백기복 외,

2016: 265 재인용). 경청을 하는 것은 리더 본인을 위한 길이기도 한데, 구

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점검하고 지식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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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면 구성원들도 의욕이 고취되어 더욱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리더와 구성원들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백기복 외, 2016: 267)라는 점에서 공감․소통능력은 매우 중요한 리더십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표 4-8> 관계지향 리더십 특성별 차이

리더십 특성
리더의 계층

계
최고계층 중간계층 하위계층

공감·소통능력
238

(72.1)

227

(60.7)

128

(38.2)

593

(57.1)

타인에 대한 존중
51

(15.5)

83

(22.2)

77

(23.0)

211

(20.3)

공동체 의식
28

(8.5)

45

(12.0)

99

(29.6)

172

(16.6)

겸손함
13

(3.9)

19

(5.1)

31

(9.3)

63

(6.1)

계
330

(100.0)

374

(100.0)

335

(100.0)

1039

(100.0)

주) 숫자는 빈도수, ( )의 숫자는 비율을 의미함

3) 변화지향 리더십의 세부 특성별 비교

변화지향 측면의 리더십 특성은 비전제시, 통찰력, 혁신·창의성으로 구

성되는데 <표 4-9>에서 나타나듯이 최고계층 리더에게는 ‘비전제시’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중간계층과 하위계층 리더에게는 ‘혁신·창

의성’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는 리더의 계층에 따른 역할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최

고계층 리더에게는 전체적인 조직의 비전과 방향제시가 중요하게 요구되

는 반면 중간·하위계층 리더에게는 실제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혁신·창의

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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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계층 리더의 혁신·창의성을 본 받고 싶다는 개방형 질문 응답자는 이

렇게 답변하였다.

“종이가 아닌 아이패드를 활용한 업무보고를 시도하는 등 항상 새로운 시도를 

통해 회사의 업무상식을 앞장 서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표 4-9> 변화지향 리더십 특성별 차이

리더십 특성
리더의 계층

계
최고계층 중간계층 하위계층

비전제시
250

(54.2)

14

(11.8)

5

(4.5)

269

(38.9)

통찰력
183

(39.7)

48

(40.3)

16

(14.4)

247

(35.7)

혁신·창의성
27

(5.9)

57

(47.9)

90

(81.1)

174

(25.2)

기타
1

(0.2)
- -

1

(0.1)

계
461

(100.0)

119

(100.0)

111

(100.0)

691

(100.0)

주) 숫자는 빈도수, ( )의 숫자는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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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설검증 요약

지금까지 양적 연구방법인 설문조사 결과와 질적 연구방법인 개방형

질문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첫 번째 연구문제의 가설을 검증하고 해석

하였는데 연구가설의 채택/기각 여부를 정리해 보면 <표 4-10>과 같다.

<표 4-10> 가설검증 요약

연구가설
연구결과 채택

여부양적 질적

리더의 계층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리더십 특성은 차이가 있다.
O O 채택

1
최고계층 리더에게는 변화지향 측면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다.
O O 채택

2
중간계층 리더에게는 관계지향 측면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다.
X O 기각

3
하위계층 리더에게는 과업지향 측면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다.
O △ 채택

주) O : 가설지지, X : 가설기각, △ :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

“리더의 계층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리더십

특성은 차이가 있다.”는 종합가설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결과 모두에서

지지되었으므로 채택하였으며, 1번 개별가설 역시 양적연구 결과와 질적

연구 결과 모두에서 지지되었으므로 채택하였다.

2번 개별가설은 질적연구 결과에서만 지지되었는데, 본 연구는 양적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가설을 검증하였으므로 양적연구에서 기각된 2번 개

별가설은 기각하였다. 하지만 양적 연구결과에 근거해 중간계층 리더

에게는 과업지향 측면의 리더십이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은 아니다.

3번 개별가설은 양적연구 결과에는 지지되었고, 질적연구 결과에서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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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윤리지향 리더십의 리더 계층별 차이

본 절에서는 두 번째 연구문제인 “윤리지향 리더십은 리더의 계층에 따

라 중요성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연구문제와 관련된

윤리적 측면 리더십의 리더 계층별 차이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는 매

우 드물었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지는 않았으며,

개방형 질문의 응답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의 윤리지향 리더십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여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1.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윤리지향 측면의 리더십은 다른 유형의

리더십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42)하였다.

백기복(1994: 447)은 리더십 측정은 대부분 하급자들로부터 하게 되는데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리더십 이론에 근거하여 응답을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윤리지향

측면의 리더십 특성 선택 비율이 낮은 이유는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리더십 이론에 근거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과업지향, 관계지향, 변

화지향의 리더십 특성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윤리지향 측면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인식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4-11>에 정리된 윤리지향 측면의 리더십 특성을 살펴보면 최고계층

리더에게 나타난 빈도수가 201로 가장 높았으며, 하위계층 리더에게 나타

난 빈도수는 188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고, 중간계층 리더에게 나타난

42) 설문조사 결과 리더십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과업지향 측면의 리더십 특

성의 비율은 3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관계지향 측면의 리

더십 특성의 비율은 29.3%, 변화지향 측면의 리더십 특성의 비율은 19.5%로

뒤를 이었으며, 윤리지향 측면의 리더십 특성 비율은 14.0%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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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는 108로 가장 낮았다. 윤리지향 측면의 리더십 특성 내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중간계층을 제외하고 최고계층과 하위계층 리더에게서 높은 비

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조직 내 윤리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는 최상

위 리더의 의지표명이 가장 중요하고, 하위 리더의 경우도 최상위 리더 못

지않게 중요하다고한 이형우(2016)의 견해와 일치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조직 내 윤리적 분위기 형성에 하위 리더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하위 리더는 구성원과의 대면 접촉이 많은 직속상사이며, 구성원들이 조직

내의 제도를 습득하는 과정은 직속상사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배우는 경우

가 많고, 하위 리더는 규정을 집행하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량권

행사가 공정한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이 조직의 윤리적 분위기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형우, 2016).

리더의 계층에 따라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면 최고계층과 중간계층의

리더에게는 ‘윤리·준법정신’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최고계층의 경우

‘사회적 책임감’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최고계층 리더에게는 대외

적인 활동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위계층 리더에게는

‘정직·진정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최고계층 리더는 구성원들이

직접 대면할 기회가 적어 리더 내면의 정직·진정성을 알기 힘들지만 하

위 리더는 직접 대면할 기회가 많고, 업무를 함께 처리하기 때문에 ‘정직·

진정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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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윤리지향 리더십 특성별 차이

리더십 특성
리더의 계층

계
최고계층 중간계층 하위계층

윤리·준법정신
94

(46.8)

55

(50.9)

42

(22.3)

191

(38.4)

정직·진정성
27

(13.4)

27

(25.0)

81

(43.1)

135

(27.2)

사회적 책임감
70

(34.8)

14

(13.0)

25

(13.3)

109

(21.9)

정의감
7

(3.5)

7

(6.5)

12

(6.4)

26

(5.2)

봉사정신
2

(1.0)

3

(2.8)

28

(14.9)

33

(6.6)

기타
1

(0.5)

2

(1.9)
-

3

(0.6)

계
201

(100.0)

108

(100.0)

188

(100.0)

497

(100.0)

주) 숫자는 빈도수, ( )의 숫자는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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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형 질문 응답결과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개방형 질문의 응답결과에서는 윤리지향 측면의

리더십 비율이 관계지향 측면의 리더십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

데, 개방형 질문의 경우 평소 응답자가 가지고 있던 리더십 이론에 근거

하여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겪었던 본 받고 싶은 리더의

모습에 대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와는 달리 윤리적 측면의 리더

십의 비중이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윤리적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신뢰감과 희망 등

의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43)고 하였는데, 개방형 질문의 응답자들도 윤리

적 리더에게 느껴지는 신뢰감, 희망 등을 통해 리더를 본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답변하였다.

“조직의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정치인들의 압력에 의해 청탁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인들과의 유착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정청탁에 용기 있게 맞서 대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자녀 2명 모두 해외에 있어 물질적인 유혹에 흔들릴 상황임에도 외부 손님들의 

간단한 식사접대조차도 함께 하지 않는 등 스스로 청렴한 생활을 통해 이겨내시

는 것을 보았습니다. 승진에서 누락된 적도 있으시지만 결국 임원의 자리에 오르

면서 조금 늦을 지라도 올바르게 가는 길이 결국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개방형 질문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조사 결과와는 달리 윤리지향

리더십 내에서 하위계층 리더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간

계층 리더는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으며 최고계층 리더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44).

43) 윤리적 측면의 리더십의 매개변수를 살펴보면 리더신뢰(이현주, 2016 ; 양경

흠, 2015 ; 문혜강, 2014), 긍정심리자본(홍권표·윤동열, 2013 ; 김동철, 2012

; 조동훈, 2016)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개방형 질문의 응답결과 윤리지향 리더십 내에서의 리더 계층별 차지하는

비율은 하위계층이 44.6%로 가장 높았고, 중간계층은 42.0%로 근소한 차이

로 뒤를 이었으며, 최고계층은 13.4%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계층별 인원수 고려 산정 : 최고계층 7명, 중간계층 28명, 하위계층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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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고계층 리더는 실제로 자주 접하기 어려워45) 응답자들이 답

변한 최고계층 리더는 7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방형 질문 응답

결과에 따라 최고계층 리더에게 윤리적 리더십이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

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방형 질문의 답변 내용 중 리더의 윤리적 모습을 본 받고 싶다고 답

변한 내용들을 간추려보면 크게 윤리·준법정신, 책임감, 봉사정신으로 나

눌 수 있는데 먼저 윤리·준법정신에 관한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

정한 의사결정, 청렴성, 부정청탁 거절 등의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중간·하위계층 리더에게 나타났다.

“공직자의 자리는 여러 이해충돌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자리이다. 이해충

돌이나 대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양쪽 입장을 경청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 (하위계층 리더)

“그 분은 항상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경비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고 그

것으로 먹고 사니 아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위계층 리더)

“조직의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정치인들의 압력에 의해 청탁을 수

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인들과의 유착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

다. 이러한 부정청탁에 용기 있게 맞서 대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

니다.”(중간계층 리더)

리더의 책임감에 대해서는 일이 잘못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부하직

원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리더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리

더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며 부하직원 스스로가 더욱 노력하고자 하는 마

음이 생긴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러한 책임감은 최고·중간·하위계층 리더

모두에게 나타났다.

45) 개방형 질문의 응답자 중 한명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하였다.

“내가 본 받을 만한 리더는 최고경영자이신 사장님이었으면 좋겠지만, 사장

님과의 접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점을 볼 기회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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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을 때 언제나 주장하는 것이 조

직원은 일을 하면 일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최고계층 

리더)

“문제가 발생할 때는 본인이 책임을 더 크게 느끼고 직원에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직원들의 신뢰를 얻는다.” (중간계층 리더)

“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일이 잘못되거나 빗나가더라도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돌리지 않고 본인이 감내하며 내색하지 않았다.” (하급계층 리더)

“실무자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결정한 내 책임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이런 분께 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게끔 만들었다.”

 (중간계층 리더)

봉사정신에 대해서는 부하직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솔선수범하는 리더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중간·

하위계층 리더에게 나타났다.

“그 분은 무슨 일을 하시든 책임을 미루는 법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조금은 손해가 가는 일이라도 솔선수범해서 행하시고 자기 희생정신을 보이셨다.”

(중간계층 리더)

“일반적으로 상사는 힘든 일이나 궂은일을 부하직원에게 떠맡기는 경향이 있으나 

이 분은 항상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하위계층 리더)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한손에는 컵라면과 음료수 봉지를 들고 늦은 밤 회사

에 다시 들어오신 것입니다. 윗분들과의 모임은 빠질 수 없어 참석하시고 밤을 

세어 일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직원들도 바쁜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시면서 

더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절로 고개가 숙여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위계층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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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결론

윤리지향 측면의 리더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개방형 질문 응답결

과를 종합하여 비교해 보면 <표 4-12>와 같은데 설문조사에서는 최고·

하위계층 리더에게 중요시 되고 개방형 질문에서는 중간·하위계층 리더

에게 중요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윤리지향 리더십의 리더 계층별 차이비교

구 분 최고계층 중간계층 하위계층

설문조사 O O

개방형 질문 O O

주) ‘O’는 윤리지향 리더십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리더의 계층을 의미함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방형 질문에서의 최고계층 리더의 수는 매우 적

었기 때문에 개방형 질문 응답결과에 따라 최고계층 리더에게 윤리지향

리더십이 중요시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과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윤리지향 리더십 내에서 최고계층 리더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최고계층 리더에게 윤리지향 리더십은

중요시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위계층 리더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와 개방형 질문의 응답결과에서

모두 중요하게 나타났으므로 하위계층 리더에게도 윤리지향 리더십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개방형 질문 응답결과에서는 윤리지향 리더십 특성은 중간계층 리더에

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재춘(2015)의 연구에서는 차상위 리더의

도덕적 행동은 팀장의 윤리적 리더십 구성요소 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혔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고계층 리더가 조직

의 윤리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최고계층 리더의 의지가 중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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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리더에게 영향을 미치고, 중간계층 리더는 하위계층 리더에게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에게까지 윤리적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하

므로 최고계층과 하위계층을 매개하는 중간계층 리더에게도 윤리지향 리

더십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윤리지향 리더십은 최고·중간·하위계층 리더에

게 모두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윤리·준법정신, 책임감, 봉사정신 등의 윤

리지향 리더십 특성은 리더의 계층 구분 없이 리더가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리지향 리더십의 중요성은 리

더의 계층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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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제 1절 요약 및 결론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의 노력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직이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

지고 있으며, 급변하는 최근의 국내·외 정세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강조

되었다.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는데, 최근의

리더십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특정한 리더십 이론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 편중되어 전체적

인 시각에서 리더십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는데 리더십의 특정이론이

제시하는 관점은 리더십의 한 측면만을 제시하는 것이며 그것이 리더십

의 전부라고 오해하면 안 될 것이다.

둘째, 리더는 조직 내에서의 계층에 따라 수행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계층별로 필요한 리더십 특성도 다른데, 리더를 계층별로

세분화한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특정 리더십

이론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리더가 갖추어야할 리더십 특성이 어

떠한 것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도출한 후, 조직 구성원들이 리더의 계층

별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리더십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리더십의 계층별 특성을 효과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Yukl(2013)이 제

시한 3가지 리더십 유형 분류기준에 윤리지향 측면을 추가하여 리더십

특성들을 과업지향, 관계지향, 변화지향, 윤리지향이라는 4가지 측면으로

재분류 하였으며 개념적으로 유사한 구성요소들은 통합하고 응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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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친숙한 개념으로 재정의 하여 최종적으로 4가지 측면의

16개 리더십 특성을 도출하여 설문조사에 사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개방형 질문)을 먼저 실시한 후 양적 연구

방법(설문조사)을 실시하는 탐색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개방형 질문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재학생들만 대상으로

하였고, “본받을 만한 리더는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3가지를 제

시하시오.”라는 질문에 서면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졸업생, 재학생

및 재학생들의 소속 기관 구성원이며, 리더의 계층별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리더십 특성을 3개씩 선택하도록 하였다.

개방형 질문 응답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하였으며 설문

조사 결과는 통계패키지 SPSS v.22를 사용하여 리더의 계층별로 중요하

게 인식되는 리더십 특성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조직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리더십 특성이 리더의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며, 두 번째 연구문제는 윤리지향 리더십이

리더 계층별로 중요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의 계층에 따라 중요하게 인식되는 리더십 특성은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계층의 리더에게 중요한 리더십 특성은 설문

조사 결과 변화지향(39.0%) > 관계지향(27.9%) > 윤리지향(17.0%) ≒

과업지향(16.1%)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방형 질문 응답 결과에서도 변화

지향 리더십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최고계층의 리더에게는 변화지

향 측면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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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계층 리더에게 중요한 리더십 특성은 설문조사 결과 과업지향

(49.2%) > 관계지향(31.6%) > 변화지향(10.1%) ≒ 윤리지향(9.1%) 순으

로 나타나 가설과 달리 과업지향 측면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

으므로 가설은 기각되었다. 한편 개방형 질문 응답 결과에서는 관계지향

리더십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설문조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상반된 시각이 연구방법 차이에

따라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개방형 질문의 응답자는 자신에게는

인격적으로 배려해주고, 자신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지향적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반면에 설문조사 응답자는 조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다른 조직구성원들에는 ‘명확한 지시와 조정’ 등을 중시

하는 과업지향적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

설문조사와 개방형 질문의 응답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하위계층 리더에게 중요한 리더십 특성은 설문조사 결과 과업지향

(46.4%) > 관계지향(28.3%) > 윤리지향(15.9%) > 변화지향(9.4%) 순

으로 나타났으며, 개방형 질문의 응답결과에서도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여 하위계층의 리더에게는 과업지향 측면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

하게 인식된다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둘째, 윤리지향 리더십은 리더의 계층에 따라 중요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직의 윤리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는 최고

계층 리더의 의지표명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최고계층 리더의 의지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중간계층 리더가 매개역할을 해야 하며, 조직 구성

원들은 대면 접촉이 가장 많은 하위계층 리더를 통해 조직 내의 제도를

습득하기 때문에 하위계층 리더의 윤리성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윤리·준법정신, 책임감, 봉사정신 등의 윤리지향 리더십 특성은 리

더의 계층 구분 없이 리더가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이라는 점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윤리지향 리더십은 모든 계층의 리더에게 중요하며, 리

더의 계층에 따라 중요성의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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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기존 리더십 연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리더의 계층을 3개로 구분하여 조직 구성원들에게 리더의 각

계층별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리더십 특성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는 점

이다. 리더십은 최고계층 리더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간계층과 하

위계층의 리더도 계층별로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 최고계층 리더와

는 다른 측면의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폭 넓게 고찰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리더십 특성을 도출하였고, 이 특성들을 과업지향, 관계지향,

변화지향, 윤리지향의 4가지 리더십 측면으로 분류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리더십 유형 분류기준으로 주로

인용되는 Yukl(2013)의 기준에서는 리더십을 과업지향, 관계지향, 변

화지향의 3가지 관점에서만 분류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근 리더

십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46) 윤리지향 측면의 리더십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리더의 계층별로 필요한 리더십 특성의 차이를

알게 됨으로써 리더의 선발, 배치, 육성 등 인적자원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의 심리적 수용도를 높여 보다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

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46) 박천오(2009: 143)는 한국의 행정관리자의 주요 리더십 역량에 관한 연구에

서 한국 국민들이 행정기관의 관리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요구

하고 있고, 그 동안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도덕성 문제를 야기 시켜 온 현

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도덕성’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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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계층별로 필요한 리더십 특성의 차이를 알게 됨으로써 리더의

계층별로 해당 리더십 특성 보유 여부에 따라 리더의 선발과 재배치를

할 수 있으며, 리더의 계층별로 필요한 리더십 특성을 알리고 교육47)을

통해 이를 향상시켜 리더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리더는 구성원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그들의 심리적 수용을 이

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 역량을 갖춰야 리더십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

할 수 있기 때문에(박천오, 2009: 142), 리더들이 자신의 계층에 따라 중

요하게 인식되는 리더십 특성을 갖춘다면 구성원들의 심리적 수용도를

높여 리더십의 효과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는 곧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47) 최근에는 체계적인 리더십 역량 배양을 하기 위하여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라

는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이 성장함에 따라

리더로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초급 관리자에서 그룹의

CEO까지 전체 리더십 진화과정을 5-6단계로 나누고 이 6단계 리더십 전환

점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대로 거친 사람만이 최고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체계적으로 리더를 육성하는 체계를 의미한다(램 차란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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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리더의 계층별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리더십 특성에 대해

개방형 질문과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졸업생, 재학생 및

재학생 소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공공부문 전체에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

이 있다.

둘째, 리더십 이론의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다른 리더십 이론들의 리더십 특성은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리더의 계층에 따라 중요하게 인식되는 리더십 특성의 차이가 있

음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밝혔는데, 이는 리더의 계층에 따른 리더

십 특성과의 상관관계까지 밝힌 것은 아니기48) 때문에 리더의 계층과

리더십 특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윤리지향 리더십의 리더의 계층별 차이에 대해서는 엄밀한 통

계적 검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윤리지향 리더십의 리더의 계

층별 차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리더의 리더십 특성

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을 뿐 실제로 리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

더십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향후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 특성과 리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

48) 카이제곱 검정은 변수들 간의 분포의 차이에 중심을 두어 변수간의 독립

성을 검정하는 것이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않는다

(송지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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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 특성의 차이까지 고려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리더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Yukl(2013:

242)은 리더가 다른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자질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향후 부하의 성숙도, 과업의 특성, 조직 문화 등의 여러 가지 상황변수를

고려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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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리더십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리더의 계층별로 어떠한 리더십이 

요구되는지 그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는 순수한 학술조사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지도교수 : 김병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연 구 자 : 김도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 연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47 -

“설문응답에 앞서 아래의 표에서 정의된 리더십 특성 개념을 이해하신 후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십 특성별 개념

구 분 리더십 특성 개     념

1 지적능력
리더 개인의 지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함

2 공감·소통능력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

여 조직 화합을 이룸

3 비전제시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달성에 헌신할 수 있도록 비전

을 제시하며 동기부여를 함

4 윤리·준법정신
청렴한 성품을 지니며, 리더 개인 내면에 확고한 윤리적 

기준이 자리 잡음

5 업무능력
자신의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히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배분함

6 타인에 대한 존중
구성원 개개인을 믿어 적극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인간적인 배려를 해줌

7 통찰력
전체적인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고, 경험과 직관을 가지

고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남

8 정직·진정성
리더 스스로 자신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거짓 없이 

자신의 참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드러냄

9 명확한 지시 및 조정
막연한 지시보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지시하며, 다른 

부서와의 업무조정을 원만히 함

10 공동체 의식
구성원들 간의 깊은 유대관계를 갖는 공동체를 형성하

며, 나를 넘어서는 조직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함

11 혁신·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를 장려하여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냄

12 사회적 책임감
자신의 맡은바 역할에 책임을 지며, 더 나아가 지역

사회, 환경과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를 함

13 성과관리
구성원들의 성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며, 기준

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리더가 개입함

14 겸손함 자신을 낮추고 부하직원들을 받들어 섬김

15 정의감
편견과 차별의식 없이 공정하게 의사결정을 하며, 

조직 내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함

16 봉사정신
타인을 돌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어려운 일이 있

을 때는 솔선수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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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조직의 최고계층 리더는 아래의 리더십 특성 중 

어떠한 리더십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본인이 판

단하였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리더십 특성을 세 개만 선정

하여 주십시오.

   ※ 최고계층리더는 CEO, 이사장 등 조직 내 최고관리자를 의미하며, 응답자의 현재 

최고관리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응답자께서 판단하시기에 최고계층리더가 갖

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리더십 특성을 골라주십시오

리더십 특성 답 변

① 지적능력   ② 공감·소통능력      ③ 비전제시   

④ 윤리·준법정신   ⑤ 업무능력     ⑥ 타인에 대한 존중

⑦ 통찰력         ⑧ 정직·진정성      ⑨ 명확한 지시 및 조정 

⑩ 공동체의식    ⑪ 창의·혁신성   ⑫ 사회적 책임감 

⑬ 성과관리     ⑭ 겸손함           ⑮ 정의감 

⑯ 봉사정신      ⑰ 기타 ______ (직접기입)

문2 )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조직의 중간계층 리더는 아래의 리더십 특성 중 

어떠한 리더십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본인이 판

단하였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리더십 특성을 세 개만 선정

하여 주십시오.

  ※ 중간계층리더는 최고계층과 하위계층의 중간에 위치한 리더를 의미하며, 응답자의 

현재 중간관리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응답자께서 판단하시기에 중간계층리더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리더십 특성을 골라주십시오.

리더십 특성 답 변

① 지적능력   ② 공감·소통능력      ③ 비전제시   

④ 윤리·준법정신   ⑤ 업무능력     ⑥ 타인에 대한 존중

⑦ 통찰력         ⑧ 정직·진정성      ⑨ 명확한 지시 및 조정 

⑩ 공동체의식    ⑪ 창의·혁신성   ⑫ 사회적 책임감 

⑬ 성과관리     ⑭ 겸손함           ⑮ 정의감 

⑯ 봉사정신      ⑰ 기타 ______ (직접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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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조직의 하위계층 리더는 아래의 리더십 특성 중 

어떠한 리더십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본인이 판

단하였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리더십 특성을 세 개만 선정

하여 주십시오.

   ※ 하위계층리더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의 직상급 리더를 의미하며, 응답

자의 현재 직상급 관리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응답자께서 판단하시기에 하위

계층리더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리더십 특성을 골라주십시오

리더십 특성 답 변

① 지적능력   ② 공감·소통능력      ③ 비전제시   

④ 윤리·준법정신   ⑤ 업무능력     ⑥ 타인에 대한 존중

⑦ 통찰력         ⑧ 정직·진정성      ⑨ 명확한 지시 및 조정 

⑩ 공동체의식    ⑪ 창의·혁신성   ⑫ 사회적 책임감 

⑬ 성과관리     ⑭ 겸손함           ⑮ 정의감 

⑯ 봉사정신      ⑰ 기타 ______ (직접기입)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3년이하   ② 4~10년  

 ③ 11~20년   ④ 21년 이상

SQ3)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급 이상   ② 3급   

 ③ 4급        ④ 5급 이하

SQ4) 귀하의 직무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사무행정계열  ② 기술계열

    
SQ5) 현재 귀하의 소속기관을 기재해 
     주십시오.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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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spective Class Characteristics of Leadership

Leadership is important in the organization theory since it

contributes in the goal achievement of organization by

conducting the function of integrating and adjusting the efforts

of organization members and it is a significant study subject

which is being emphasized as a major agenda in the recent

drastically chang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affairs.

Extensive studies have been conducted with regard to

leadership for a long time and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recent leadership studies, most studies merely focused on

verifying the effects of certain leadership. The certain leadership

theory merely suggests one aspect of leadership and one should

not misunderstand that it is everything in leadership. In

addition, since the role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leaders differ

according to their class, the corresponding leadership

characteristics will also differ but the studies which classified

leaders according to their class and made comparisons were

scarce.

This study derived leadership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issue from a comprehensive viewpoint and not

limiting to a certain leadership and compared which aspects are

emphasized according to the class of leaders by dividing the

derived characteristics into four leadership aspects: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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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change, and ethical orientation.

When it comes to the class of leaders, the leadership

characteristics which are perceived to be important by

organization members were examined with regard to how they

differ. After conducting open questions (qualitative study), the

exploratory study method which carried out questionnaire

survey (quantitative study) was used.

The survey results have been verified by using the statistics

package SPSS v.22 and implementing the chi-square test on

whether the leadership characteristics which are perceived as

important by the leaders of respective classes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and the analysis results have been derived by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response contents of

the open questions.

The following are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leadership characteristics which are perceived to be

important by the class of leaders showed differences. The

leadership of change-oriented aspect was significant for the top

class leaders and the leadership of task-oriented aspect was

important for the low class leaders. The response results of the

survey and the open questions differed when it came to the

middle class leaders. The leadership of task-oriented aspect was

important in the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whereas the

leadership of relationship-oriented aspect was significant in the

question response results.

Second, the ethics-oriented leadership did not differ in terms

of importance according to the class of leaders.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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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 an ethical atmosphere within an organization, the will

expression by the top leader is the most important and in order

for the will of the leader to spread, the middle class leader has

to play the medium role and since the organization members

learn the system within the organization through the low class

leaders whom they have the highest number of face-to-face

contacts, the ethicality of the low class leaders is also

important. Moreover, when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thics-oriented leadership - ethical and

law-abiding spirit, responsibility, service spirit, etc. - are the

basic virtues of leaders regardless of their class, the

ethics-oriented leadership is significant to the leaders of all

classes and the importance does not differ according to clas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hich identified the necessary

leadership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respective classes of

leaders can be used in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such as selecting, arranging, and nurturing leaders. Furthermore,

leaders can effectively exercise leadership by enhancing

psychological acceptance of the organization members and

possessing the leadership characteristics which are deemed to be

important by the members and this will contribute i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organization.

Keywords : leadership, leadership characteristics, class of

leaders, characteristics of respective classes,

public institution, open questions

Student number : 2016-2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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